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4일 화요일제20433호��
문 화

오는 3월1일 정식 개관을 앞둔 유네스

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은

지역에서 최초로 조성한 홀로그램극장을

비롯해 미디어놀이터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관

광레저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로 빛고을아

트스페이스에 조성한 6개 공간이다

인기 K팝 가수 공연 교육콘텐츠 어린

이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상영하

는 홀로그램극장은 생동감이 특징이다 3

차원 공간에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을 통해

인기 가수들이 실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재단 홍보대사를 맡은

솔비와 다양한 영상들이 어우러지는가 하

면 사전에 얼굴을 등록한 관람객 얼굴이

화면에 등장해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춘다

미디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

게 놀며 미디어아트와 친해지는 놀이형 체

험장이다 발걸음에 따라 빛과 소리가 반

응하는 바람의 공간 직접 그린 물고기

그림이 화면에 등장하는 미디어 바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7개 콘텐츠

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홀로그램극장 개관 프

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34월 개관 콘텐츠는 KPOP공연(40

분) 교육 콘텐츠 인체의 신비(70분) 어

린이 뮤지컬 메이플 스토리(60분) 등 3가

지다

KPOP공연은 2PM의 Put Your

Hands Up 원더걸스의 I Feel You

GOT7의 걸스 걸스 등 인기 아이돌그룹

의 대표곡 6곡을 홀로그램으로 감상할 수

있다

공연장을 들어서면 마치 콘서트장를 방

문한 듯 2PM 멤버들이 관객들을 반갑게

맞는다 손가락을 튕기면서 순식간에 옷

을 갈아입고 정면좌우에 설치된 3개 대

형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빈다

올해 데뷔 3주년을 맞은 GOT7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이다 GOT7멤버들은 여성관객을 영상에

등장시켜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인체의 신비는 서양 명화(名畵) 속에

숨겨진 인체의 비밀을 입체적으로 소개한

다롤러코스터를탄듯몸속으로빨려들

어가는 영상은 흥미를 유발하며 과학 지

식을 전달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홀로그램 뮤지컬

메이플 스토리다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

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킨 코믹

메이플 스토리가 원작이다 게임에 나오

는 주인공 5명과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가

어우러져함께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신나

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우정과용기로모험

을 떠나는 성장스토리로 3D 안경이 필요

없어 유아들도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특별개관이벤트로 오는 28일까지패키

지티켓(40%할인)을판매한다

패키지는 KPOP 패키지(공연 40분

체험 50분) 교육 패키지(공연 2종 140

분체험50분) 모둠패키지(공연 3종 180

분체험 50분) 등으로 구성된다

KPOP 패키지는 성인 9600원 어린

이청소년 6000원 교육은 성인 1만4400

원 어린이청소년 8400원모둠은 성인 2

만1600원 어린이청소년 1만3200원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켓은 인터파크(ticketinterpark

com)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3월4월 이

내에 사용하면 된다 개별 콘텐츠별로 원

하는 날짜에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의 06267074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홀로그램극장내달 1일에만나요

광주문화재단 34월 개관 콘텐츠 확정

2PMGOT7원더걸스 KPOP 생생한공연

교육 인체의신비뮤지컬 메이플스토리 관람

미디어놀이터도개관이벤트 패키지할인 혜택

이달 전남대 미술대

학 한국화과 졸업을 앞

둔 박진아박수민 작가

가 갤러리봄(예술의거

리 옛 차생원 건물)에서

18일까지 2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봄

이 신년 기획으로 진행

하고 있는 지역 미술대

학졸업생 초청전이다

두 작가는 朴朴實實

을 주제로 한국화를 재

해석한평면 입체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주

제는 소박하고 성실하

다는 의미로 앞으로 작

가의 길을 걸으며 열심

히 작품활동을 하겠다

는 다짐을담고 있다

박진아 작가가 작업

하는 장롱시리즈는 바

쁘고 반복된 일상 속에

서 놓치는 아름다움과

추억이 소재다작품 장

롱 속에는 이불만 있을

까?는 한지에 분채

로 그림을 그렸으며 병

풍 형태로 제작한 점이

특징다

박수민작가의작품은 주변모습에환

경을녹여 표현했다작품 엄마의꿈은

먹과 마카펜 오일파스텔등 어린 시절

사용하던재료들을 이용해작업했다

박진아작가는 2016 대한민국한국화

대전 특선 등 다수 상을 받았다 박수민

작가도 2016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4 한국화 재료기법

성과전 파(破) 등에 참여했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회 문제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

무등공부방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

주로(路)가 무등산 큰 세미나나라와

남도를열자!를 연다 14일 오후 5시 서

구청 대회의실

무등산세미나는 2010년부터 매년 한

두차례국내현안이나 인문학적 주제로

지역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 실천

가들이참여하는행사다

이번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부영 (사)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 나

서 분단한국의평화통일운동과 동아시

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박병

춘(계명대 교수) 대구 토요마당 대표가

대구와 나라 이야기 고원 서울과학기

술대 교수가 새로운 시민의 등장과 새

로운 사회에 대해 발표한다 또 김현영

광주로 사무처장은 미생에서 완생으

로광주 이야기를 들려줄예정이다

사회는운영덕(전남대 518연구소 연

구교수) 광주로 연구소장이 맡을예정으

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36626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공부방광주로 나라와남도를열자 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달

문화가 있는 날(22) 행사의 하

나로 메가박스 전남대점등 전국

7개 문화공간에서운영하는 도깨

비책방 도서 목록이 나왔다

문광부는 최근 송인서적 부도 사

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출판사들

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소비시장을 활

성화하기 위해 공연영화 등을 본 뒤

관람권을 지참하면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책방을 진행한다 교환 대상 서적

은송인서적부도로 100만원 이상의피해

를본 1인출판사들이 발간한책들이다

도서 목록을 게시한 지역서점포털서비

스 서점온(wwwbooktownorkr)을 살

펴보면 대상 서적은 어린이청소년 소

설인문 가정생활실용취미 비소설

문학 사회과학역사 자기계발경영 예

술문화 등 7개 분야다 인기 영화 검은

사제들의 원작소설 검은 사제들(가연)

을 비롯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장이쓴 칼날위의 역사(인문서원)국립

수목원이 출판한 가드너다이어리(지오

북) 등 500여 종 총 4만부를 배포할 예정

이다

22일부터 25일까지 대상 장소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점온을 통해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배송료무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깨비책방 칼날 위의역사 등 500여종 4만부 배포

2225일메가박스전대점영화등티켓으로무료교환

내달 1일정식개관을앞둔빛고을아트

스페이스에조성한홀로그램극장내부

박진아작 장롱에는이불만있을까

박수민작 엄마의꿈

청년작가박진아박수민 朴朴實實전

18일까지갤러리봄미술대학졸업생초청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