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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재정자립도

광주꼴찌전남하위권

광주전남 지역 문예회관 재정자립도

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지역 문예회관의 공연장 가동

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인구 대비 객석 수가 광역시를 제

외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연예술시장

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4 공연예술실

태조사(2013년 기준 공연시설 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문예회관의 재정 자립

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66%로 전국 평

균(186%)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광

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135%로 조

사됐다 전남은 73%로 광주와 충북(6

8%)에 이어 가장 열악했다

서울이 392%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337%) 경남

(271%) 울산(252%) 경기(183%) 제주

(173%) 순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 기타

(공공) 대학로 민간시설 등 984곳의 공

연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광주

에 29곳 전남에 35곳이 있다

전라 지역의 민간이 설립한 공연시설

의 비율(299%)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나 광주 전남북은 민간 기업

이나 대학교 등의 공연시설에 대한 투자

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민

간이 설립한 공연시설의 비율이 가장 적

은 곳은 강원(285%) 지역으로 전라 지역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 평균은

537%로 확인됐다

전라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

시설의 비율도 389%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고 전국 평균은 59

2%였다 충청은 419% 강원은 421%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장은 광

주에 15곳으로 문예회관 6곳 기타(공공)

4곳 민간 5곳으로 조사됐고 전남은 28곳

으로 문예회관 18곳 기타(공공) 6곳 민

간 3곳 등으로 확인됐다

전라 지역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

다 전라 지역 전체 공연장 120곳 중 1000

석 이상은 8곳으로 전체 공연장 대비 6

5%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서 공연장이 가

장 적은 강원(53곳 15%)의 뒤를 이었다

전라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연장은 46곳

인 100300석 규모의 공연장이었으며

이어 5001000석(30곳) 300500석(22

곳) 100석 미만(14곳)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평균 객석 수는 광주가

68%로 울산(61%)에 이어 광역시 중에

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105%)에 3

7%p나 미치지 못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이 18%로 가장 높았고 대구(175%)

대전(95%) 부산(68%) 순이었다

반면 전남의 1000명당 평균 객석 수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에서 강원(13

1%)에 이어 가장 높은 113%로 조사됐다

이어 충남(97%) 전북경북(96%) 경남

(85%) 충북(80%)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가동

률과 공연장 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

로 전남은 전국 최하위 지역으로 분석됐

다 광주의 공연장 가동률은 778%로 서

울(784%) 다음이었으며 전국 평균(56

1%) 보다 217%p나 높았다 전남은 43

1%로 강원(396%)에 이어 가장 낮은 지

역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체부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광주 66%전남 73%

서울 392% 전국 최고

공연장 가동률

광주 778% 전국 2위

전남 431% 그쳐

북유럽 노르웨이 노래들을 모은 월드뮤

직 선곡 음반 노르웨이의 길이 나왔다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를 펴낸 임의진

(메이홀 관장) 목사가 선곡한 곡들이다

이번 음악에는 시너드 오커너가 노벨평

화상 시상식장에서 불러 화제가 된 성 프

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비롯해 성가

가수 카롤라 마리아 케롤라인 크루거 손

드레 블라트란드 카리 브람네스 노르웨

이 국립소년소녀합창단 시그바르트 닥스

란트의 곡 등 모두 18곡이 담겼다

임 목사는 7집까지 나온 여행자의 노

래 시리즈와 함께 섬 산 강 길을 테마로

한 시인의 노래 시리즈를 낸 바 있다 또

떠돌이별 세계음악여행 시리즈로 보헤

미안 쿠바여행 러시아 여행 아일랜드 여

행 커피 여행 담양여행 등을 출반했다

세계 오지에서 수집한 2만장의 음반을

보유하고 있는 임 목사는 월드뮤직 가이

드북도 준비중이다

음반 구입 참고 wwwaulosmusicco

kr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노르웨이음악여행

임의진목사음반펴내

달떠온다달떠온다

대인시장에 형형색색 달이 떴다 시

장골목 곳곳에달이 나부낀다

대인시장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다

다(이하 다다)는 오는 31일까지 액막

이를 주제로 세시봉재래시장속세

시풍속전 3월 전시회를개최한다

한해의 액운을 막고 운수대통을 기

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에는 강

선호고재근김엽김정연김태성박

재완박종석박하선배수민서문

찬서영실이기성장윤환정호정조

은솔최양선최재덕홍희란씨 등 작

가 25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달 금줄(서낭당 당산나

무 산신제 등) 도깨비 상 등액막이 부

적 대보름 민속놀이와 의례형식을 시

각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다다와 함께 대인시장 중앙거리에서

도 원작을 실사출력한작품을 함께 감

상할수 있다

한편다다는각계 인사단체를 대상

으로 후원인을 모집한다 문의 010

26208614 김경인기자 kki@

대인시장에 액막이 달 떴다

다다스튜디오 31일까지 세시봉전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한국 농악과

나이지리아 전통무용이 한 무대에 오

른다

전남문예재단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

남도립국악단 특별 토요공연 무대에

나이지리아 에누구 주정부를 초청해

어린이를 위한 봄맞이 나이지리아 합

동공연을 진행한다고 10일밝혔다

이날 특별 토요공연에서는 나이지

리아 에누구 주정부 트룹 무용단

(Enugu State Troope Dancers)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나이지리아 전

통무용 처녀 춤(Maiden Dance)

추수 일기 탈 춤(Okanga Dance

with Masquerade) 아담마댄스 아

름다운 여성들의 춤(Adamma

Dance Beautiful Lady Dance) 등

을 공연한다

트룹 무용단은 나이지리아 남동 지

역에 있는 에누구 주정부의 문화관광

부 산하에 정식 등록돼있는 유네스코

지정무형문화재무용단이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난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국농악 중 호

남우도농악을 선보인다

이들 무용단이 선보이는 춤은 나이

지리아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무용이다 특히 대중적으로 큰 인

기를 끄는 무형문화재로 국가 행사때

많이 공연된다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중고생 5000원 미취학 아동 및 초등

학생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는무료 문의 0612805833

김미은기자mekim@

나이지리아무용우리농악 세계유산 하모니

전남도립국악단 14일 트룹무용단초청

인구 대비 객석 수

광주 광역시하위권

전남 광역시제외 2위

민간설립시설도적어

고재근작

달을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오는

16일까지 2015년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

한다

모집분야는 전시해설 박물관 교육 도

서 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주 1회 4시간

이상활동이 가능한자로우리 문화와 역사

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누구나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기본교육및심화교육을 거쳐국

립나주박물관에서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본적인 중식과 교

통비 등이 제공되며봉사활동시간이 인정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

지(httpnajumuseumgokr)에서 확

인할수 있다 문의 06133078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주박물관자원봉사자모집

전시해설도서관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