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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공공도서관과등록박물관의

숫자는 6대광역시중최저수준이지만 2

곳 모두 1개관당 평균 직원과 학예직원

의숫자는전국에서가장많은것으로조

사됐다 또광주는 6대광역시중미술관

이가장많지만관람객숫자는가장적은

도시로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문화기반

시설이많은도시로조사됐다 특히서울

과 경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등록미술관이 가장 많지만 업무를 처리

하는종사자수는가장적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년

12월31일기준)에따르면공공도서관등

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은모두 2375개관으로조사됐다

광주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 수

전국 최저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은 모

두 50개관으로 세종(8개관)과 울산(35)

에 이어 문화기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등록박물관

은각각 17개관과 10개관으로세종(공공

도서관 1개관 등록박물관 5개관)과 울

산(13 9)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

시로나타났다 광주와인구가비슷한대

전에는 각각 23개관과 14개관의 공공도

서관과 등록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39)과 부산

(31)이 공공도서관이 많은 도시로 확인

됐다

광주의공공도서관 1개관당직원수는

1412명으로세종(16명)과 부산(1503)에

이어전국에서가장많았다 전국평균은

882명이었다 사서직원수도 559명으로

전국평균 425명보다높았다

광주 등록박물관 1개관 당 직원수는

137명으로 전국(평균 952명)에서 제주

(1648) 다음으로 많았으며 학예직원수

도 41명으로 전국(평균 194명)은 물론

서울(406) 보다도많았다

광주의 등록미술관은 모두 7개관으로

6대광역시중최다로나타났다 이어부

산대전(5) 인천(4) 대구(3) 순으로나타

났으며 서울에는 모두 35개관의 미술관

이운영되고있었다 울산과세종은미술

관이없는도시로조사됐다

광주 등록미술관의 직원수는 105명

(학예직원20명)으로부산81명(15) 대전

42명(9) 대구 33명(9) 인천 28명(6) 등

타광역시에비해많은것으로확인됐다

하지만 광주 등록미술관의 연관람객

은 30만9777명으로 대구(74만1158명)

부산(61만3831) 인천(43만2724) 보다 적

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시립미술관의연관람객은 28만1027

명이었으며 다른 6개 미술관의 총관람

객은 3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미

술관은 지난해 72만7823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으며 부산시립미술관에도 58만

1860명이다녀간것으로조사됐다

7개관이운영되고있는광주지역문예

회관의 1개관당 평균 공연일수는 170일

로부산(301일) 대구(206) 대전(217) 울

산(174) 보다 적었다 하지만 유료 관람

객비율은 4626%로울산(5436%) 대전

(5194) 다음으로높았다

광주 지방문화원의 1개관 당 평균 직

원(24명) 연간 예산(25만6981) 연간 참

여자수(2783) 모두전국최하위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 등록미술관 수 전국 최고관

람객은 최저전남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60개관 등록박물관 47개관

등록미술관 19개관 문예회관 18개관

지방문화원 22개관 문화의집 7개관 등

모두173개관으로 경북(184개관) 경남

(176) 강원(182)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

사됐다

하지만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인구

100만명당문화시설수는9071개관으로

제주(20882개관) 강원(11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국평균(46

44)의 2배에달했다

공공도서관은 3146개관으로 제주(35

37개관전국평균 1691) 다음으로 등록

박물관은 2464개관으로 강원(4928전

국평균 1474) 세종(4093) 다음으로 전

국에서가장 많았다 전남의 등록박물관

1개관당 평균 관람인원은 19만564명으

로 제주(31만4616명) 다음으로 많은 사

람들이다녀간것으로확인됐다

등록미술관은 996개관으로 제주(30

31개관전국평균 372개관)에 이어 문

예회관은 944개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것으로조사됐다 하지만전남의등

록미술관 1개관당 평균 관람객은 2만

2218명으로전국최저수준이었다

문예회관 1개관당평균공연일수는 98

일로 강원(85일) 다음으로 적었으며 문

예회관 1개관당 평균 유료관객 비율도

1081%로 세종(768%)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평균은 2822%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 삶은 시를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는 인간의모든정서를함축하며인간

을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니까

요

해남출신우전임원식시인이열번째

시집을 펴냈다 2007년 첫 시집 당신의

텃밭발간이후 7년만에문학인생에의

미있는매듭을지은것이다

이번 시집 나무도 사랑을 안다(시문

학사)에는 시와 더불어 보낸 10여 년의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삶에서 건져

올린 정갈한 시어와 평이한 어법은편안

하면서도독특한울림을준다

지금의관점으로보면초창기시들은

시가 아닙니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한 하

나의과정일뿐이죠 앞으로도초심을잃

지 않고 저만의 색채가 담긴 시를 쓸 생

각입니다

임 시인의 시작(詩作)은 일상적 삶의

체험과 기억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시

는 어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는다 그렇다고그의시가마냥쉽

고가볍지만은않다 대상을향한애정과

감성없이는펼쳐낼수없는무위자연의

세계다

문덕수 시인은 서문에서 자연은 이

시인에게세가지의근원을부여하고있

는것으로보인다며 첫째는시의발상

의 근원이요 둘째는 윤리적 근원이요

셋째는초월의세계라고평한다

임 시인의 시에 산과 나무 꽃이 모두

의인화 되어 있는 이유다 이는 시골 정

서로 대변되는 체험에 창작의 젖줄을

대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나무도 생각을 하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줄까 달디 단 과일과 시원한 그

늘맑은산소와푸른숲을주고 땔감도

되고 살림과 집도 되어주지(나무도

사랑을준다중에서)

그가 바라보는 나무는 뿌리부터 열매

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베푸는대상이

다 한량없는공덕은진정한사랑으로연

계된다 장영우 문학평론가는 이를 크

고화려한물질이아니라사람과사람과

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마음이

라고의미를부여한다

임 시인은 항상 시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시와함께자족하며시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단다 그에게 시는 자

연이자존재그자체다

우리는 모두 자연이 주는 우주 속에

서삽니다언뜻무질서해보여도거기에

는표현할수없는분명한질서가존재하

지요 다만인간이그것을그릇된시각으

로바라봤을뿐입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하모닉스 여성합창단 열번째 정

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

회관소극장에서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운영하는여성합창교

실 단원들로 구성된 광주하모닉스 여성

합창단은 지난 1999년 창단후 정기연주

회 뿐 아니라 실직자 가정 돕기 연주회

등을통해음악으로사랑을전해왔다

12월의 하모니 The Simple을 주제

로열리는이번공연에서는가곡 아카시

아 꽃 두껍이 뚱보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나 가거

든 아베마리아 웃음소리 모두 함

께부르자 노래로세상을아름답게 등

다채로운곡들로무대를꾸미게된다

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지

휘를맡았으며소프라노장미화 남성중

창단 SCSingers가 함께 무대에 오른

다 무료공연 문의 062415520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시는 내삶의존재이유

시속에서시처럼살고파
임원식시인열번째시집 나무도사랑을안다 펴내

문화수도광주 문화시설전국최저

인구대비문화시설 전남 전국최고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광주

미술관가장많지만

관람객은가장적어

전남

박물관평균관람객

제주다음으로많아

광주하모닉스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4일광주문예회관소극장

지역에서 활발한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2명의 시집이 각각 2014년 세종도

서 문학 나눔 및 교양부문 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갖고교양부문410종 문학나눔부문599

종을선정했으며 이가운데김준태시인

의 밭詩(문학들)를 우수문학도서에 박

미경 시인의 슬픔의 있는 모서리(문학

들간)를우수교양도서로결정했다

밭詩는 시대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대지와생명에대한사랑을탐색해온김

준태시인의역작으로흙으로상징되는

세계를 통해 지혜와 희망을 묻는다 박

미경 시인의 슬픔이 있는 모서리는 존

재론적기원과삶의슬픔을회상하며자

신의 지나온 날들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김준태박미경시인

세종문학우수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