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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코리아 판타지-곰의 탑 .

지난해 제주도미술대전 주인공의

성장기를 지켜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김진수 개인전이다.

제주미술협회는 도미술대전 혁신을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 이듬해 개인전

기회를 주기로 했고 김 작가가 첫 주

인공이 되었다. 수상 이후 멘토 프로

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

다 는 작가는 코리아 판타지 연작

으로 기괴한 현실에 말을 건넨다.

<공연>

▶박주연 독창회=9월 3일 오후 7

시30분 문예회관. 010-2309-6255.

▶제주 더불어 놀다 연극제=9월

4~5일 오후 7시30분 예술공간 오이,

9월 6~7일 오후 7시30분 미예랑소

극장. 010-9687-0031.

▶꿈과 행복나눔 자선음악회-동

행=9월 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

-5220-2895.

▶허튼굿 나눔이야기=9월 5일 오

후 7시30분 문예회관. 710-7633.

▶창작 오페레타 이중섭 =9월 6

~8일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5.

▶이주민합창제=9월 6~8일 제주

아트센터. 728-1509.

▶아라음악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9월 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2790.

▶IBK기업은행 참좋은 음악회=9

월 7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156

6-2566.

▶살거스 테러블 칠드런 =9월 7일

오후 8시 맥파이 양조장, 9월 8일 오

후 8시 플레이스 캠프 제주. 755-8415.

▶뮤지컬 꼬까미의 골고루나라

=9월 8일 오후 2 5시 국립제주박물

관. 720-8035.

▶아리랑 라디오 개국 15주년 케

이팝콘서트=9월 8일 오후 6시 아라

뮤즈홀. 02-3475-5402.

▶나눌락놀이터 가족음악회=9월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8661-2211.

▶한라윈드앙상블 추억의 팝스콘

서트=9월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

10-6978-1155.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9월 9일 오후 4시 문예회관.

010-3268-9808.

▶연 노형여성합창단 연주회=9월 9

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2638-5562.

<전시>

▶제주기행, 길에서 만나다=9월 3~1

0월 12일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41.

▶신예선 초대전 한림 켈틱 소

환 =9월 4~10월 3일 스페이스 예나

르 갤러리. 772-4280

▶제주도사진대전 입상작 전시=9

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설문대문화동아리 연합전=9월 5~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3.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작 전시=9

월 7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진수 개인전=9월 7일까지 문

예회관. 710-7633.

▶타임캡슐 10년의 이야기=에뜨

왈회 9월 7일까지 문화공간 제주아

트. 010-3698-7319.

▶변혜정 도예전 흔적 =9월 7일

까지 연갤러리. 010-2693-0113.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작 전

시=9월 8~14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지원문인화회 필(筆)하모

니=9월 8~12일 문예회관. 710-7633.

▶서승환 개인전=9월 8~14일 연

갤러리. 010-6561-1983. 진선희기자

알뜨르비행장 설치 작품 존치 두고 논란

알뜨르비행장에 설치됐던 IVAAIU와 김해곤 작가의 작품이 파손돼 있다. 진선희기자

2017제주비엔날레 전시 장소였던 서귀

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설치 작품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격납고 등 일제강점

기 군사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지난

해 제주비엔날레에서 주목을 끌었던

장소다. 당시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10여

점의 설치 작품을 알뜨르비행장 곳곳

에 전시해놓았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가 폐막한 뒤에도 주차장

에 있던 최평곤의 파랑새 등 일부 작

품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를 활용해 올

해 상반기 알뜨르프로젝트 제주다크투

어리즘을 진행했다.

하지만 JDC가 매입 소유하고 도립

미술관이 관리해온 설치 작품 중 일부

가 최근 제주를 덮친 태풍 솔릭의 영향

으로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해곤

의 깃발 작품인 한 알 은 한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이고 IVAAIU

의 커뮤니티 퍼니처 는 형체를 알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알뜨르비행장

주차장 주변에 제주비엔날레 작품을

남겨둔 일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한다. 재료가 야외에 반영구적으로 설

치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지반이 약한

곳에 세운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작가는 알뜨르비행장에 두

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

구하는 일이 있었다. 더욱이 일부 미술

인들은 현존하는 군사유적만이 아니라

그 일대 농사를 짓고 있는 밭과 주변

산방산 등 알뜨르비행장 자체가 빚어

내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에

서 장소성을 살리지 못한 작품 존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대해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태

풍으로 파손된 작품은 철거가 불가피

하다 며 하반기에 또 한차례 예정된

알뜨르프로젝트가 끝나면 남아있는 작

품도 철거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난 1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된 제주시 창

작 뮤지컬 만덕 .

제주시가 만드는 창작 뮤지컬 만덕

이 첫 유료공연에 나선다. 제주시는 10

월 6~9일 제주아트센터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서

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제주아트센터

에서 펼쳐진 초연은 전석 무료 초대권

을 제공해 치러졌다.

조선시대 제주여인 김만덕의 일대기

를 그린 만덕 은 초연 제작진과 배우

들이 그대로 합류한다. 연출 김덕남,

대본 한아름, 작곡 장소영, 안무 신선

호 등이 참여해 초연의 미비점을 보완

해 완성도 높은 무대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출연진 역시 주인공

만덕 역에 제주출신 문희경, 만덕을 돕

는 대행수에 남경주, 당차고 호기심 많

은 소녀 만덕에 오소연이 또 한번 호흡

을 맞춘다. 다만 대행수의 상단에서 일

하는 만덕의 소꿉친구 경 역은 이번에

투란도트 등에서 활약한 송욱경으로

교체됐다.

제주시는 이번에 공연의 업그레이

드 작업과 유료화 추진을 통해 뮤지컬

시장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제주의 대

표적인 문화브랜드로 키워가는 시발점

으로 만들겠다 며 서울 공연과 전국

화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제

주를 대표하는 상설 문화상품을 위한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입장권 판매는 인터파크(1544-1555,

ticket.interpark.com)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1층 5만원, 2층 3만원이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조기예매 이벤

트에 참여하면 50% 할인 혜택이 주어

진다. 도민 할인 40%, 제주4 3 유족 50

%, 학생과 노약자 50% 할인도 적용된

다. 이밖에 만덕주간(10월 21~10월 27

일) 생일자, 만덕 탄생일(음력 10월 22

일) 생일자, 초연 때 초대권 소지자, 10

인 이상 단체 예매자들에게도 50% 할

인을 제공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돌챙이(석공)들과 미장이들의 흔

적이 배인 골목길을 거닐어보자. 제주문

화놀이터는 제주시 문화도시조성사업으

로 제주의 골목을 찾아 오래 전 제주 사

람들의 이야기와 흔적을 찾는 골목길

에 꽃씨 뿌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간의 흐름보다 빠르

게 사라져 가는 골목길의 추억과 시간

의 흔적을 붙잡기 위해 기획됐다.

골목 탐방은 이달 15일부터 총 4회

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5일과 29일

에는 제주 돌챙이들의 흔적과 이야기

탐방을 진행한다. 10월 7일과 14일에는

제주의 미장이들의 예술혼과 이야기를

듣고 실제 현장에 남은 미장이들의 꽃

그림을 찾아 나선다. 참가자는 20명으

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카페 제주문화

놀이터(cafe.daum.net/jejumoonwah)

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

jejumoonwha), 문자 메시지(010-5676

-8086)를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가 2018년 제

주 소재 창작 연극 개발사업으로 공연

되는 섬에서 사랑을 찾아 (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공모하고 있다.

제주 여인 홍윤애의 삶을 소재로 제

주시와 연극협회도지회가 실시한 창작

희곡 공모에서 당선된 한윤섭 작가의

이 작품은 김성노씨가 연출을 맡아 오

는 11월 3~4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

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참

가 신청서는 인터넷 카페 제주소재창작

연극개발사업 (https://cafe.naver.com

/jejutheater) 오디션 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yjy9687@naver.

com)로 보내면 된다. 진선희기자

제주도가 개방형 직위로 제주도립미술

관장을 공모한 결과 제주도내외에서 1

6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

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도내 출신 4명, 도외 12명이 응모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실시한 제주비엔날

레 예술감독 공모에는 총 4명이 응모했

다. 지난달 14~31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로 2명은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응

시자로 전해졌다. 반면 제주비엔날레 예

술감독과 같은 기간에 공모한 큐레이터

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제주도립미술관 측은 큐레이터는

재공고를 내거나 예술감독 선임 이후

감독이 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

다 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