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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침

선(針線) 전시가열린다

수향 정경희 작가가 6일부터 9일까지

영암한옥박람회에서 바늘자리에 꽃이

핍니다를주제로개인전을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 수피아여고

에 재직하고 올 2월 정년퇴직한 정 작

가에게 40년 교사생활을 마무리 하는

자리다

작가는 전시에서 꽃신들의 행복이야

기 행복바구니 행복화원 등행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수저집

인두판 조각보 노리개 버선 꽃신 등

침선으로 꾸민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날

수있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작

가는남농허건과아산조방원에게한국

화를사사하고 1980년대 어머니윤판임

여사에게침선을배웠다한국화를작업

도안에응용한정작가작품은회화적인

분위기와 함께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

오방색이특징이다

이 행복한 봄날 연작은 단원 김홍도

그림에서 볼수 있는 그네 뛰는여인등

을 묘사한 작품이다 선명한 붉은색 치

마와 초록 나뭇잎을 통해 색채 대비를

강조했다

행복화원에는나팔꽃 포도 모란등

을수놓았다꽃과나비가어우러지며정

작가가추구하는이상세계를담았다

행복바구니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꽃 문양으로 옆면을

장식하고새형상을바구니뚜껑에달아

보는재미를더했다

그밖에 행복한 참꽃마리 행복 황금

용 문살박이연꽃 등 세련미가엿보이

는작품을출품했다문의06147028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참가자를 10일부터 28일까

지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3(5월

328일) 프로그램중하나로기획됐다

예술놀이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서 놀자!를 주제로 5월6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4시까지 문화전당 내에서 진행

된다 행사당일지급받은 8절지도화지

에 어린이들이 각자 가져온 그림재료로

ACC를주제에맞게표현하면된다

유치부(57세) 초등저학년부(13

학년) 초등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상과 아시아문화원장상등 10개 부

문 37명을선정할예정이다

우수작품은 ACC 홈페이지(www

accgokr)와 ACC 어린이문화원에 전

시되고 모음집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

정이다또한입상어린이들은어린이문

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할수있다

선착순 500명 모집 홈페이지(www

accgokr) 참조 문의 062601471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올 첫 기획전

통제된상태를연다

이번전시에는인체드로잉작업을하는김진작가와직

물드로잉작업을하는한경희작가가만난새로운예술세

계를보여준다

전시장벽면에는김작가가내면의감정을즉흥적 유희

적 표현방법으로 풀어낸 인체드로잉 광목천을 길게 부착

한다 전시장중간에는한경희작가가직접천을염색하고

재봉해천막형상으로만든 자아의성을배치한다 두작

품은서로어우러지며현장성과공간성을선사한다

김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문화예

술경영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으며 붓다전 인월전 등

개인전 2회를 개최했다 한씨는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

과와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원서양화과를졸업했다퍼

포먼스설치 회화등다양한장르에서활동하고있다 문

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가 있고 이녁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

할수있다요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불면 좋

겄네 아 미치겄네

왕을 죽이는 거사를 감행하라며 맥베

스를 다그치는 레이디 맥베스의 목소리는

은밀하지만집요하다왕을해치워버린맥

베스는환청에시달리고그의표정에선깊

은 고뇌가 느껴진다 이어지는 장면 젊은

무사들과한무리를이룬맥베스가살인을

앞두고묵직한대사들을쏟아낸다맥베스

역의안석환의연기는단연발군이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뜰리에에서

열린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은 열기

로 가득했다 짧은 10분 동안의 시연이었

지만사투리버전대사와몸짓 음악등이

어우러지며완성본에기대감을남겼다

문화전당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제작

한 맥베스 411(14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3시7시30분 16일 오후 3시 전당예

술극장 1)은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곡을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점

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411은 영국

에서 초연 후 411년이 지난 현재 이땅에

서다시공연된다는의미를담았다

인간의 권력욕과 걷잡을 수 없는 욕망

탐욕 그리고파멸을그린 맥베스는원래

스코틀랜드가 배경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돌아오는길에세마녀에게서왕좌

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충성심 강

한최고의전사맥베스는욕망에사로잡힌

다 그의 아내는 탐욕의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고정의와야망사이에서고민하던

맥베스는결국일을저지른다

사투리버전으로각색한터라이번작품

에서 맥베스는 무장 맥 레이디 맥베스는

육비세마녀는무당으로변신했다

시연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연출을

맡은이해제씨는 이 작품의 포인트는한

마디로비장미라고말했다 맥베스라는

인물은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추구

하는 감동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다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통렬한 자기 반

성이 함께할 때 이 인간을 연민하고 이해

하게될거라고말했다

작품 제작을 제안하고 초기 각색 작업

까지진행한안석환은 오래전공연한 리

처드 3세가 순수 악을 그린 작품이라면

맥베스는 악에대해좀더다양한질문을

던지는작품으로드라마틱한요소가녹아

있다고말했다

클래식 작품을 사투리로 녹여내는 게

배우에게도 연출에게도 얼마나 힘든 작

업인지인터뷰에서느낄수있었고고민하

는모습이역력했다

남도 지역 특성과 정서를 담은 사투리

로 비장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안

석환씨가 남자충동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장미와맞아떨어지는지점을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양 작품을 번역한 대사가 갖

는 리듬을 살리는 한편 그 리듬을 전라도

말로바꿀때갖게되는 가벼움이라는고

정관념대신진중함긴박함 비장함을살

리려노력했습니다

이해제 연출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기

는 하지만 장소 등을 한정할 경우 작품의

맛이묻힐것같아때와장소가 모호한어

느 시점으로 잡고 작품을 만들었다며

무대 의상 음악 역시 최고의 퀄리티로

제작하고있다고말했다

사투리라고 다 똑같은 사투리가 아닐

터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문지기 역의 지

역배우한중권은 가장하층민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무식한 사투리를 구사한

다고말했다

큰 극장을 채울 몸짓 언어도 중요하다

움직임 연출을 맡은 김윤규는 맥베스의

심리적묘사가많은작품이라배우를서포

트하고코러스와의앙상블까지염두해두

며동작을짰다고말했다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을 정도

로 맥베스부인은강렬한인상을주는캐

릭터다 배우 서지유씨는 전라도 사투리

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내 감정

그대로 때론 속삭이고 때론 절규하는 등

연기낙차의변화를 통해 인물을표현하

려한다고말했다

안석환은 이번 작품은 메이드 인 광

주로 지역문화가서울을따라가는게아

니라 동반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며 기회가 닿으면 체홉 등 다

른 클래식 작품들도 여러 지역 사투리 버

전으로만들어보고싶다고말했다

이번작품에는오디션을통해선발된김

종진박영국채민석조유진김수원조

형일이승현박진박상하씨 등 20명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원 3만원 1만원 문의

18995566 wwwaccgokr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맥베스의묵직한사투리대사비장미가뚝뚝

한경희 작 자아의 성

문화전당 어린이그림그리기 참가자 1028일 모집

바늘자리에핀꽃정경희침선작품전

69일 영암한옥박람회

행복한
참꽃마리

김진한경희작가초대옥과미술관 30일까지기획전

연극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

문화전당광주시립극단공동제작

141516일 문화전당예술극장

4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에

서 타이틀롤을 맡은 안석환과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다

인간의권력욕과파멸그린작품

관객들자기반성함께할때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