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제20438호��
문 화

매년 3월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아

모리쇼(The Armory Show)는 전세계

에서 손꼽히는 현대미술박람회다 마티

스 피카소 칸딘스키 등 대가들이 아모

리쇼를통해미국에서주목을받으며미

술중심이 프랑스 파리에서뉴욕으로옮

겨진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다

광주 출신 이매리 작가가아모리쇼 시

즌에맞춰뉴욕에서초대전을갖는다 23

일부터 3월18일까지 엘가위머 PCC에서

MaeleeLeeThe Next Step을 주제

로회화 영상 설치작품을선보인다

작가는 뉴욕 첼시와 유럽에서 갤러리

를운영한베테랑여성갤러리스트엘가

위머의 초대를 받았다 엘가 위머는 이

작가가 작업하는 여성과 인류사적인 질

문에주목했다

이 작가는 인간의 삶과 죽음 각 나라

와 민족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인류학

적 문명사적현상을작가개인적시선으

로표현한신작 30여점을발표한다

작품들은 인간과삶과죽음그리고진

화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이 작가를 대

표하는 소재인 하이힐을 캔버스에 그리

고 금가루를 입힌 작품 Genesis 등을

출품한다 캔버스중앙을향한하이힐은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관람객들

을성찰하게만든다

이 작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

어든 현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

회적가치혼란에빠져자칫삶의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는 현대

인들에게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

고있는가를묻는전시다며 지난 2010

년 뉴욕에서 초대전 MELLANGE를

연 이후 7년만에 가진 전시로 개인적으

로큰의미가있다고말했다

한편목포대미술학과와조선대대학원

을졸업한이작가는이이남작가와함께

지역최초로2015 베니스비엔날레특별전

에참여하며주목받았다 지난해중국충

칭시안상하이등에서순회전을갖는등

국내 뿐 아니라 뉴욕 베이징 그리스 등

전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Genesis

당신의발걸음은어디를향하고있는가?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은 삶에

지친극장사람들이가족이야기를담은

영화를만들며가족의의미를되새기는

내용입니다 또 오래된 극장을 배경으

로 삼아 전국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

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관심을 갖

길바라는마음을담았습니다

20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

린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 제작발표

회가열렸다

파라다이스 극장은 광주MBC가 기

획하고 ㈜우진아이앤피 ㈜퍼니브라운

이공동제작하는코믹장르 4부작 드라

마다 대기업 등장으로 대형화된 극장

사이에서오래된극장을지키기위한고

군분투를그린코미디극으로지원을받

기 위해 직접 영화제작에 뛰어든 극장

가족들의모습을유쾌하게풀어낸다

특히광주올로케이션촬영이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양림동에서 첫

촬영을 시작으로 광주극장 등 곳곳을

누비며친숙한배경들을만날수있다

이날제작발표회에는정성현 박지원

PD를 비롯해 정세혁 작가 배우 안석

환 정준 반민정 김사희 조유신 지대

한 등이 참석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를들려줬다

영화 양림동을 제작하기도 했던 정

PD는 옛 영화자료들이 있는 광주극

장은어릴시절극장추억을느낄수 있

는 곳이라 꼭 드라마 소재로 삼고 싶었

다며 전국 유일 단관극장이라는 고

집이 있는 광주극장을 지켜야된다는

생각으로제작에임했다고설명했다

코믹극답게 제작발표회는 화기애애

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

극장 주인 구경서 역을 맡은 안석환

은 올해는 광주와 인연이 많은 것 같

다고입을열었다그는현재국립아시

아문화전당과 함께 오는 4월 연극 맥

베스411을무대에올리기위해광주에

머물며작업중이다

안씨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숙

식하던중출연제의를받아 잘됐구나

싶었다며 좋아하는광주에서촬영하

는 만큼 가장으로서 식구 챙기고 극장

도살리는역할을충실히하겠다고말

했다

아들구석기를연기하는정준은제작

발표회 내내 안석환을 아버지라 불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버지(안석환)

와는영화 하면된다에같이출연하며

즐거웠던기억이있다며 이번드라마

촬영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며 좋은

추억이될것같다고기대했다

또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 새벽 2시

에 작가에게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

다며 광주 올로케이션 촬영이라고

해 경기도인 줄 알았는데 전라도였다

이번이 광주 첫 방문이다 맛있는 음식

으로상추튀김을추천받고꼭먹어보겠

다고웃었다

조유신이 연기하는 오종세는 극장에

서간판을그리는인물이다 마치 광주

극장 간판쟁이 박태규씨가 떠오른다

조씨는 어수룩하고 동네형처럼 편한

분위기의 오정세는 인생이 녹록지만은

않다며 소소희와사랑을이루기위해

힘겹게 전진하는 모습을 눈여겨봐주시

길바란다고소개했다

영화나드라마에서건달이나형사등

거친 모습을 주로 보였던 배우 지대한

씨는 극중전과가 100범을될것이라

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지씨는 감

독이이미지변신을시켜주겠다고섭외

를 했는데 막상 대본을 봐보니 에로영

화 감독이었다며 그동안 볼 수 없었

던부드럽고끈적끈적한눈빛연기를선

보이겠다고다짐했다

정세혁작가는 현재대본을집필중

인데 가족이야기지만 러브라인을 넣어

풍성한플롯을만들어보겠다며 시청

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의

미를 다시 생각보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3월11일부터매주토요일오전 9시40

분(60분분량) 방영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출신이매리작가

내달18일까지뉴욕초대전

회화영상설치작품선봬

흔히산골시골마을을일컬어 생오지

라고 한다 오지 중의 오지라는 뜻이다

담양에도 생오지라는 곳이 있다 담양

생오지마을에는 문순태 작가가 거주한

다 생오지는그의고향이자오늘날그의

문학을 잉태한 문학적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은 2006년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

수직을 퇴임한 작가 문순태<사진>가 작

품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둥지를 튼 곳이

다 고향을떠난지56년만에고향생오지

로돌아와전재산을털어문학의집을마

련했다 재단법인전환후생오지문예창

작대학강좌가개설된것은지난 2013년

3월이었다 시창작반수필창작반 소설

창작반 소설 창작연구반으로 나눠 100

여 명이 넘게 등록해 수업을 받았다 지

금까지 20대에서 70대에이르는많은문

청들이 문예창작대학을 거쳐 창작활동

을전개하고있다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문순태)

부설 문예창작대학이 2017년도 수강생

을 모집한다 2007년 개관 이후 2016년

까지모두 35명이등단할만큼문인의산

실로 발돋움했다 2년제로 운영되는 생

오지 문예창작대학은 매학기 12강좌를

개설해실기위주교육을실시한다 이를

위해한국문단의중견작가를 강사로 초

빙 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통해문

인을양성한다

올해 모집 부문

은 시창작반(30

명) 소설창작반

(30명) 소설등단

반(15명) 기초 글

쓰기반(30명)이며

등록마감은 3월 5

일이다 격주로 토

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소설등단반을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12

시)에수업이진행된다

강의장소는광주남구광주문화재단이

며소설등단반은단편 1편을이메일(jyjc

910106@navercom)로접수 심사후수

강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102441

4830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MBC드라마 파라다이스극장제작발표회에서제작진과출연진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정성현PD 정세

혁작가 박지원PD 배우정준안석환반민정김사희지대한조유신씨

극장 사수고군분투그린

가슴따뜻한가족이야기

생오지 문예창작대학올수강생모집

4개반 105명 내달 5일까지등록마감

광주MBC 4부작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 제작발표회

양림동사직공원서촬영

안석환정애리등출연

내달11일부터매주土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