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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열정으로만든광주産웹드라마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내

달 4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

블에서 52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문학 철

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위주로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

에 열린다 월요일에는 이진 교수가 소설을 읽

자다양한 은유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

난다

화요일과수요일은김청우박사와명혜영교수

가각각 시창작 이론에서실기까지 존재란무

엇인가?새로운 리얼리즘의 물음을 강연한다

목요일에는위상복전남대명예교수가 老교수의

철학노트맑스와 자본을이야기한다

월목토요일(오후 2시)의 세미강좌에서는 클

래식 영화등의강좌가펼쳐진다 월요일에는안

철 음악가가 클래식 감상W A 모차르트 시리

즈1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목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정

독과 again 2017 무비특선이진행된다 토요일

(오전 11시) 특별강좌시간에는명혜영교수의 일

본원서로읽는인문학이예정돼있다네이버카

페 광주시민인문학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내달 4일까지 52기 강좌

바닐라씨가 7일오후광주시동구동명동의한카페에서웹드라마 오늘의주제(酒題)를촬영하고있다

손지영&최예니 2인 콘서트가 오는 9일 오후 7

시 30분광주유스퀘어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두 사람은이번공연에서다양한무대를꾸밀예

정이다

1Piano 4Hands 편성의 곡과 2Piano 4

Hands 편성의 곡 뿐 아니라 성악과 피아노 클라

리넷과피아노협연등다채로운무대를준비했다

이 날 공연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볼프의 괴테 가곡 베르디의 오페라 팔

스타프 중 꿈인가 생시인가?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리공중에서 달단인의춤등을선보인다이

외에도영화해리포터 겨울왕국 인어공주 캐리비

안의해적등의OST를무대에올린다

손지영과 최예니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졸

업한 친구로 2018의 시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음악을 표현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

혔다

손지영은 전남대학교 졸업 후 오페라 라보엠

(La Boheme)에서반주를선보이기도했으며다수

의독창회에서협연했다

최예니는 전남대학교 졸업 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반주학과에진학해반주경력을쌓았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오진현 바리톤 조규철

클라리네스트 김세윤 테너윤승환이협연한다 무

료관람문의 06222620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난헌정덕순작가초대전 수묵의시(時)

함평출신조영관시인(19572008)의뜻과삶

을기리고자제정된 조영관문학기금 2018 수혜

자로박강산씨가선정됐다 수혜작은 차뚤부즈

박 씨의 소설은 인도의 전통 무언극 카타칼리

의 배우 차뚤부즈가 한국에 와 이주노동자로 살

다 인도로 돌아가 전통 대서사극인 라마야나를

완성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심사위원단은 이주노동자의 삶을 우리 사회

의 모순구조 안에서만 다루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그들이모국에서하층계급으로겪었던차별과전

통예술의부활을교직시킴으로써기존소설들과

의차별성을보여주었다고평했다

박씨는중앙대문창과에재학중이다

한편 이 창작기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7년세상을떠난시인조영관의뜻과삶을기

리고자 제정됐다 상금 500만원 수여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별관회의실에서열린

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화폭속풍경은옛추억을떠올리게한다 세월

을 인 커다란 고목나무 앞에 모여 말뚝박기놀이

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은 해맑다 세상을 잊은

듯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는 이

들의 뒷모습은 여유롭다 수묵 담채의매력을한

껏느낄수있는먹의농담과여백의미가어우러

진작품들이다

화순 다산미술관이 난헌(蘭軒) 정덕순 작가를

초청 전시회를갖는다

오는 4월 20일까지계속되는이번전시의주제

는 수묵의 시(時)다 수묵화의 전통계승과 현대

예술 양식의 무한한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는 정

작 가는 수묵화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옛 시절을

이야기하는작품들을전시중이다

정 작가는 현대적인 수묵화 작업을 통해 겹겹

이 쌓여온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고목나무 등과

그 안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인물들을 다

채롭게그려낸다

정 작가는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과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대한민

국미술대전특선등을수상했다

광주시미술대전 초대 작가며 먹그리미 남묵

회창묵회 등다양한모임에서활동중이다난헌

문인화연구실을 운영하며 광주남구종합문화예

술회관 문인화 강사로도 출강중이다 문의 061

371344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7일 오후광주시동구동명동의한카페 15여 명

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두컴컴한 카페

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에서는 슬레이트

소리와컷소리가들린다 카메라앞에서연기를선

보이는등장인물들에게서는긴장감도느껴진다

웹드라마 오늘의주제(酒題)촬영장이다

광주의 영상제작및콘텐츠제작기업인 바닐라

씨가 제작하는 오늘의 주제는 3분5분짜리 드

라마 2편으로 구성된 웹드라마다 오늘의 주제는

청춘남녀들의재기발랄한술자리에피소드를다룬

드라마로지역을대표하는보해양조와아트상품브

랜드디자인바젤이협찬했다

이번드라마주인공을뽑는오디션에는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응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남녀주인공도수하역의백현호배우와주연우역

의 박소희 배우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며

그밖에 등장하는 조연과 엑스트라 배우들은 광주

출신일반인들이참여했다

오늘의 주제는 바닐라씨가 제작하는 두번째

작품이다

지난해제작해공개한웹드라마 연애인턴최우

선이 기대보다인기를끌었어요총 6편의누적조

회수가페이스북에서 30만을넘었죠 유튜브조회

수는지금도올라가고있는중입니다그기세를몰

아 오늘의주제도잘되기를바라는마음이에요

바닐라씨의제작PD이나건씨의설명이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콘텐

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2기 GStartup 지원하는

이번웹드라마의제작비는약 1000만원이다출연

자들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나면

남는돈은거의없다

이 PD는 사실웹드라마를제작해서얻는수익

은 거의 없다 대신 바닐라씨가 제작한 웹 드라마

를보고영상콘텐츠나영상홈페이지 스마트폰어

플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분들이 있다며 보해양

조 등의 협찬을 받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실정이다고말했다

연출을 맡은 바닐라씨의 임수정 감독은 청춘

들이 힘들게 버티는 시대에 작게나마 공감의 즐거

움을주고싶어서기획하게됐다고밝혔다

오늘의주제는 3월초에배포되며 바닐라씨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계정에

서공개될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단편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

재 기획단계에 있으며 웹드라마는 오늘의 주제를

마지막으로당분간다른활동을할생각이다

이 PD는 작년부터 웹드라마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장르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유투버나 1인 방송의 주역인 크리에이터들을 발굴

해컨텐츠를만들어볼생각이다고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손지영최예니 2인 콘서트

손지영 최예니

내일유스퀘어금호아트홀

그시절

화순다산미술관

4월 20일까지

조영관 문학기금 수혜자박강산씨선정

바닐라씨 제작 오늘의주제

동명동등서이틀에걸쳐촬영

주인공 300명가까이지원

내달초네이버TV 등에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