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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들의문화예술행사관람률이전국에서 3번째로높은것으로조사됐다 분야별로는영화 대중음악 미술

순이었다사진은 2014 광주비엔날레에서선보인므리날리니무케르지작가의 수목생성 광주일보자료사진

지난 2009년 문을연유스퀘어문화관은클

래식전용홀등을갖춘복합문화공간이다특

히 권혁주 이상 앤더스 김다솔 등이 다녀간

금호아트홀 공연은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는 기획이다 2015년 공연 라인업

이궁금해지는이유이기도하다

2015년에는 금호아트홀에서 다양한 실내악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가 이끄는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실력과 미

모를 겸비한 피아노 트리오 제이드 목관5중

주의 환상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뷔에르 앙상

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실내악 팀 노부

스콰르텟등이공연한다

노부스 콰르텟의 비올리스트 이승원과 그

의스승인조명희가함께하는 비올라의계보

같은 팀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독주

회 심준호최주연김재일 등 젊은 아티스트

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금호주니어 콘서트 출

신으로올해열린프랑스리옹콩쿠르에서 2위

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민준(서울대 4년)의

독주회도예정돼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오는2월 2728일오디션을통해연주자를선

발하며 7월8월데뷔무대를갖는다

동산아트홀에서는 Good공연 시리즈가 이

어진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2월말까지 공

연하며 1년간 모두 6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

이다

금호갤러리에서는올해로 6회째를맞는유

스퀘어 청년작가 공모 수상작가전이 열릴 예

정이다 선정작가는김병균 류신 문선희 박

성완 박정일 이다애 장근영 장원석 정다운

조강수씨다 한편 유테라스야외갤러리에서

는 시민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중이며

2015년에도 3월과 9월 두차례 공모전을 진행

할예정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이 뽑은 2014년 10대 뉴스

는 ▲문화가 있는 날 유스퀘어음악회▲금호

주니어콘서트▲광주학생연극제후원▲금호

갤러리 청년 작가 지원 ▲아트 컴퍼니와 진행

한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활발해진 문화

나눔 실천 ▲문웅휘이효주조진주이상 엔

더스등젊은비르투오소와의만남▲내 아내

의모든것 등 굿 공연 시리즈▲시민갤러리

를 만들다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자신이

보낸편지를 1년후받아볼수있는 느린우체

통등이다

김미은기자mekim@

노부스콰르텟

유스퀘어문화관 내년도기대하세요

전국 문화향수 실태조사

각각 761%522%

영화 1위대중음악뒤이어

티켓구입 광역시최하위

금호아트홀 노부스콰르텟 등 실내악

리옹콩쿠르 2위 김민준피아노독주

동산아트홀금호갤러리전시공연도

광주 3위 전남꼴찌문화예술 행사관람률

순천 출신 작가 서정인의 소설을 미

려한문체로갈무리한책이나왔다 조

선대강사인김미자박사가펴낸 달궁

으로 읽는 서정인의 소설세계는 파격

적인 문법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준서정인의작품을분석한다

서정인의 대표작 달궁은 4음보 운

율을 정치하게 살려낸 소설이다 인물

들은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사설시

조를 패러디하거나 판소리 사설을 자

유자재로 구현해낸다 작가가 연작소

설 형식으로 달궁을 형상화한 것은

근대소설의 여

명기에 자취를

감춘 이야기꾼

의 새로운 등장

과무관치않다

김씨는 스타

일리스트로 지

칭되는 서정인

의소설에 깃든

이야기특징 그리고이를매개하는서

술방식에주목한다또한이과정에서

서정인의이야기체소설방식이 리듬

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이 리듬이 운율

을 살려낸 글쓰기로 수렴된다는 사실

을발견한다

저자는 근대 소설이 등장하기 전에

는이야기꾼이서사와청자를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서정인 소

설의형식실험을망라한 달궁을통해

의미가생성되는과정을면밀히들여다

보았다고말한다 역락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달궁으로 읽는서정인의소설세계

김미자박사 연구서 펴내

무엇을할것인가 대참사와재앙이끊이지

않는현실에서이질문은변함없는화두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의 21

세기 자본을 토대로 계간 문학들 겨울호(통

권38호)가한국의현실을들여다보았다

조정환연구자가 자본론의현재적의미를

주제로 자본의 역사와 변화를 짚어보고 김영

용 박사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소

고를 통해피케티의논의를일곱가지문제점

을토대로분석한다

윤인로 연구원은 총파업 절대전쟁 산파

순수한 수단의 게발트

들에서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에 대한 비판을 총

파업이라는 폭력적인 측

면에서다룬다

사물들에서는 이기

호 작가가 어떤 웃음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를

주제로 특유의 익살과

맛깔스러운 문체를 선보이며 이야기들에서

는 독립영상 제작을 하는 이정식씨가 4는0이

다를 주제로성적소수자의담론등을이야기

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토마피케티 21세기 자본으로 본한국

문학들 겨울호나와

광주 시민들이 전국 17개 시도 가

운데 3번째로문화예술행사를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도

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전

국꼴찌였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4 문화향

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광주시

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61%로

인천(789%)과 서울(775%) 다음으

로 높았다 이어 경기(744%) 부산

(728%)충북(721%)순으로조사됐

으며 전남은 522%로 전국 최하위

를기록했다

전국평균은 713%로우리나라국

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선 것

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696%

대비 17%늘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매 2년 마

다조사한다올해는지난 8월1일9

월12일 전국 17개시도만 15세 이상

남녀 1만명을방문면접조사했으며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

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9개분야를포함하고있다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문화예술분야는 686%를차지한영

화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대중음

악(26%) 미술(105%) 전통예술연

극(79%) 문학(77%) 뮤지컬(7

5%) 서양음악(71%) 순으로조사됐

다 무용관람률은 15%에그쳤다

특히대중음악관람률은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문학(전국 평균 62%)

서양음악( 49%) 영화( 658%)

전통예술( 57%) 관람률도 모두

전국평균을웃돌았다

광주는상대적으로초대권관람과

무료행사 관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각각 42% 34%로모두 6

대 광역시중에서가장높았고 반면

입장권구입비율은 924%로 6대 광

역시중가장낮았다

전남 도민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문화예술 분야도 영화(464%)로 조

사됐다 이어 대중음악(74%) 전통

예술(49%) 미술(35%) 연극(3%)

문학(28%)뮤지컬(24%) 서양음악

(17%) 무용(07%) 순이었다 전남

도민들의 분야별 관람률은 모두 전

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관람방법

별 비율은 입장권 구입(909%)이 가

장 많았고 무료행사(72%) 초대권

관람(19%) 순으로 나타났다 초대

권관람비율은경북(11%) 다음으로

가장낮았다

문화예술 행사 교육 경험률은 광

주 68% 전남 46%로 각각 전국에

서 7번째 12번째로 나타났다 강원

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10

3% 인천 10% 서울경북 83% 순

으로조사됐다 가장낮은지역은세

종(19%)과경남전북(21%)이었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

을수록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도 높

은것으로조사됐다 월 600만원이상

가구의관람률이 848%로가장높았

고 100만200만원 가구는 437%

200만300만원가구는 687%로조

사됐다

또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비율은지난 2012년대비 1%

오른 47%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 인천 789

2 서울 775

3 광주 761

4 경기 744

5 부산 728

6 충북 721

7 울산 703

8 대구 702

9 제주 679

순위 지역 관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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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663

640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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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률

대전

충남

경남

경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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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전국

지역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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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순위

지역별문화예술행사관람률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