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인

이번연휴동안온라인을통해만날수있는

공연을소개한다.

먼저 29일에는 유튜브 채널 문화로 토닥토

닥과네이버TV에서어르신들을위한특별공연

청춘을 노래하라가열린다. 어르신 전용문화

공간 청춘극장이준비한공연으로가수현미

박일남박재란남일해윤승희등이출연한다.

추석당일(10월1일)에는남산골한옥마을의

추석축제 한가위만같아라가유튜브와네이

버TV를통해생중계된다.이날오후2시에시

작하는 공연에서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 길

놀이 등우리전통문화를만날수있다. 자세

한사항은서울문화포털홈페이지를참고하면

된다.

10월 2일에는 서울x음악여행(SEOUL

MUSICDISCOVERY)-송가인&유태평양추

석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서울x음악여행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문화재등서울시문화시설을3D가상배경으로

만나음악과여행을함께즐길수있는프로그

램이다.트로트가수송가인과국악인유태평양

이돈의문박물관마을등문화시설을배경으로

공연을펼친다.

이들 영상은 문화로 토닥토닥 서울시 ,

The K-pop(더케이팝) 등 3개유튜브채널

과 서울×음악여행 네이버브이라이브채널에

서 10월 2일 오후 7시 처음 공개되며, 3일 밤

10시SBSMTV에서방송된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MBC와 함께 명

품국악콘텐츠 2020풍류달빛공연을

선보인다.공연은오는10월3일오전

5시 우리가락우리문화를통해전

국에방송되며, 10일오전10시에

는 광주지역 특집방송 2020풍

류달빛공연과 유튜브 광주

MBC-얼씨구TV 에서동시

에방송된다.

공연에는 조선

POP이라는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서도밴드와 정

가(正歌) 보

컬리스트 하

윤주가 출연

한다.

서도밴드는국악을모티브로직접작곡작사

한 아리랑 , 사랑가 , 이별가 등총6곡을선

보이며 하윤주는 구아리랑 , 너영나영 , 아

름다운나라 등총6곡을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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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극장가

영화 디바는 다이빙계의 퀸 이영(신민아)

이의문의교통사고를당한후, 잠재되었던욕

망과광기가깨어나며일어나는미스터리스릴

러영화이며, 검객은폐위후세상을등진조

선최고검객태율(장혁)이사라진딸태옥(김

현수)을찾기위해다시칼을들게되면서시작

되는추격액션이다.

영화 담보는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

(성동일)과그의후배종배(김희원)가떼인돈

을받으러갔다가얼떨결에 9살승이(박소이)

를담보로맡아키우게되면서벌어지는이야기

를그린전형적인가족드라마다.

죽지않는인간들의밤은신혼의단꿈에빠

져있는소희(이정현)가친구세라(서영희),양

선(이미도), 그리고탐정장소장(인류멸망을

목표로지구에온언브레이커블과이에맞서는

세명의여고동창생들의고군분투를그린코믹

스릴러다.영화는남편의정체가외계인언브레

이커블임이밝혀지고, 이를알게된아내와친

구들이맞서싸우는내용을담았다.

국제수사는충남대천경찰서강력팀형사

병수(곽도원)가가족과함께필리핀으로떠난

인생첫해외여행에서자신도모르게거대범죄

조직의셋업범죄에휘말려살인용의자로전락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기파 배우

곽도원,김상호,김대명,김희원이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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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빠져들고,공연에열광하고,여행으로위로받다

영화

랜선
여행

랜선으로떠나는나만의세계여행

프라하국립박물관

각국 관광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유

튜브등을통해공개한영상콘텐츠와TV프로

그램을통해해외로떠나보자.

올해상반기체코관광청은공식블로그를통

해 VR로떠나는체코랜선여행 시리즈콘텐

츠를10탄까지올려놓았다.체코관광청블로그

에서 체코여행꿀팁 메뉴로들어가면프라하

구시가지, 프라하성, 국립극장 프라하, 플젠,

카를로비바리등체코의명소를담은VR를보

면서랜선여행을즐길수있다.

오스트리아관광청은특유의목가적인자연

경관을볼수있는조망명소6곳을선정해관광

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관광청이 첫

번째뷰포인트로꼽은곳은투프트알름. 전망

대에서면동알프스산맥의베터슈타인산을파

노라마뷰로감상할수있다.

할슈타트호수와호반마을을내려다볼수있

는파이브핑거스전망대,높이가100m인세계

에서가장높은목조전망탑피라미덴코겔등

도만날수있다.

EBS 세계테마기행은 10월2일(오후 8시50

분)까지 포노제닉아프리카를주제로 5개나

라를소개한다.

30일에는 햇살눈부신날에,방궤울루를방

송한다. 아프리카의 젖줄, 잠베지강이 흐르는

잠비아.눈부신방궤울루습지와그곳에서살고

있는생명을찾아떠나는여정은도시루사카에

서시작된다.루사카의최대재래시장소웨토시

장,응고녜폭포,몽구의어시장등을소개한다.

이집트 편은 10월1일 만날 수 있다. 천년의

역사를자랑하는이집트에는놀라운신화와그

만큼흥미로운풍경들이가득하다.알렉산더대

왕과클레오파트라여왕의이야기가고스란히

남아있는시와오아시스, 클레오파트라가목욕

했던클레오파트라샘,이집트의별미비둘기요

리,백사막,홍해등을둘러본다.

마지막편은 설레고두근거려, 나미비아로

10월2일방송된다. 해변도시스바코프문트에

서는석양을바라보며신선한해산물요리를즐

기는낭만적인시간을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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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내공간에서즐기는온라인공연

서도밴드

올해추석연휴에는어떤영화를볼까. 이번연휴는닷새간이지만코로나19로대작개봉이거

의없어극장가를찾는관객들은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반면, 집콕 , 안방극장 등신조어까

지생길정도로집에서도영화나드라마를만날수있는기회가늘어나면서온라인으로다양한장

르의영화를볼수있는넷플릭스등이인기다.

◇넷플릭스추천작

정세랑작가의소설 보건교사안은영이넷

플릭스 드라마로 돌아왔다. 정유미, 남주혁이

주인공으로출연하며 미쓰홍당무 , 비밀은없

다를 각본감독한 이경미 영화감독이 연출했

다. 작품은평범한이름과달리남들눈에보이

지않는 젤리를볼수있는특별한능력을가

진보건교사안은영에대한이야기다. 새로부

임한고등학교에서심상치않은미스터리를발

견하고,한문교사홍인표와함께이를해결해가

는명랑판타지시리즈로, 정세랑작가가각본

에도직접참여해원작팬들의기대를높였다.

영화 에놀라홈즈는셜록홈즈의동생인에

놀라홈즈의추리액션물로낸시스프링어의소

설 에놀라홈즈 시리즈를원작으로삼는다.밀

라바비브라운이천방지축말괄량이지만명석

한머리로사건을추리해내가는에놀라홈즈역

을 맡아 셜록 시리즈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예정이다. 1888년영국빅토리아시대

를배경으로에놀라의16번째생일에홀연히사

라져버린어머니를찾아가는과정을다룬모험

극이다.

뻐꾸기둥지위로날아간새에등장하는래

치드를 주인공으로 한 리메이크 작품인 래치

드는역대영화속빌런중손꼽히는캐릭터인

밀드래드 래치드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랜들을만나기전의이야기를그린다. 라

이언머피가 아메리칸호러스토리의제작진

과함께선보이는작품이며, 1947년캘리포니

아북부의실험적인정신병원을배경으로아름

다운외모와탁월한실력의간호사인밀드래드

래치드가병원에들어와꾸미는음모와그녀의

어두운면모를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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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있는사채업자이야기 담보

젤리를보는특별한 보건교사안은영

1 래치드 2 보건교사안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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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시대-슬기로운추석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