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제21173호 2020년1월13일월요일문 화

겨울방학 박물관서전통놀이배워요

국립나주박물관15일부터교육프로그램운영

깍쟁이윷놀이장면

신나는겨울방학,박물관에서놀며배

워요.

겨울방학을맞아전통놀이를배우고

선조들의생활모습을체험해볼수있는

프로그램이마련됐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방학을 맞은 어린이

와부모가함께참여할수있는 움직이며

배워요! , 만들며배워요라는 2개의교

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먼저전라도지역에서많이놀았던 깍

쟁이 윷을 직접 만들고 놀아보는 던져

라,깍쟁이윷! 을 마련했다. 전라도에서

는작은그릇인종지를 깍쟁이라고부르

는데종지에작은윷가락을넣고흔들어

던지는놀이다.

쭉쭉쭉,몸으로말하는동물이야기는

전시실속동물모양문화재를찾아,요가

동작으로 동물을 표현해보는 체험이다.

전시실미션과요가를통해박물관속동

물모양문화재를재미있게알수있다.

뚝딱뚝딱, 만들며 배워요에서는 빛

나는금성관과 영산강에서발견된나주

배를모티브로한다.전자는작년에보물

로지정된금성관에대해알아보고, 아크

릴판화기법으로금성관을표현하는시간

이다. 후자는영산강에서발견된뱃조각

과전시된나주배에대해알아보고이를

토대로 나만의 황포돛배를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보이야르의노래 연극대상 공연베스트 7 선정

아시아문화전당창 제작작품

보이야르의노래 공연장면. <ACC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

무대리이진식)과아시아문화원(ACI 원

장이기표)이창제작한어린이공연작품

보이야르의 노래 가 제1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9공연베스트 7 에선정됐

다.

ACC는 보이야르의 노래 (공연단체

명 올리브와 찐콩 )가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제 1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9 공연베스트 7 에 뽑혔다고 최근

밝혔다.

보이야르의 노래는 로힝야 소녀 쿠

시와 방글라데시 소녀 리아의 만남을

통해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소리와악기연주로표현한작품이다. 아

시아스토리 어린이창제작공모를통해

로힝야난민들의아픔과희망의이야기를

주제로2인음악극형태로제작됐다.

보이야르의노래는ACC 창제작작

품인 우산도둑과함께우리나라대표어

린이공연예술축제인제16회서울아시테

지겨울축제에공식초청을받아투어공

연에나선다. 보이야르의노래는 14 15

일이틀동안동양예술극장 2관에서, 우

산도둑은오는 15 16일종로아이들극장

에서어린이관객을만난다.

한편ACC아시아스토리어린이창제

작공연개발사업은국내외극단이참여

하는어린이공연제작인큐베이팅프로

그램이다.ACC는올 2월참여단체공모

신청을받아선정작을대상으로작품개발

에나설계획이다.

ACC창제작공연물은지난해어린이

공연작품10편등모두15편이59개공연

장과공연예술축제무대에올랐다. 판소

리오셀로와가족극 작은악사는영국

등6개해외공연예술제등에초청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칸 베를린영화제수상작스크린서만난다

타오르는여인의초상

사마에게

광주극장 CGV광주터미널아트하우스서상영

타오르는여인의초상 사마에게 등6편

칸영화제를비롯한해외유수의시상

식에서상을수상한영화들을스크린에서

만날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

광주극장은제72회칸영화제에서각본

상을수상한 타오르는여인의초상과제

69회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심사위원대

상을 수상한 신의 은총으로 등 영화를

개봉한다. 일부개봉작은 CGV아트하우

스에서도만날수있다.

16일개봉하는 타오르는여인의초상

은초상화를그리는화가마리안느(노에

미 멜랑)와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아델

에넬)두여인의운명적인사랑을그린작

품이다. 마리안느는원치않는결혼을앞

둔엘로이즈의결혼초상화의뢰를받고

프랑스브르타뉴의외딴성으로온다. 엘

로이즈모르게그림을완성해야하는마

리안느는비밀스럽게그녀를관찰하며알

수없는묘한감정의기류에휩싸이게된

다.제72회칸영화제와제77회골든글로

브에서 기생충과경쟁을펼친영화로프

랑스를대표하는감독셀린시아마의섬

세한각본과연출력이돋보인다.

같은날개봉하는 신의은총으로는프

랑스 리옹에서 수십년간 70여명의 아동

을상대로성학대를저질러온프레나신

부와그의범죄를고발하기위해나선 라

파롤리베레의실제이야기를다룬영화

다.주연을맡은멜빌푸포, 드니메노셰,

스완아르라우드세배우모두이작품을

통해 2019년라스팔마스국제영화제에서

공동으로남우주연상을수상했고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은곰상을받았다.

태국영화 썩시드(SuckSeed) 는 19

일개봉한다. 감정표현은서툴지만변함

없는순정파 펫 , 근거없는자신감이매

력적인 비글남 쿵 , 찌질하지만 순수한

열정부자 엑스 그리고노래잘하는기타

리스트이자사랑받는퀸카 언 등네명

의십대주인공들이고등학생밴드를결

성하며 벌이는 좌충우돌 하이틴 로맨스

코미디음악영화다. 개봉당시태국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썩시드 신드롬

으로센세이션을불러일으켰다.

영화 사마에게와 작은빛은 23일개

봉한다. 사마에게는 시리아 참상과 그

속에서이어지는일상을다룬다큐멘터리

다. 저널리스트인감독와드는영화를통

해그동안미디어가보도하지않았던자

유를빼앗긴도시시리아알레포의참상

을전한다.제72회칸영화제최우수다큐

멘터리상,제26회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심사위원특별상,전미비평가위원

회표현의자유상,CinemaEye Honors

제작상등전세계영화제 62관왕을기록

했다.

뿐만아니라미국영화비평사이트 로

튼토마토 선정TOP 10을비롯해영화

비평매체인디와이어, 영국유력지가디

언, BBC 등해외매체가선정한올해의

영화TOP10에선정되기도했다.

작은빛은뇌수술을앞둔 진무 (곽진

무)가흩어져있던가족들의모습을캠코

더에담으며기억나지않던아버지에대

한기억과마주하는가족드라마다. 조민

재 감독의 데뷔작으로 제44회 서울독립

영화제독불장군상,제7회무주산골영화

제뉴비전상(대상)과영화평론가상을수

상하며주목받았다.

24일 개봉하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은세계적인기타리스트이자싱어송라

이터인에릭클랩튼의삶을담아낸다큐

멘터리영화다.

영화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 최초 3번

연속입성,그래미어워드총18번수상이

라는 이력을 가졌고 제89회 전미비평가

위원회시상식TOP다큐멘터리를수상,

제61회그래미어워드 최우수음악영화

에노미네이트되며화제를모았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김광복피리독주로문여는광주국악상설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공연모습.

14∼19일광주공연마루

매주다양한무대를통해광주의전통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광주국악상설공연

이14∼19일오후 5시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첫무대는14일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

회가문을연다. 피리명인김광복의 팔

도민요연곡 독주를시작으로가야금병

창 임방울의추억 ,창작전통무용 화선

무 등을선보인다.

15일은풍물세상굿패마루가전통시장

의활기찬이미지를사물연주로풀어내는

사물시장부터 별주부와 토끼가 국악상

설공연장으로오는과정을 담은 별주부

유랑기 ,풍물놀이 판굿 등을준비했다.

전통문화연구회얼쑤는 인수화풍 주제

로무대를꾸민다.(16일) 모듬북과대북,

태평소로연주하는 타고 , 남도지역의대

표민요 성주풀이 , 남원산성 , 진도아리

랑을가야금병창으로엮어들려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17일 붉은

달 그림자라는주제로굿거리장단의합

주곡 플라이투더스카이 , 징,장구,베

이스기타가협연하는 비나리 등을들려

주며 18일에는 新-풍류를주제로가야

금 3중주 오봉산타령 , 아쟁과생황, 피

아노가 어우러지는 3중주곡 황월(黃

月) 등을선보인다.전석무료관람.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