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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한옥에서해금과피아노 가야금재즈가어우러지는퓨전국악무

대가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전통문화관은오는 14일오후 3시서석당에서토요상설공연

으로월드뮤직그룹루트머지(대표홍윤진)의 법고창신공연을선보인다

이날공연은 지영희류해금산조를시작으로 최옥삼류가야금산조의 중

중모리 휘모리 대목을 들려주며 춘향가 사랑가 대목을 박귀희제 가야금

병창으로연주한다 또심수봉의 그때그사람과전래동요 새야새야를재

즈버전으로편곡해들려준다

루트머지 1집수록곡으로경기지역군밤타령을모티브로한 바람의노래

와아리랑을가야금선율로표현한 over the arirang hill 을연주한다

이날마지막공연으로TV프로그램 1박2일 백두산편배경음악으로사용

된 아름다운나라(성악가신문희작곡)도연주된다 대표홍윤진씨를비롯

해가야금병창 박혜진 해금 김현경 국악타악 김종일 건반 김현화 드럼 황

성훈 베이스차유창 재즈보컬 최강 영상제작김혁씨등이출연한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

을 광주도시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

는방안이추진될것으로보인다

올해개관 28년째를맞은민속박물관은

그동안 전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제 기능

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윤장현광주시장은최근지역문화부기

자들과만난자리에서 민속박물관을도시

의역사와정체성을보여줄수있는박물관

으로바꾸는것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

민속박물관을 도시역사박물관으로 리

모델링하는 방안은 지난 2010년에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00억 원의 예

산을 들여 시립민속박물관 동측 일원에

6600 규모의 역사관을 증축하고 7000

규모의본관을개보수하겠다는계획이

었다

민속박물관에 도시와 관련된 역사전시

실을 운영해 역사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노후 전시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봉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듯했지

만강운태전광주시장이취임하면서사업

비부족등을이유로연기됐다

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도시 중심

의활동과역사가이뤄지고있는상황에서

광주와도시의정체성자긍심을시민에게

공유하고외부에알리기위한도시역사박

물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경기도 인천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시

립박물관이 도시역사박물관의 역할을 하

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민속박물관의 시

스템으로는광주에관한종합적인이미지

를보여주기어려운상황이다고말했다

민속박물관은 광주전남 지역 민속 문

화 원형의 전시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 개관했다 상설전시실 1층에

는 의식주 중심 2층에는 세시풍속 등에

관한콘텐츠가전시되고있다

문제는 민속박물관이 개관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을하지않았

다는것이다 이 때문에전시시설은물론

전시 콘텐츠도 28년 전에 머물러 있는 상

황이다

이는 국립박물관 등 국내 유수 박물관

이 10년주기로전시실을리모델링하고전

시 프레임을 바꾸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때문에최근영상이나 3D시스템등최

첨단전시기법을도입하는타지역박물관

과도비교되고있다

민속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관련 예산도

고작 5000만원수준으로이마저도노후시

설유지 관리에쓰이고있다 이런탓에민

속박물관이해마다 7000만원상당의예산

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문화재들도 빛을

보지못하고수장고에서낮잠을자고있는

상황이다 민속박물관이소장하고있는유

물등은모두1만2000여점에달한다

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와

전시 콘텐츠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

다며 근본적으로전시를바꾸기위해서

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예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전시를 바꿀

수없었다며 고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015

지역 서점문화활동 지원 사업 대상 서점

을공모한다

신청대상은대형프랜차이즈서점을제

외한 지역중소형서점이며 신규 서점 20

개점과 기존에 지원받은 바가 있는 서점

중 15개점등모듀 35개점이선정된다

선정된신규서점에는문화활동및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고 기존 지원 서점(2014

년 이전 문화활동 지원서점)에는 문화활

동운영비를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문의 02

26690788 김경인기자 kki@

윤시장 시립민속박물관을광주역사박물관으로문제는 돈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개관이후28년동안같은콘텐츠를전시하는등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제공

콘텐츠시설 28년째 그대로유물 1만2천점 낮잠

2010년에도개보수 추진사업비부족으로연기

피틀 스트링 앙상블(단장 김해경)과 탑윈드 앙상블 교류음악회가 15일 오

후 7시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열린다

탑윈드앙상블은 시민과함께하는즐거운음악회를 모토로광주전남젊

은연주자들과관악을사랑하는음악인들이지난 2009년창단한단체다

피들스트링앙상블은전남대평생교육원바이올린강좌수강생들로구성

된순수아마추어오케스트라로지난 2010년창단연주회를가졌다

1부에서는 탑윈드앙상블이 집시 댄스 플래싱 윈드비틀즈 심포니 등

을들려준다 지휘는김정태씨가맡았다

2부는라현수(서울아모르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씨의지휘로피들스트

링앙상블이연주를맡는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1악장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 A

Time For Us 엔리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솔로 이상열) 등이

다 3부에서는두단체가요한스트라우스의 피치카토폴카 오펜바흐의 천

국과 지옥 중 캉캉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7570

3131 김미은기자mekim@

피틀스트링탑윈드앙상블교류음악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국내작가중가장인기있는신안출신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최근 경매에서 8억

원상당에거래됐다

K옥션은지난 10일열린 3월봄경매에

서 모두 64억원 상당의 작품을 판매했고

낙착률은 84%에달했다고밝혔다

이날최고가에낙찰된작품은김화백의

이른봄의 소리사진로 7억9240만원에

판매됐다

국내생존작가중가장높은작품가격

을자랑하는고흥출신천경자화백의 꽃

과여인도 3억564만원에낙찰됐다

또 장욱진의 1973년 작품 가족은 2억

7734만원에 이중섭의 은지화는 6113만

원에거래됐다

김경인기자 kki@

김환기작품 8억원에낙찰

K옥션 이른 봄의소리

서점 문화활동지원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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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13일오후 4시광주여성발전센터3층다목

적홀에서열린다

이날행사에서는임기를마치는박영희

전임회장에게는 공로패가 주어지며 14대

문진수신임회장의취임사를한다

소프라노 김혜씨와 바리톤 박병국씨가

3월의어느멋진날에 영화 오페라유령

삽입곡 All i ask of you를들려준다문

의 0623639401 김미은기자mekim@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내일회장이취임식

전통문화관 14일 루트머지초청

한옥서피아노가야금재즈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