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13일 목요일제20540호��
문 화

광주 양림동을 방문하는 이들이 빼놓

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 펭귄마을이다

동네주민들이 수집한 아기자기한 소품

들은관광객을추억속으로이끌며곳곳

에 그려진 벽화는 촬영 포인트가 됐다

한달에 한번씩 펭귄마을에서는 노래자

랑도열릴예정이다

올해의관광도시사업을진행중인남

구관광청은 사업 중심지 양림동과 사직

동 문화 자원 개발을 위한 주민 아이디

어 공모사업을 진행 모두 다섯개의 사

업을선정했다

노래 자랑 펭귄 스타를 찾아라!는 탄

탄컴퍼니가 제안한 사업으로 펭귄마을

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주민 누구나 참

여할 수있는행사다 매월 월 장원을선

발하고연말결선대회를열어 양림펭귄

스타를선정하게된다

양림문화사랑회가 진행할 메모리&

양림은광주에서가장먼저근대문화를

받아들인 양림동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풀어내는인문학축제다

양림동에서 나고 이곳에서 작품 활동

을 펼친 고(故) 이강하 작가를 기억하는

이강하 꽃길 그리기를 비롯해 재즈 시

대의 이야기 김연실의 모노드라마 등

이 진행된다 양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

는주민극단 숲은 빈자들의어머니였

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재현하는

거리극을 준비중이며 펭귄마을 자치회

는 펭귄마을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을진행한다

그밖에 양림사진연구소가 진행하는

느린 우체통은 직접 제작한 양림동의

관광엽서를활용한체험프로그램이다

15일 첫 행사에서는 오후 3시 펭귄마

을 꽃밭에서 노래자랑 펭귄스타를 찾아

라!가열리며오후 5시펭귄마을쉼터앞

마당에서는 메모리 & 양림 첫번째 프

로그램 이강하 꽃길 그리기 행사가 진

행된다

주민아이디어공모사업은 남구 관광청

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근대예술여

행과연계매월셋째주토요일에열린다

남구관광청 홈페이지(visityang�

nimkr)와 페이스북(facebookcom

visityangn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7232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행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통해문화예술적가치를시민과

공유하고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

는시민강좌다

이번 강의는 루브르 박물관의 쉴리관

에전시되어있는회화를감상하는자리

로신고전주의미술의거장장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농민의 화가로 불리

는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로

코코 미술의 대가 장 앙투안 와토를 만

난다

중요 감상 작품은 앵그르의 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인 밀레의 건초 묶는 사람

들 와토의 키티라 섬의 순례 등이다

기획과진행은 인문지행 심옥숙대표가

맡는다무료 인문지행(cafedaumnet

harete) 문의 01026569208010

5205566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의 섬을 탐방하고 문화 예

술교육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섬thing캠프에참가할청소년을오

는 26일까지모집한다

올해는 섬thing in금오도라는테

마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간여수금오도일대에서진행한다

여수 금오대 일대 섬 자원을 활용

한 ▲별난 이야기(음악) ▲별난 사

람들(미술) ▲별난 볼거리(사진영

상)▲별난먹거리(요리) 4개주제로

청소년기의 감성이야기 또래문화

섬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등 청소년

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준비됐다

섬thing캠프는 도내 중학생 1

3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26일까지 이메일

(young55@ja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28058489

박성천기자 skypark@

매월셋째주토요일노래자랑이열리는양림동펭귄마을

연극은관객이참혹한폐허에입장하면

서부터시작된다입구에서객석까지가는

길부터 어둡고 음산해 좁은 귀신의 집을

연상케 한다 이때문에공연시작전부터

관객들의비명이들린다

또작품의배경이되는정신병원병실을

그대로옮겨놓은듯한무대와한시도눈을

뗄 수 없는 출연진의 리얼한 연기는 관객

들을 90분 동안 몰입시키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연극 중간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

는 귀신의 등장으로 조명이 꺼질 때면 관

객들은몸을움츠리고잔뜩긴장할수밖에

없다무대와객석이가까워어둠속 귀신

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

도예측할수없기때문이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공포 연극 6호실이 인기 몰이 중이

다 광주에서는거의공연된적이없는본

격공포물로관객들의눈길을끌고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콘텐츠들이

넘쳐나지만드라마와영화는스크린과화

면을 통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공포연극 6호실은 사건이 벌어

지는현장에관객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

관객은눈앞에서펼쳐지는공포를생생하

게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 청각 촉

각등오감으로공포를느낄수있다

등장인물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자

유요양병원을 찾았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

진채로발견된장수그리고실종된희연이

다 연극은희연을살해한용의자로지목돼

조사를받는장수의진술로시작된다

주인공인 장수와 희연은 UCC 제작 동

아리의입회동기다 UCC 제작동아리원

인두사람은포트폴리오제작겸공포다

큐멘터리를기획하게되고 20여년전의

문만을 남긴 채 문을 닫게 된 자유요양병

원을취재하기로한다

자유요양병원은 20여 년 전 원인모를

화재와 미해결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이 발

생한곳으로지금은미스터리공포마니아

들이찾는곳이다

평소희연을짝사랑해온소심한장수는

VJ를 자청하며 희연을 따라나선다 자유

요양병원을 찾아가던 중 길을 잃고 헤매

던희연과장수는마을사람의도움으로폐

허가된병원을찾게된다 화재로터만남

은 병원 건물에 유일하게 형태를 갖추고

남아있는 병실 6호실 그들은 6호실 안에

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일기

장에는어떤비밀이숨겨져있는것일까?

관객은배우와함께 6호실안에갇힌채

90분동안극안에몰입할수밖에없다 극

초반부터관객들의비명소리가끊이지않

는 공포연극 6호실은 귀신을 직접 눈앞

에서 볼 수 있다는 생생함이 더해져 인기

를끌어모으고있다

특히이번작품에서는동산아트홀공연

장의가변무대활용이눈길을끈다 무대

와 객석이 나뉘어져 있는 기존 공연장을

탈피 공포극에 맞게 새롭게 배치됐다

본래관객석으로꾸며졌던곳이무대가됐

고 관람객들은 무대를 빙 둘러싸고 앉아

극을 바라보게 된다 멀찌감치 무대를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폐허가 된 정신병

원현장안에함께하는것같은느낌을만

끽할수있다

공포연극 6호실의 연출자 성화숙씨는

관객한명한명모두 6호실안에서공포

를느낄수있도록하기위해무대와무대

를 둘러싼 관객석에 신경을 썼다며 무

대 활용에도 공을 들였지만 연극의 결말

을 열린 결말로 남겨둠으로써 관객들이

연극에 대해 서로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할

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

유스퀘어 10주년 기념 아트9 연극뮤

지컬페스티벌 8번째작품이다

공연은 9월24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

분 토요일은 3시 7시두차례 일요일은 3

시에 진행되며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가격 4만원 문의 0623608433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꺅무더위잡는공포극 주민관광객어울려펭귄마을노래자랑열린다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공포연극 6호실 공연 현장

정신병원병실배경작품

한눈팔새없이 90분 몰입

피서철맞아인기몰이

9월 24일까지공연

주민아이디어공모사업

남구관광청 5개 사업선정

느린 우체통 편지쓰기도

루브르박물관밀레앵그르작품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행사

16일 광주극장

영화의집

밀레작

건초묶는사람들

전남문화관광재단

섬thing in 금오도

참가자 5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