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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2곡에 달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

나타전곡연주회를진행중인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다시한번클래식팬들을만난

다 8일오후 7시30분유스퀘어문화관금

호아트홀

개인독주회를준비하는틈틈이다양한

연주자들의 반주자로 바쁜 연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가 이번에 들려주는 작

품은모두 5곡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23번 열정을

비롯해베토벤의초기후원자중한명이었

던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21번 발

트슈타인 경쾌한연주로일명 뻐꾸기소

나타로 불리는 25번을 만날수있다그밖

에 22번과 24번도함께들려준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광주예고 재학중

독일로유학을떠난서씨는드레스덴국립

음대에서수학했으며귀국후서울시립교

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광주시향

대전시향등과협연했으며지난해한국음

악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음악인상 신인상

을수상했다 현재전남대 광주대 광주영

재교육원등에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wwwhyu�

nilseocom 문의 010364679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서현일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회
8일유스퀘어금호아트홀

23번 열정 등 5곡 연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

을 기념해 변사가 된 수집광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전당은 올해 하반기 라이브러

리 아시아의 실험영화와 비디오아

트 주제관을 아시아의 필름 앤 비디

오로 통합했다 비디오아트 실험영

화 상업영화 등 다양한 예술 영상 작

품을소개하고있다

변사가 된 수집광은 아시아의 필

름 앤 비디오 주제관의 첫번째 대중

프로그램이다 오는 7일에는 영화잡

지 키노 로드쇼 편집장을역임한정

성일영화평론가가변사로나선다 정

씨는 휴일(감독이만희) 오명(알프

레드 히치콕) 국외자들(장 뤽 고다

르) 등 애장 영화를 함께 보고 해설하

는시간을갖는다

14일에는 문학평론가 신형철 조선

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 교수는 화양

연화(왕가위) 디아워스(스티븐 달

드리) 토니 타키타니(이치카와 준)

를소개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고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블랙박스 1에서진행

한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 1주년기념 변사가된수집광

7일 정성일영화평론가

14일 신형철조선대교수

재미있는스토리와의미를담은희곡작

품 이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연

출가의 힘은 연극 보는 재미를 이루는 필

수요소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대에 서는

배우들의변화무쌍한연기다 관객들과가

장 밀착해 기운을 객석으로 전하는 배우

들의역할은연극의엑기스이기도하다

지역에서활동하는개별극단들공연을

볼때아쉬운점의하나가바로배우들앙

상블이다 주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부조연연기는작품의흥미를반감시킬

정도로겉돌기도한다

그런점에서지역배우들이극단과관계

없이 함께 무대에 올라 보여주는 광주연

극배우협회 공연은 배우 연기의 진수를

제대로즐길수있는공연이다

광주연극배우협회(회장이기인)가창립

10주년 기념작 베니스의 상인을 무대에

올린다 1318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시7시 일요일오후 5시 광주예술

의거리궁동예술극장

광주연극배우협회는 매년 다양한 고전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금까지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 위화의 허삼관매

혈기체홉의 벚꽃동산과 갈매기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죽음 테네시윌리엄

스의 유리동물원입센의 인형의집 등

오랜기간동안전세계에서공연돼온작

품들이연극팬들을만났다

올해 선택한 작품은 서거 400주년을맞

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의상인이다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살 1파운드를 베

어내겠다는 샤일록 캐릭터로 많이 알려

진 베니스의상인은물건을사고파는상

인이면서무이자로재정적곤경에처한사

람들을도와주는기독교도안토니오와융

통받은 이자로 돈을 버는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을중심으로이야기가펼쳐진다여

기에 현명한 여인 포셔 등 다양한 인물들

이등장한다

이번작품의연출은극단 작은신화를

이끌고 있는 연출가 반무섭씨가 맡았다

반씨는광주연극배우협회와함께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함께공연했었다

반연출가는기존셰익스피어작품이갖

고있는분위기는그대로살리되 규제에

묶인 운명을 과감히 떨쳐 나가는 당찬 여

인 포셔의 로맨틱 어드밴쳐 코미디라는

부제를붙이고색다른연출을시도했다

반씨는 연출가의 변에서 이 작품은 정

신적가치와물질적가치의대립을보여준

다며 어느 시대든 돈과 사랑이라는 문

제가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동기

가된다고말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연극배우들의 로

망이기도하다오랜만에정통셰익스피어

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터라 연습에 임

하는배우들의의욕도높다

주인공샤일록역으로는지역의대표배

우노희설씨가출연하며포셔역은정경아

씨가맡았다 그밖에이명덕최진영정태

석이정진김장준노은지정다현씨 등

이 출연한다 또 무대 디자인 이헌 조명

디자인 김수원 안무 김소영씨등 많은스

텝들이함께작품을만들고있다

배우협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배우들

의 기량 향상과 권익 보호예요 협회는 요

즘 보기 힘든 리얼리즘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배우부터중견배우들까지모두열심히하

고있어요 신진배우들은새로운것을배

우는 입장에서 중견 배우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자신의연기를돌아보며반성

도 하고 새로운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

다

이기인 광주연극배우협회 회장은 이

번 작품을 올리기까지 경제적 문제 등 우

여곡절이많았지만배우들의의지로결국

공연을하게됐다며 고전작품을탐구하

며배우들역시성장하고있다고말했다

티켓가격일반 3만원청소년 2만원 문

의 0105686040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셰익스피어 당신 위해연기혼불사르겠소

광주연극배우협회회원들이창립 10주년을맞아오는 1318일궁동예술극장에서상연하는 베니스의상인을연습하고있다

광주연극배우협회제공

광주연극배우협회10주년기념

반무섭씨연출 베니스의상인

포셔의 명판결 현대적 해석

1318일 광주궁동예술극장

정성일평론가 신형철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미래 교육

콘텐츠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문화정보원 B2 아카

데미강의실에서연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환경과 스마트기기 기반 예술 교

육콘텐츠을살펴보는자리다

이원곤 아시아문화원 창제작센터

장은 가상현실과 장소성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틸트브러쉬를 활용한 3차원 드로잉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아크릴램프

메이킹워크숍이 열린다 문의 1899

5566 김용희기자 kimyh@

미래 교육콘텐츠세미나 10일 문화전당

동심을 지

향하고 참신

한 서정성을

추구한다는

모토로 시작

한 별밭동인

이올해로서

른 번째 동

인집 나를

부르는 노란 별(도서출판 해동)을

펴냈다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시 시

인들을 멤버로 지난 1984년 창립된

별밭은 지금까지 세 차례를 제외하

고매년동인지를발간하며척박한지

역아동문학터전을일구고있다

이번동인지에도천진난만하면서도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동시

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이들 동인들에게 동시는 어린이의

눈과마음이되어부른노래이자 어

른들의 속된 마음을 동심으로 되돌리

려는몸부림이다

작품집에는 양회성윤삼현이성

룡이옥근이정석조기호고윤자

고정선공공로김관식 시인의 작품

이수록돼있으며이정석평론가가동

료 동인 이옥근 시인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이옥근동시문학에나타난현

실비판의식 평론도담겨있다

고정선 회장은 1984년 동시를 쓰

는 이 지역 출신 시인들로 동인이 구

성돼있다며 지금까지두해정도를

제외하고 매년 동인지를 발간했다는

것은그자체로아동문학사에매우의

미있는일이라고밝혔다

이어 고 회장은 올해는 동인창립

30주년 외에도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

이줄을이었는데고정선회원이 2016

년목포문학상을 고윤자회원이천강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윤삼현 회원은

제9회 광주일보문학상인 백년을 기

다린대나무꽃을 발간해겹경사를맞

았다가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인지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문예

진흥기금보조를받아발간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

별밭30번째동시집 나를부르는노란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