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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하는

S다이어리

TV가 생기고, 영화가 인기를 끌고, 화려한 콘서트와 뮤지컬이 무대를 장악했지만 연극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배우들의 눈짓, 호흡까지도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소극장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장감. 의상만 갈아입으면 역
할이 바뀌는 설정도 연극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종합예술인 연극은 이래저래 바깥활동이 꺼려지는 겨울 실내에서 즐기기 딱 좋은 데이트 코스지만 아쉽게도 현재 광주에서 시연중인 작품은 단 2개뿐. 그!러!나, 걱정은 노노. 탄탄한 기획력과 연기력은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입증된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영화 말고 색다른걸 찾는다면?
기분좋은극장

동산아트홀

S다이어리

한뼘사이

연극 전용 소극장 기분좋은극장 에서 시연되고 있는

개관 10주년을 맞은 유 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

어른들의 솔직한 연애담, S다이어리 .
배우 김선아가 출연했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
은 2013년부터 전국에서 20만 관객몰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5년만의 시연이다.
철부지 시절 만났던 첫사랑부터 알 건 다 아는 어른
이 돼 만난 사랑까지 스물아홉살 나진희의 실랄한 연애

서는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 한뼘사이 가 시연중

높은 평점 넘치는 후기 재미 보장
2개 작품 광주에서 절찬리 시연 중
이번 주말 특별한 연극 데이트로

자극적이기만 한 19금 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회부 기자, 사기꾼 등 비슷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완성도를 입증하다.

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연애의 상처가 있

연극은 화~금 오후 7시30분, 토요일은 3시 7시 두 차

는 이들이라면 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례, 일요일은 3시에 진행된다.

전석이 3만5천원이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6시, 일요일 오후 4시 공연

력계 여검사와 넉살 좋은 이혼전문 변호사, 열혈 신입 사

이 열연한다. 평점 9.9점, 무수한 SNS 후기들이 작품의

연애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하며, 만 17세 이상 관람가다.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청춘남녀의 닿을
듯, 말 듯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 같은 성격의 강

같은 4명의 남녀와 분위기 메이커까지 총 5명의 배우들

사가 1시간 40분 동안 그려진다.

s다이어리 공연 모습

이다.

좌석은 3만원, 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각종 할인
한뼘사이

정보가 많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
통합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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