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757호�� ������ � �	
�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김동호(전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

장)전영림씨 장남 학균군 김병수이정

숙씨 오녀 정림양15일(일) 오후 2시 서

울중구필동2가한국의집0222669101

▲차기운(전 광산경찰서)김옥덕(유니

베라 남양알로에 대표)씨 장남 병훈군 김

종환(유통업)신금순씨 장녀 지영양14

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디아

망홀(지하철농성역앞)

▲김태종정희순씨 차남 만석군 공영

옥김옥숙씨 장녀 민영양14일(토) 낮

12시 5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2층 데

이지홀

▲이동연윤현옥씨 장남 상진군 조광

흠(전 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장)장숙희

씨 막내 지희양15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롯데마트 상

무점맞은편)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원

구)자문회의12일(목) 오후 5시 진주 강

씨회관 3층회의실 01023780070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폰 사용법 관련 공개강좌11일(수) 오후

2시 30분4시 30분 광주 북구 우산동 꿈

나무사회복지관강당지역주민누구나참

여가능문의 0622674800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을위한장난감대여및놀이공간제공 12

세미만아동은누구나이용가능 광주북

구오치2동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월요

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

률홈닥터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

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법률서비스지원월금오전 10시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

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

건강상담및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

화하세요! 정신건강및자살위기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

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정신건강상담

서비스무료제공및만성정신질환자에대

한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제공 062

2330468

▲살레시안가족합창단모집(단장나금

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

업자및그가족이며 합창에관심있는분

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

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교사를위한반주법리더쉽과스

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

료심리상담사자격증반 북구두암2동무

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

3606023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음악

(악기)에재능이있는자원봉사자모집 최

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

2330468

▲사단법인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

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

역및회원수시모집 0622256500 011

6105575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

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

법뮤지컬 텝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

성과정 노동부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

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바이올린

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

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

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

후 3시오후 4시30분) 등수시회원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

9337

▲사랑애돌봄사업단 사회전체 이익을

위한 공익형 사업으로 장애아동 행동보

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

3029

▲김옥중씨 별세 선복선길씨 부친상

발인 10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춘석씨 별세 해승해숙해란미

영신정씨부친상발인 10일(화) 무등장

례식장 101호 0625154488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종친회

알림

모집

부음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원장박환기)은최근도4급이상공직자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청렴리더과

정을운영통해청렴교육을실시했다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제공

도공무원교육원 고위공직자청렴교육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교장 노옥현)는 최근오감만족감성놀이터

에서페이스페인팅체험부스를운영유치원아이들에게페이스페

인팅무료체험봉사활동을실시했다 동일전자정보고제공

동일전자정보고 페이스페인팅봉사활동

동신대학교 관광일본어학과(학과장 유재연)가 주관한 제9회 전국

일본어구연동화대회가최근동신대학생회관에서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전국 12개고등학교 63명이참가했다 동신대제공

동신대 전국일본어구연동화대회개최

무등라이온스클럽(회장 배백호)은 최근상무리츠컨벤션에서무등

라이온스클럽 창립 제44주년 기념 및 무등무등여성광주여성라

이온스클럽회장이취임식을개최했다 무등라이온스클럽제공

무등라이온스클럽창립 44주년기념식열려

쌀은우리민족의주식이며 과거는물론

앞으로도 그 가치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개관하는 쌀 박물관은

쌀과 그로 인해 생겨난 역사와 문화 기술을

집대성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9일 쌀 박물관 개관 행사를 총지휘한 김우

성(55) 전남농업박물관장 그는 전국에서 유

일하게농업과쌀을주제로한박물관의운영

책임자가 됐다 쌀이 귀하고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과거에 비해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은갈수록하락하는추세에있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관심

이높아지면서다시주목을받고있지만과거

의 영광에비하자면아직갈길이멀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쌀 박물관에 이어 쌀

농업 공원 등 쌀 문화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있는김관장의어깨는무거울수밖

에없다

좋은쌀 질높은농산물을만들어내기위

해서는 1년간꼬박정성을들여야합니다 친

환경농법으로하자면더더욱그렇습니다땅

심을 높이기 위해 논밭 갈아엎기를 몇 번씩

하시는분들도봤습니다쌀과농산물처럼정

직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가치를소중하게생각해야하는것이죠

쌀 문화테마공원에는 이러한 농민의 마음

을 담았고 방문객들이 그러한 마음을 공유

할수있는공간이됐으면한다는것이김관

장의설명이다

쌀박물관은 2층한옥건물로 겨레와함께

한쌀이라는주제로엮어졌다 1층은 상설전

시실과기획전시실 2층은 3D영상실쌀체험

실 쌀카페등이각각자리했다 전시실앞에

는우리조상이수확한햅쌀을단지에담아안

방이나 대청에 조상신을 모시고 집안의 안녕

과번창을비는 조상단지를전시해뒀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이

드신분들은과거를회상하며추억에잠길수

있을것이고 학생이나청소년 2030대는무

심코먹었던밥의소중함을깨닫는공간이되

기에충분할것입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이달말 2단계사업인

쌀농업공원조성공사도마무리해일반에공

개할 방침이다 현재 영산호 관광지 대규모

간척지에조성되고있는 13만8612의쌀농

업공원에는 이팝광장 야외전통문화공연장

친경지 생태연몫 청산도 구들장 논 다랑이

논 둠벙 관찰학습장 애완가축동물원 주말

농장 토종작물원승마장등 24개 종류의시

설이들어서게된다

한편전남도농업박물관및쌀박물관의휴

관일은매년 1월1일과공휴일이아닌매주월

요일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

시까지다 관람료는어른 700원(단체 550원)

어린이학생군경 300원(단체 250원)이며 7

세 미만 65세 이상은무료다

문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학예연구실

06146227969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직함의가치 공유하는공간됐으면

하모니즘창시자인원로화가김흥수화백

이 9일오전 3시15분께평창동자택에서노환

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김 화백의 유족은

언론과의통화에서 새벽에잠깐일어나서물

을 드시고서 얼마 뒤 돌아가셨다며 갑작스

러웠지만그래도편안하게가셨다고전했다

고인은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추상화를대비시켜그리는등이질적인요

소들을조화롭게꾸며예술성을끌어내는독

특한 조형주의(하모니즘) 화풍을 만들었다

함경남도함흥출신인김화백은 1944년도쿄

미술학교를졸업하고해방후 1952년서울예

술고등학교미술과장및서울대미술대학강

사를역임했다 이때까지다분히구상적양식

에 바탕을 둔 향토애적 주제나 인물 정물에

관심을뒀다면 1955년프랑스파리로유학을

떠나면서오랫동안그의작품을지탱해온누

드가 주요한 소재이자 주제로 등장했다 김

화백은파리의아카데미드라크랑크샤브마

에르에서 회화를 연구하는 등 7년간의 도불

기간야수파 입체파 표현파등을두루 섭렵

했다 이후 귀국해 1961년 제10회 국전 심사

위원등을맡았으며미국펜실베이니아미술

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77년 오

랜 실험 끝에 추상과 구상의 조화를 꾀하는

하모니즘 미술을 선언해 국내 화단에 새 바

람을불러일으켰다

고인은 당시 조형주의 예술의 선언에서

음과양이하나로어울려완전을 이룩하듯

사실적인것과추상적인두작품세계가하나

의작품으로서용해된조화를이룩할때조형

의 영역을 넘는 오묘한 조형의 예술 세계를

전개한다고말했다 대한민국예술원회원인

김화백은몸이불편해휠체어에의지하면서

도예술혼을불태워최근까지도붓을놓지않

고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고인의 외

손자인영화 풍산개의전재홍감독은 작년

쯤할아버지가 지금에야머리가맑아졌고미

술에대해알것같은데 90대 노인이돼버려

서생각대로못 하는게화가난다는말씀을

했다고전했다

유족으로는 3남1녀가있다 스승과제자로

만난예술적동반자이자부인인 고(故) 장수

현(19622012) 김흥수미술관장은 지난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5일장으

로치러진다 0220722011 연합뉴스

하모니즘 창시자김흥수화백별세

1977년 추상+구상화풍국내화단 새 바람

▲윤장현광주시장당선자▲최형식담양

군수

내방

농협전남본부 관내

이달(6월)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한승용(48진

도군 고군면 고군오류

길)신동순(50)씨 오용

재(60광주시광산구덕

림동)최연실(55)씨 부

부 등 2쌍의 부부가 선

정돼 9일농협중앙회로부터상을받았다

하늘채소농장을 경영하는 한씨 부부는 육

묘장을설치해적기에육묘생산을통해고품

질의쌀생산과경영비를크게절감했다

송아지 20마리를 시작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오씨부부는부부만의노하우로각종부

산물을이용한자가배합사료를만들어먹여

우수한품종의고급육을생산하는등지역축

산업발전에이바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승용신동순씨부부

오용재최연실씨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신동순씨한승용씨 오용재씨 최연실씨

전국유일쌀박물관개관김우성전남농업박물관장

쌀의역사문화기술집대성  이달말쌀테마공원도공개

신옥테크(대표 박인철)는 최근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인애동산을 찾아 도시미관

을고려한독립형태양광 LED가로등을설치

했다 이날설치된태양광가로등은신옥테크

가자체개발한특허제품으로한전선로가필

요없으며어떤곳이든설치가능하다

박인철 대표는 청소년과 노인을 위해 다

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애동산

에가로등이열악해야간에이동하는주민들

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가로등이 시급

한곳에 90와트태양광가로등을먼저설치했

고추가적으로필요한구역에 30와트태양광

가로등을설치할것이라고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신옥테크 인애동산에태양광 LED가로등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