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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의 숨결, 체험극 속 주인공으로 느끼다

15

금요일

역사의 진실 기억하라븣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展
9-11일 은암미술관서 사진·영상 전시
생존자·유가족 증언 채록도

ACC ‘나는 광주에 없었다’ 시범공연 4-6일 예술극장 극장1

2020년 완성 예정
창·제작 작품
관객 참여형 공연
몰입 극대화
어린이들부터 30대까지, 현재
의 광주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1980년 광주의 5·18은 역사 속
사건 중 하나일는지도 모른다.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며,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
문이다. 체험극을 통해 광주의
5·18을 몸소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4-6일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관객 참여형 공연 ‘나는 광주에 없
었다’를 올린다. 사진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 연습 중인 배우들.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A 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오는 4-6일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관객 참
여형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올린다.
이 공연은 ACC의 레지던시 프로
그램(ACC_R)을 통해 단계별 제
작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최종 무
대를 완성할 계획이며, 시범공연으
로 선보인다. 특히 관객이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를 수동적으로 감상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작품에 참여해 극의 몰입을 극대
화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
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5·18민주
화운동의 40주년(2020년)을 계기

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
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이번 공연은 10일간의 5·18민주
화운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관객
스스로가 역사와 작품을 느끼고 몸
소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연
이다.
공연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 총연출을 맡았던 연출가
고선웅이 연출하고 극공작소 마방
진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5·18민주
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사
실에 기반하고 연극적 요소를 더한
동시대적 작품으로 2020년 본 공연
을 예정하고 있다.
ACC 관계자는 “그 시대의 사건
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관객을 대상
으로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무대기

/ACC 제공

술과 연출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다
소 무거운 이야기를 유쾌하게 기획
해 전달하고 이를 통해 관객들이 역
사와 사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공
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공연은 중간휴식 없이 1
00분간 진행되는 관객 참여형 공연
으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없으며, 모든 관객이 배우와 함께
극 속에 참여하므로 편안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관람연령은
만 13세(중학생) 이상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공연은 전석 2만원. 자세한 내용
은 ACC홈페이지(www.acc.go.kr)
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 가
능.
/정겨울 기자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Unveil
Hampyeong Massacre)전이 오는 9-1
1일 광주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백은하, 정위상무, 박정현,
윤석우, 이승호 작가가 참여하며, 사진
27점, 영상 1점이 선보인다. 또한 함평
양민학살사건 생존자와 유가족 14명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북이 출간된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950년 12월6
일부터 1951년 1월14일까지 함평군 월
야면, 나산면, 해보면 등 3개면에서 국
군이 민간인을 총으로 쏜 집단학살사건
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1천277명이다.
사건의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70여년의 세
월동안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 프로젝
트는 지난 2월부터 장종석, 이금남씨 등
생존자 인터뷰, 카카오같이가치 클라우
드펀딩, 스노우볼링, 유튜브 채널 ‘TV
학림’ 증언인터뷰 업로드 등으로 진행
됐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댓글 1천2
05개, 응원 3천717개로 많은 분들이 함
께 마음을 모았다. 외할머니가 화순에
서 겪은 양민학살 이야기를 한 댓글도
있었다.
프로젝트북에는 오른쪽 다리 복숭아
뼈에 총을 맞고 살아난 장종석씨, 17세에
사건을 겪은 이금남씨 등의 증언이 담겨
있다. 이금남씨는 당시 17세였는데 해보
면 모평마을 쌍굴에서 일어났던 일은 듣

윤석우 作 븮Unveil Hampyeong Massacre븯

고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 프로젝
트는 백은하의 소설집 ‘의자’에 실려 있
는 단편소설 ‘귀향’을 모티프로 출발한
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팅을 맡은
백은하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
면서 함평양민학살사건 생존자분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 살고 있
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
야기해줬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보
도연맹사건과 양민학살에 연관돼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다”며 “나
주동창, 무안, 영광, 화순 등에서도 양
민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번 전시가 망각에서 깨어나 역사의 진
실을 기억하고, 더 많은 말들이 세상으
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전시 오프닝은 9일 오후 4시.(문의 06
2-231-5299)
/정겨울 기자

캔버스에 만발한 매화 감상하세요
‘진경매화전’ 오는 8일까지 양림미술관

“어린이들 모여라” 숲속음악대 덩따쿵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어린이날 특별공연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오
는 5일 오후 5시 어린이 날을 맞아 진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공연을 마련
한다.
특별 체험을 비롯, 국립민속국악원을
초청해 ‘숲속음악대 덩따쿵’ 공연을 개
최한다.
유아 대상 국악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여우, 토끼, 꾀꼬리, 곰, 늑대
로 구성된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호랑

CMYK

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멋진 국악 연
주를 들려주는 국악 체험극이다.
공연 진행 중 유아들이 국악기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4개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자와 함께 연주도 해보는
체험과 국악장단 따라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한 층 더 높여줄
예정이다. 또한 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숲속음악대 덩따쿵’의 어린이 공연 사진.

본 공연은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4시20분 진도읍사무소, 4
시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스가 운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
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
r) 참조.(문의 061-540-4036) /정겨울 기자

매화를 소재로 그리는 광주지역 작가
들이 봄 매화 전시를 마련한다.
양림미술관은 오는 8일까지 황순칠,
장용림 작가 등 8명의 작가를 초청 진경
매화전을 연다.
‘화중유시 시중유화’(畵中有詩 詩中
有花·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꽃이
있다)를 주제로 한 이 전시는 한국화가
5명(김병균, 백준선, 이창훈, 장용림,
정해영), 서양화가 3명(김병택, 최대주,
황순칠)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
을 담은 매화를 선보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 전시는 지
난해까지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장용림 作 븮매화- 숨을 쉬다븯

/작가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진경매화전’으로 이
뤄졌다면, 올해부터는 작가들이 저마다
그린 매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정겨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