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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밤에즐기는한옥음악회

내일광주장덕동근대가옥담양 서하당공연

전통한옥에서한여름밤정취를느낄

수있는행사가잇따라열린다

광주 장덕동 근대한옥에서 광산구가

주최하고 디엠씨아트컴퍼니가 주관하

는 한옥음악회 야호(夜好)! 달빛아래

여름편이 17일오후 7시진행된다

연극배우 노희설씨가 펼치는 1인극

시간속으로(路) 여행을시작으로극단

도깨비가전래동화를각색한인형극 단

방귀똥방귀를공연한다

이어 더드림앙상블은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Por

una cabeza 등 클래식과영화 팝음악

을 연주하고 더드림싱어즈는 오솔레

미오 우정의 노래 드라마 시크릿가

든삽입곡등을노래한다

이재문작가와함께하는전통와당(한

옥지붕 추녀 끝 장식 기와) 만들기 체험

도준비해즐길거리를더한다모든공연

은 무료 관람이고 와당 체험은 재료비

5000원을 받는다 홈페이지(wwwwol�

bongorg) 확인 문의 0629603827

광주문화재단은 17일 오후 8시 담양

식영정 인근 서하당에서 두 번째 풍류

달빛공연을연다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연은 두번째 달과 풍류별곡을 주제

로전통음악을현대적으로재해석한무

대를선보인다

첫무대는소리꾼고영열씨가직접작

곡한 찬란한 밤과 해월(海月)을 들려

준다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 달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달빛 OST 오프닝

테마곡 달빛이 흐른다 드라마 궁

OST 고양이 효과 서쪽 하늘에 등을

연주한다 이어고영열씨와 두번째달

이 함께 발표한 국악 프로젝트 앨범 판

소리춘향가로무대를마무리한다

한편 풍류 달빛공연은 풍류남도 나

들이사업의하나로매월보름달가까운

토요일에 열리는 무료공연이다 7월8

일8월 12일10월7일에는 담양 한국가

사문학관 9월 9일 식영정 서하당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

2322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 주한캐나다대사관 후원으로 17일 오

후 2시 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초청강연

빨강이최고야를연다

이번 강연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열린한국캐나다특별교류행사의

하나로캐나다유명동화작가캐시스틴

슨<사진>이참여한다

1부에서는 캐시 스틴슨 작가가 강사

로 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표작

빨강이 최고야 이야기와 함께 그림 그

리기 컬러링북 색칠하기 등을 진행한

다 2부는광주캐나다작가 7명이모여

그림책 작가로서

의삶 가치관등을

공유한다 지역 참

여작가는이현 이

성자씨등이다

강연회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 동

반 가족(6세 이상

권장)은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온라인접수하거나강연당일오후 1시부

터 현장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모

집참가비무료문의06267074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7일담양 풍류달빛공연에참여하는소리꾼고영열씨(가운데)와밴드 두번째달

한중 작가들이국경을 넘어 예술 안에서 하나로 뭉친

다

광주시남구양림동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한

중작가 교류전 유유자적하며 추세에 순응하는 삶의 태

도:한중예술가들의작업방법이오는 21일까지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로 인연을

맺은작가들이십시일반전시비용을모아자체기획한자

리다 광주 표인부씨를 주축으로 조정태 엄기준 황정후

작가를비롯해중국작가뤄판비엔카 798 당인화랑책임

큐레이터가뭉쳤다

전시에는권승찬김재성김진화임남진윤준영양나

희조정태표인부황정후 등 한국작가 10명과 옌숴뤄

판뤄샤오동쉬웨이홍천졔샤톈 양밍쩌우밍 등 중

국작가 8명이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작가들이각자의시각으로세상을바

라본작품을만날수있다

조정태 작가의 붉은의자 표인부 작가의 바람의 기

억어머니의땅은역사속에서인간의삶을되돌아보게

한다 중국 뤄판 작가의 아르키메데스의 예언이 이미 실

현됐다와 뤄샤오동의 평행상태2는 현대인들의 자화상

을캔버스에옮겨놓았다

표인부작가는 앞으로도예술가들이지속적인교류와

연계를 하며 한중 양국간 갈등을완화시키고 발전적 관

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704240

097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건 힘든 일이다 여기에 연극

소극장까지 함께 꾸리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진

다꾸준히작품을무대에올리며 소극장살림까지함께해

나가는건만만찮은내공이필요하다

서로의고단함을함께나누면서연극에대한열정을놓지

않는지역극단들이힘을모아 연극페스티벌을 기획한건

좀더나은작품을무대에올리기위한열망의표출이었다

춘천 구미부산대구 대전 전주 그리고광주 7개지역

에서소극장을운영하고있는대표극단들이함께진행하는

제 7회대한민국소극장열전이 16일부터오는 7월15일까

지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은 각 지역에서도

다시상연된다

광주 공연은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씨어터 연바람에

서 열린다 첫 테이프를 끊는 작품은 푸른연극마을의 오

월의석류(16일오후 8시 1718일오후 5시)다

2013년 거창국제연극제 희곡 공모 대상작(작가 양수근)

으로 오월광주의이야기를그린작품이다엄마제삿날에

만난순심순철순영삼남매이야기를통해광주오월은여

전히계속되고있음을이야기한다

최창우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당금윤미란오성완이새

로미양승주씨등이출연한다

전주 극단 명태의 연가(2021일 오후 8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뮤지컬이다 진심을다해뒷바라지를했으나공

무원에합격하자다른여자랑결혼해버린남친을잊으려는

효린과 어릴적 상처를 딛고 사진작가가 된 제우가 전주 여

행길에서 우연히 만나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가는 내용을

담고있다김선희작최경성연출로박나래미최욱로양상

아 최성례씨등이출연한다

부산 극단 어니언 킹(7월 3일 오후 8시 24일 오후 5시)

꿈17안티고네를무대에올린다 소포클레스의원작을각

색한 작품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권력

탐욕 정의에대한이야기를주인공안티고네 크레온 이스

메네를 통해 들려준다 전상배씨가 각색연출했으며 황미

야우명희서원오씨등이출연한다

극단후암(7월 7일오후 8시 8일오후 5시)의 흑백다방

은다방에서카운셀링을하며살아가는남자와그를찾아온

손님의이야기다 1년에딱하루쉬는아내의기일굳이그

날 꼭 상담을 받아야겠다며 한 남자가 벌이는 좌충우돌 이

야기로정성호윤상호두배우가출연한다

대전 극단 놀자의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14일 오후

8시15일 오후 5시)는 우연히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된 50대

세사람의이야기를그리고있다 사업을하다가망하고택

시운전을하는안광남안광남을믿고보증을서줬다같이

망한만두상안광남의전처고이랑등은누군가차에두고

내린돈가방을손에쥐게되면서소동이벌어진다

유명작가 이만희 원작으로이정대가 연출했다 최차우

오성완이새로미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

22624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전국소극장연극페스티벌광주서열린다

문화전당내일캐나다작가초청 빨강이최고야 강연

뤄샤오동작 평행상태2

호랑나무가시아트폴리곤 21일까지한중작가교류전

내달15일까지 대한민국소극장열전

부산극단 어니언킹의 꿈17 안티고네

푸른연극마을씨어터연바람서

전주부산등극단 5개 작품공연

1618일 오월의석류 첫 무대

전국 7개 극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16일부터 광주 시어터 연

바람에서열린다 사진은극단후암의 흑

백다방공연모습 푸른연극마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