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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극장은 5월 가정

의 달을 맞아 다양한 드

라마 장르의 영화를 준비

했다

3일 개봉한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10년 만에 고향에 모인

장 줄리엣 제레미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

으로 남겨진 부르고뉴 와

이너리에서 처음으로 다

함께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포도가 무르익어가는 부

르고뉴의 사계절 풍경과 프랑스 최상급

와인을 제작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

있어 최근 극장가에 불고 있는 자연 힐

링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날 개봉한 렛 더 선샤인 인은 프

랑스를 대표하는 여성감독 클레어 드니

와 세계적 거장들의 뮤즈 줄리엣 비노쉬

의 만남으로 국내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영화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에

서 착안한 영화로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브라이언 셀즈닉의 동명 소설을 영화

화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신작 원더스

트럭은 4일 만날 수 있다 1977년을 살

아가는 소년과 1927년을 살아가는 소녀

가 집을 떠나 홀로 뉴욕으로 향하는 여

정을 하나로 엮어내고 있다 50년의 시

차를 흑백과 무성 컬러와 유성으로 구

현한 대조적인 미장센을 통해 매혹적인

신비감을 담았다

10일 개봉하는 보리vs매켄로는

1980년 세계 최초로 윔블던 5연패에 도

전하는 비외른 보리와 그를 꺾을 새로

운 강자로 부상한 존 매켄로의 테니스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 손꼽히는 박빙

의 승부를 다룬 스포츠 드라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ej6621@

광주극장 5월 가족사랑 영화잇단개봉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5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남로와 518 민주

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 축제 광주프린지페스

티벌이 창작 판타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신문지를 오브제로 신문지가 얼마나 많은 판타지 속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리극 신문지

이야기와 마술과 마임컨택트저글링등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 신우주가 선보이는 매직 퍼포먼스

헬로 포터가 진행된다

또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라틴 댄서들이

즉흥적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히어로 댄스스

쿨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은 지나가는 행인과 횡

단보도 앞에 멈춰 선 운전자들을 일순간 관객으로끌어

들이는특별한 광경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매직 넌버벌 퍼포먼스마임거리 무용극

서커스등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금남로 일대 거리곳

곳에서 열린다 문의 0622230410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 마련한 대인예술야시장이

오색찬란을 주제로 5월 야시장의 불을밝힌다

제1주차장에 마련된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오색가

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관람객을 맞는다 5일

오후 7시30분부터 미루나무인형극단이 어린이의 시각

으로 이야기하는 5월 광주정신을 인형극으로 선보인다

이어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가 공연이 이어지며 마

술사 조성욱이 마술과 저글링이 합쳐진 퍼포먼스를 무

대에올린다

12일에는 가족밴드 예닮이 인권과관련된 노래를 부

르고 청년밴드 독수리 오형제와 혼성 어쿠스틱 밴드

트리플제이등이 경쾌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한평갤러리에서는 김화순 김희남 박성완 위재환

최재덕 작가 등이 참여하는 산 자여 따르라전이 12일

까지 열리며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캔버스 프린트 작품을 전시판매한다또주제를 선정해

아트체험을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금토

요일 오후 5시부터 ACC 하늘마당과 플라자브릿지(구

름다리)에서 ACC아시아 컬처마켓을 오픈한다

이번에 열리는 마켓은 총 5개 존으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창업아이템을 엿볼 수 있는 스타트업존(광주청년

창업지원센터) 아시아 생활소품과 아기자기한 생활소

품들이 판매되는 마켓존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하

여 자전거식당 피아노 버스킹등독특한 거리퍼포먼

스를 즐기고참여할수 있는 공연존 인도탄두리 치킨과

태국팟타이중국 마라탕등아시아음식을맛볼수 있는

푸드존(남광주밤기차 야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도 5일 2018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여행을 개최한다

삐에로의 풍선아트 체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체험놀이와먹거리 이벤트가 진행되며애니메

이션드림쏭(오후 1시)과 프랑켄위니(오후 5시)를 상영

하고교육관앞마당에서는 스토리텔링 마술&마임&저

글링&버블공연이 접목된 제로 플린쇼(오후 4시)를 상

연할예정이다 문의 0625707016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에서도 어린이의 공감

을 모토로 하는 JK 엔터테인먼트사가 오는 6일 오후 3

시와 5시놀이극 오즈를 찾아서를 준비했다

오즈를 찾아서는 주인공인 아빠가 초등학생딸의학

교에서 공기 대포 공놀이등을 통해 연극놀이 수업을 진

행한다는 내용이다 문의 0613307804

Kwater 영산강보관리단과 영산강문화관도 다채로

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5일 영산스토리(yeongsan story)팀의 뮤지컬 갈라쇼

가 열리며 6일에는 어린이들이좋아하는 벌룬&마술쇼

와 대중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친환경조형교실(페트병

모빌)과 주말체험교실(천연염색) 어린이 끼 경연대회

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날 당일에는 홀트아동복

지회 보유물품 1000여 점과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100여 점의 물품들을 판매하는 사

랑나눔바자회를 개장한다 문의 061335086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발길닿는곳마다신나는문화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ACC)에 음

악분수가 조성됐다

9일 가동을 시작한 음악분수 나비정원

은 빛의숲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

를 모티브로 해ACC가 아시아를넘어 세

계로꿈과희망을싣고 날아가기를 기원하

는 조형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아시아문화광장 내 연못 2곳에 조성

된 분수는 오는 11월 첫 주까지 휴관일

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오전 11

시 오후 2시5시8시)되며낮에는 시원

한 청량감을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음악을 선사한다

음악은 시민들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 11곡을 선곡했다

스티븐 바라캇의 Flying과 Whistler

s Song 영화 택시운전사 OST 화창

한 오월의 어느날 뽀롱뽀롱뽀로로 오

프닝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비발디의 사계 중 봄 리믹스 등이다

음악과 함께점핑 샤프핑거분수등 3종

의분수가 다양한형태로 연출된다

한편 ACC는 최근 2018년 책임운영

기관A평가를 받았으며고객지원 운영

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번음악분수도 고객을위한휴게 공간으

로 조성했으며 아시아문화광장과 나눔

광장에 안개분수(5월 중순 운영예정)와

그늘쉼터를 운영할예정이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이율배개인전이 오는 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사랑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꽃과 나무물고기 새등을 화폭가득 담은 작가는 봄

여름가을겨울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자연 소재들을 가

볍고 산뜻한 터치로묘사해 상큼함을 전해준다

봄에는 노란 나비와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지고 여름

엔푸른빛연못속물고기들이 한가로이 노닌다 가을에

는 보랏빛꽃들이 화면을채우고 겨울에는 하얀눈을배

경으로 바랜이파리들이 자리잡고 있다 상상과꿈속을

거니는 평화로운 풍경들이 떠오르는 작품들은 위안을

준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LA

싱가포르 서울 부산등에서 40차례개인전을 열었으며

전남청년작가상 전남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선과색

회원등으로활동했다 문의 0108607353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사랑노래사계

문화전당음악분수 나비정원 조성

음악 11곡 설문조사선곡휴관일제외가동

부르고뉴와인에서찾은인생

서양화가이율배개인전 9일까지아트타운갤러리

5월 연휴 온 가족 즐기는 문화행사 다채

금남로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창작판타지거리극공연

문화전당 아시아컬처마켓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아이디어를찾기위해시민누구나전

구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상생발전소의 전구인간 퍼포먼스

대인야시장광주정신인형극

국립나주박물관놀이극 오즈를

영산강문화관뮤지컬마술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