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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으로떠나는예술여행

해외유수의클래식음악회 오페라 발레콘텐츠

를소개해온메가박스가이번에는 세계미술여행

을시작한다

스크린뮤지엄은 세계 각지의 미술 전시회를 스

크린으로옮긴프로젝트다 세계유명예술작품을

고화질촬영 관객들이 마치눈앞에서 전시를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기획으로 예술가의 삶

과시대적배경 세계최고미술관에서작품이어떻

게전시되는지등비하인드스토리도만날수있다

지난해 빈센트반고흐새로운시선 정원을그

리다모네에서 마티스까지 등을 상영했던  스크

린 뮤지엄은올해첫 작품으로 히에로니무스보쉬

의기이한세계를 18일부터선보인다

네덜란드 출신의 중세 시대 화가로 독특한 방법

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환상 속에 진실을전달한 보

쉬는특유의독창성과상상력으로기괴하고환상적

인 그림을 그려 지옥을 그린 화가로 불린다 이번

작품은42만명이관람한네덜란드누브르반국립미

술관의 보쉬회고전 모습을담았다

3월에는 미켈란젤로사랑과죽음을선보인다

피렌체 로마 바티칸을 여행하며 조각가이자 화

가 건축가 시인이었던르네상스천재예술가미켈

란젤로의삶을들여다본작품이다

스크린 뮤지엄 시리즈는 모두 예술다큐멘터리

의 거장으로꼽히는필 그랍스키 감독이총제작을

데이비드 비커스태프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전

세계 55개국에서개봉했다

오페라프로그램 유니텔오페라는 올해도이어진

다 13월에는 필름 오페라 기획전으로 세계적인

오페라연출가가영화화한고전명작오페라가상영

되며4월부터는최신화제작이관객들을찾아온다

1월에는푸치니의 라보엠을만날수있다 디바

안나 네트렙코와 테너 로란드 빌라존이 호흡을 맞

춘 작품으로 로베르트 도른헬름 감독이 연출을 맡

아 실사 영화화했다 2월 상영작은 베르디의 리골

레토다 오페라연출가장피에르폰넬과마에스트

로리카르도샤이가함께한고전명작스페셜로 하

이 C의 제왕으로 불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전

성기모습을만날수있다

3월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다 영화 로미

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넬리 감독의

화려한오페라연출이돋보이는작품으로젊은시절

플라시도 도밍고의 파워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

다 이어 4월에는 2017년잘츠부르크페스티벌화제

작으로 안나 네트렙코가 주연한 아이다 5월에는

도밍고가 지휘를 맡은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상영된다 7월에는 브레겐츠 페스티벌 상영작 비제

의 카르멘이관객들을찾아온다

광주에서는충장로점에서만날수있으며자세한

내용은메가박스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분홍아꽃모가지아프다고오전의뿌리가

마르지 않아 화류놀이를 즐겨 봐 노을이 된

나를밟고가만히구름위에앉아봐 젖멍울

에서 환한 꽃등이 터진다 나를 조몰락거리

다 너를 풀어놓으니 계곡의 꽃 지지미 뜨거

운것들의뒤끝이쌀쌀하다

한겨울추위속봄꽃소식은아득하다몇번

의한파가물러가고나야 꽃소식이들려올것

이다 시행간에살아있는꽃이미지로향기를

전하는시집이출간됐다

제16차 계간 시산맥 기획시선공모에 당선

된 양현주시인의신작 구름왕조실록이 그것

이다

불혹 구름왕조실록 꽃나무 곁에서 시

쓰기 둥근 집 나는

종종 인연을 연인으로

읽는다 등 50여 편의

작품은 따스하면서도

향기롭다 사물을 관조

하는 화자의 시선은 시

적인 새로움과 실존적

지향을추구한다

유종인 시인은 해설

에서 이기의테두리를넘어범애의경지로넘

나드려는시인의도전한시정신은부단히사랑

에의 눈뜸을 갈애하듯 응시하고 있다며 시

적인 새로움과 더불어 존재의 영혼을 웅숭깊

게하는즐거운 앓음이자 앎(知)의지평이지

싶다고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크린으로떠나는예술여행

메가박스충장로점은세계유명작품을만날수있는 스크린뮤지엄과클래식음악프로그램을진행한

다다큐 히에라니무스보쉬의기이한세계(왼쪽)와세계적인소프라노안나넵트레코주연의오페라영

화 라보엠의한장면

극단 청춘과 직장인극단 우연 청소년극

단 청연이 2018년도공연사업을위해공연활

동에함께참여할단원(배우)을모집한다

분야는배우(연극연기) 스텝(조명 음향등)

등이다

극단 청춘에는 20세이상신체 정신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단원들은 주

23일 배우 트레이닝을 받으며 공연이 있을

시주 6일이상연습할수있어야한다활동시

간은오후 7시밤 10시며활동회비는없다

직장인극단 우연은 20세이상의일반직장

인이면 지원가능하다 선발된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오후 7시30분밤 10시배우트레이닝

과공연연습등을진행한다 회비는 3개월에 5

만원이다

청소년극단 청연은 14세19세의 청소년

을 모집한다 배우트레이닝 공연연습 시간은

매주토요일오전 11시부터오후 1시까지며회

비는 3개월에 3만원이다

접수는오는 2월1일자정까지이며오디션은

2월2일 오후 7시 예술극장 통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극단청춘의 다음 네이버 카페 공지방

에 첨부된 서류(입단신청서)를 다운받아 서류

작성한 후 이메일(cctheater@hanmailnet)

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4305257 010

51995257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한파속봄소식처럼즐거운 앓음

광주 3개 극단 내달 1일까지배우모집

다큐 히에라니무스보쉬의기이한세계의한장면

청춘 우연 청연

양현주시인신작 구름왕조실록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20일 유스퀘어 2

층에서 아름다운예술시장<사진>을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수있도록마련한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

어소품과예술품들을구입할수있다

예술시장에서는누구나셀러로참여하여작

품을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

하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

에서직접공연도할수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

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신

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sek�

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는매달 110일까지받고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열리며 다

음달아름다운예술시장은 2월 24일에열린다

문의 0623608436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아기자기 지역예술품장서는날

20일 유스퀘어

예술시장개최

3월까지 스크린 뮤지엄

보쉬의 기이한세계 18일 상영

차기작은조각가미켈란젤로

2018 유니텔 오페라

라 보엠 등 고전+최신작편성

파바로티도밍고전성기감상

메가박스 충장로점 기획 다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