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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소년문화전당서끼펼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전국청소년연

극제는각지역의청

소년들이 다양한 작

품을 무대에 올리는

경연이다 매년 연

극의 메카 서울 대

학로에서 행사를 진

행했던 연극제가 올

해는 처음으로 지방

에서축제를연다그시작은광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과 한국연극협회가공

동주최하는 제21회전국청소년연극제가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ACC예술극장극장1 극장 2등에서열린다

청소년연극제는 연기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닌

고등학교연극반을대상으로하는연극경연축제다 올해

행사에서는경연뿐아니라일반인들도참여할수있는토

크콘서트와전당투어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된다

이번 경연에는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각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18개 학교가 무대에 오른다 경

연작은 햄릿 맥베드 등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비롯해

아름다운 사인 등 국내에서 사랑받았던 인기 레퍼토리

도있다

광주에서는 예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남여고의 보도

지침(30일 오후 3시)이 공연되며 전남 대표로는 순천 강

남여고의 봄날(6일오후 5시)이무대에오른다

또 충남 온양용화고의 다함께 다방구 경기 세원고의

빌리 엘리어트 울산 학성여고의 토이 부산정보고등

학교의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서울 동북고의 햄

릿 경기 포천일고의 열정 불타올라라! 경남 원경고의

우리읍내 제주신성여고의 우상의눈물 대전 대덕고

아름다운사인등이경연에참여한다

공연장은예술극장의가변형특징을활용 극장 1을분

할해 매일 오후 3시 5시 두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했다

경연마지막날인 7일에는한일청소년교류공연으로

일본 청소년연극제 대상팀인 츠루카오카 대학 부속고등

학교 연극반이 사랑 이야기를 선보이며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현직에 있는 유명 연극배우를 초청 연극인을 꿈꾸는

학생 연극에관심있는일반인들대상으로예술극장로비

에서 토크콘서트 속닥속닥(오후 7시8시)도 진행한다

31일에는뮤지컬배우김찬호가출연하며 8월 1일에는연

극배우윤석화 5일에는연출가장진이함께참여해이야

기를나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매일 한차례(오후 1시2시)씩 전문

해설과함께전당라이브러리파크의 아시아의공연예술

전시를관람하는 도슨트 library 행사도열린다

그밖에예술극장로비에서는매일뮤지컬갈라(오후 2

시2시30분) 엔터테인먼트 퍼포먼스(오후 4시20분

4시40분) 낭독공연(오후 6시7시) 등 부대행사도진행

되며 청소년 대상 행사인 만큼 성격유형검사 MBTI 등

을해주는진로상담프로그램(13일오후 2시6시)도

운영한다 그밖에 67일에는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밤 행사도 열며 연극

공연등을관람하고 5개의스탬프를받아오면상품을증

정한다

공연과부대행사는모두무료로관람할수있으며홈

페이지(wwwaccgokr)에서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티

켓을수령하면된다 문의콜센터 1899556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주최하는 청년사진작

가전 청년의 書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오는 8월27

일까지열린다

이번전시초대작가는김명우문선희박세희 이세현

인춘교조현택씨다

김명우는요즘젊은세대누구나열광하는네트워크서

비스를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며 문선희는 묻다

(Burial) 시리즈를통해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AI)확

산의해결방안으로시작된수백만마리가축과가금류의

살처분에대한인간의양심을묻는메시지를던진다

박세희의 Space in between 시리즈 작업은 특유의

섬세함으로이동공간사이를감지한 인상을영상설치와

함께사진작품으로보여주며이세현은허공에던진돌과

풍경을 오버랩 시켜 사진을 찍는 boundary 시리즈 작

업을전시한다

또 인춘교는 폐교의 흔적을 쫓아 시간여행과 같은 폐

교작품시리즈를보여주며조현택은 미래를두려워하는

우리사회 청년의서글픈자화상을담은 젊은이의 양지

시리즈를전시한다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 9일(오후3시)에는 문

선희김영우씨가 참여하는 작가 토크가 열리며 23일(오

후 3시)에는 최현하의 사진 인문학 이미지(未知)시대의

사진의가능성특강이진행된다 문의 062613715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예선에서대상을수상한전남여고 보도지침 공연

29일8월 7일 전국청소년연극제

21회째만에광주서첫지방행사

광주전남여고순천강남여고등

지역예선거친 18개 고교팀경연

마지막날日연극제대상팀공연

장진윤석화토크콘서트진행

모든공연관람부대행사무료

윤석화 장진

이세현작 boundary

광주시립미술관 8월 27일까지청년사진작가전 청년의書

내 마음속풍경전우회 회원전

8월 2일까지자미갤러리북구청갤러리

나동주작 윤선도오우가

1974년 결성된 전우회(全友會)는 해

마다광주전남북지역명소를찾아사

생을 해왔다 매년 회원들의 발길은 여

수 금오도 고흥 소록도 순천 송광사

순창 강천사 등 아름다운 우리 산하로

이어졌고 그 풍경과 감성은 화폭에 담

겼다 올해는변산반도로스케치여행을

다녀왔다

제39회 전우회(회장 정홍기) 정기 회

원전이 오는 8월 2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와 북구청갤러리에서 동시

에열린다

이번전시의주제는 내마음속풍경

이다 각자가 품고 있는 봄여름가을

겨울아름다운풍광을묘사한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전시작은 고문 박남

재조규일 선생의 작품을 비롯해 모두

40여점이다

회장 정홍기씨는 화사한 가을풍경을

담은 만추를 전시하며 강대성씨는 호

젓한 바닷가 모습을 화폭에 옮긴 남해

를 내놓았다 또 이경순씨는 눈오는 날

어느 마을의 풍경을 그린 아름다운 날

을 정하영씨는짙푸른녹음이인상적인

어느날을 전시한다 그밖에고윤숙국

막례김강수김선자김형돈강대성

서봉한신영재씨등이출품했다

초대 회장으로 김흥남씨를 추대하고

이듬해 전일미술관에서 창립전을 가졌

던전우회는해마다전시회를꾸준히열

고있다 문의 0103629833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제25회 귀고회(貴古會회장나동주)전이 27

일부터 8월2일까지 광주 금남로 4가역 메트로

갤러리에서열린다

귀고회는 금초 정광주 선생을 사사한 회원

들의모임이다 1983년광주충장로에금초서예

원이문을연해발족한 귀고회는이듬해회보

창간호를 발간하고 남도예술회관에서 첫번째

회원전을연후 2년에 한번씩정기회원전을열

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권김충렬문명호문미

현박정식배봉심서옥자이기숙이영호장

동수씨 등 30여명의 회원이 출품했다 김용택

시 봄날을 비록해신영복 영호선사 만해선사

시 등 다양한 글귀를 쓴 작품들이다 금초 선생

도최남선선생시조등 2점을내놓았다

오프닝 행사는 27일 오후 5시30분이다 문의

0622664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貴古會 회원전

금초 정광주 선생 제자들

8월2일까지메트로갤러리

박남재작 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