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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의 문화 성적은 몇

위나될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전

국 17개시도에서열렸던공연 전시등

문화행사를 분석한 2014 문예연감을

펴냈다 지역별비교가가능한전시 연

극 무용 양악 국악 등 5개 부문을 분

석했다

연극무용 부진한 광주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광주의 전시와

양악 부문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국악

무용 연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분석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전체 전시는

모두 651건으로 서울(6824) 경기

(1089) 대구(790)에 이어 많은 전시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전국 대

비 전시비율은 2012년 44%에서 지난

해 49%로증가했다

광주는 양악 부문에서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있다 2009년 176건이던양악

공연은 2012년 208건 지난해 300건으

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횟수에서도

2009년 191회에서 지난해 310회로 크

게늘었다 인구 10만명당공연건수도

광주는 2073건으로 서울(2806)과 부

산(2262)에 이어 세 번째로 좋은 성적

표를받았다

무용과 연극 부문에서는 무향 광주

라는 이름이 초라할 정도였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연극은 부산(20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건으로 세

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

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에는 119건

2012년에는 111건의 연극이 각각 광주

에서열렸다 지난해열린연극공연횟

수도 지난 2011년(990회)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429회로나타났다

무용부문에서도광주는지난해모두

24건(33회)의 공연으로 전국 10위에 머

물렀다 광주의인구 10만명당무용공

연 건수는 2009년 196건 2012년 238

건에서지난해 163건으로줄었다

광주의국악공연은지난해 89건으로

2012년에 비해 1건 감소했지만 횟수는

다소늘어난 112회로조사됐다

전시연극 급감한 전남지난2012

년 서울을 제외한 도시 중 공연 건수에

서 1위를차지했던전남의국악부문은

다소 주춤했다 지난해 국각 공연 건수

는 167건(204회)으로 전국에서 서울

(505)과부산(196)에이어 3위를차지했

다 이는 2012년 226건(275회)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10만명당

국악공연건수는 876건으로전국 1위

횟수는 107회로 서울(1495회)에 이어

2위를차지했다

전남에서 지난해 열린 무용 공연은

87건에 93회로 이는 서울(721건 2104

회) 부산(229 269) 경기(119 161)에

이어 4번째로많은수치다전남은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건수에서도 456

건으로 서울(711)과 부산(64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연 1건당 공

연 횟수는 107회로 대부분 단발 공연

에그쳤다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양악 공연은

모두 205건(211회)으로 전국 11위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

년 211건 234회에비해다소줄어든수

치다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는 10

75건 횟수는 1106건으로 각각 10위에

머물렀다

전남의 연극 공연 횟수는 전국 최하

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에

서열린연극공연은105건으로전국10

위 공연 횟수는 277회로 전국 14위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연극공연건

수와 횟수에서도 전남은 551건에 14

52회로 각각 13위와 15위로 분석됐다

전남의 10만 명당 연극공연 횟수는 지

난 2009년 583건에서 2010년 670건

2011년 779건 2012년 1079건으로 해

마다증가했다가 5년만에급감했다

전시는 지난해 199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3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축제 개막공연에서 연주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 전시 강세무용저조  전남 무용 강세연극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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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출신 저항 시인 김남주(1945

1994년)가옥중에서쓴시가공개됐다

후배인고형렬시인은최근펴낸자전적

에세이 등대와 뿔(도서출판b)에 김남주

시인이옥중에서은박지에눌러쓴시 단

식과 일제히거울을보기시작한다를소

개했다

고 시인은 남주 형이 죽기 몇 달 전에

제가일하고있던출판사사무실에놀러

왔는데 그때 제게 준 것이라면서 20년

동안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20주

기인 올해 세상에 처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형이옥중에있을때은박지에눌

러쓴시가있다는얘기는들었지만본적

은 없었는데 처음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은박지에 썼지만 글씨가 반듯반듯하고

띄어쓰기가정확했다고말했다

또 편지봉투만한크기의은박지에시

가꽉차있는것을보고눈물이났다면서

칫솔을 부러뜨려 한쪽을 갈아서 날카롭

게 만든 뒤 은박지에 눌러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칫솔갈아은박지에눌러쓴

김남주 옥중詩 2편 첫 공개

전시 연극 무용 양악 국악

광주 651건 429회 33회 310회 112회

전남 199건 277회 93회 211회 204회

2013 광주전남문화행사

광주는양악

전남은국악

2014 문예연감 들여다보니

단식 일제히얼굴을보기

고형렬 시인 에세이에수록

너랑 나랑 충장댄스플래시몹프로젝트열린다

812일 오후 4시 광주금남로광장

제6회 청암전국고수대회가 12일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열린다

BBS광주불교방송이주최하고 (사)청암

판소리고법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는명고수청암김성권선생(사진1943

2008)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국악신인

발굴을위해열린다

대회는 명고부와 일반부 청장년부 입

문부 학생부로구분해 실시된다 특히올

해는 처음으로 정부 시상 지원을 받는 대

회로격상돼교육부장관상과문화체육관

광부장관상이각각수여된다

강진에서태어난김성권선생은 15세때

박선행 선생에게서판소리고법 지도를받

기시작했으며 18세

때는 정응민 선생에

게 판소리 심청가

를사사했다

27세 때인 1955년

부터 호남의 명고수

인성원목 선생을사

사한 김성권 선생은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

법예능보유자로인정받았다

문의 0626725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2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청암전국고수대회

故김성권선생예술정신계승

2014 충장축제 기간(812일) 금남로 광장에서

매일오후 4시 충장댄스플래시몹 프로젝트가열

린다

동구청은 이번 축제에 앞서 가수 울랄라세션과

함께주제곡 너랑나랑을제작했으며 조이댄스아

카데미가 이 음원을 이용해 플래시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다

조이댄스아카데미는 앞서 동부경찰서 전남대

충장우체국 유스퀘어 등에서 각각 주제를 정해

충장댄스플래시몹투어프로젝트를진행홍보영

상을제작했다

전남대 편은 세계인과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취

지로외국인들과함께진행했으며유스퀘어편은

백두 파워 점프 줄넘기 퍼포먼스 팀과 함께 바쁜

일상을털어버리자는의미를담아프로젝트를진행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EA 스포츠행사기

간중마샬아츠 퍼포먼스 팀과함께역동적이고화

려한 퍼포먼스를 했다 우체국에서는 복고풍 퍼포

먼스를NC웨이브에서는영화의한장면을연상시

키는세련된이미지의퍼포먼스를함께진행했다

오는12일까지금남로광장에서펼쳐지는플래시

몹행사에는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