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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고독

의시인이자눈물의시인김현승은광주

가 배출한 대표적인 지성 시인이다 한

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 문인인

그는 커피를 사랑해 호마저 다형이라

고지었다

선비정신과 지사적 안목으로 자신만

의문학세계를열었던다형은보기드물

게시행일치의삶을추구했던참신인이

었다 깊은 사색과 정갈한 언어로 형상

화한시들은오랜시간이흐른지금에도

깊은울림으로다가온다

김현승시인타계 40주기(4월 14일)를

맞아 광주와 서울에서 다양한 추모행사

가펼쳐진다

먼저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

장손광은)는 예년처럼전국학생문예작

품공모를 진행한다 기념사업회가 주최

하고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광주

남구청 한림문학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공모전은오는 4월 1일부터 5월 10

일까지참가작접수를받는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는이번공모전은운문과산문으로나누

어 진행되며 입상작은 문학춘추 가을

호에 게재된다 접수는 이메일(hyun�

sung1913@hanmailnet)로도 가능하

며 공모 시 연락처를 기입해야한다 문

의 0622261810

또한제자들이주축이돼김현승의시

인의삶과문학을조망하는저서도출간

될 예정이다 광주고 재학시절 김현승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워 현대문학에 추

천받았던 문순태 작가를 비롯 문병란

시인 장정식수필가등이참여한다 내

가 본 스승 김현승 시인(가제)은 절대

고독속에서도견고한문학의길을걸어

갔던다형의인간적면모가담길예정이

다

9월에는 기념회 주축으로 시낭송회

학술토론회 등 김현승 문학대전이 열린

다 다형이 학창시절을 보내며 시심을

다듬었던 양림동일대를 배경으로탄생

102돌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

될예정이다

서울에서도 김현승 시인 40주기에 맞

춰 추모시 낭송회가 열린다 다형의 모

교였던 숭실대(베어드홀 103호)에서 오

는 4월 3일(오후 6시) 펼쳐지는 시낭송

회는다형문학회와후학들주최로 젊은

날의 흰 잇발로 굳세게 웃던 곷들이여

를주제로다형의문학혼을기린다

이날행사는강형철시인(숭의여대문

창과)의 열린 말로 막을 올리며 김인섭

(숭실대문창과) 교수의 다형김현승선

생약전소개박남희시인의추모시 다

형을 생각하는밤 낭독 이은봉(광주대

문창과) 시인의 다형 선생과 나 발표

순으로이어진다

한편 우대식 신종호 임형신 박승민

시인은 자작시를낭송하며 양경숙교수

를비롯한후학들은다형의대표작을읽

을예정이다 문의 0102873166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茶兄 고독의시인을다시생각한다

광주시남구양림동에자리한 다형다방무등산에있는김현승시비

���

��� �	
� �� 

����

�����

��
��

������������

��

��  ! "#$%&'

()*�

�� �+ �, 
-. "

������

/012 �3� 4� 5

6785�

9:;<=(>?>��

��@A7B%>C�

D$� �� EF7 
	

G51�

EF

광주가배출한시인김현승타계 40주기 추모행사풍성

모교숭실대서시낭송회등서울서도다형문학혼기려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전국학생문예작품공모

문순태문병란시인등제자들

선생의삶과문학책출간

9월에는김현승문학대전

서울예술의전당에서열리는교향악축

제는전국최대규모의클래식축제다 올

해 27회째를맞는교향악축제에는전국의

20여개교향악단이참여한다

광주시향은 7년만인 지난해 다시 교향

악 축제에 참여했고 올해도 다시 무대에

선다

오는 4월 8일 열리는 서울 연주회 앞서

광주에서미리연주회를만나보는기회가

마련된다 4월 3일오후 7시30분광주문예

회관대극장

상임지휘자이현세가지휘봉을잡는이

번 연주는 베르디의 시칠리아섬의 저녁

기도로문을열며이어오페라 라트라비

아타 중 1막전주곡을들려준다

공연에서접하기어려운하프협주곡협

연도 준비돼 있다 협연자는 국내 최고의

하피스트 곽정이다 인대애나 음대 이스

트만음대에서수학한곽씨는세계하프협

회가 선정한 미래의 유망주에 3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으며 모스크바방송교향악

단 서울시향등과협연무대를가졌다

연주곡은프랑스작곡가가브리엘피레

르네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위한 협주

곡이다

피날레곡은시벨리우스의 교향곡 1번

이장식한다

이날 공연 전에는 클래식 토크도 열린

다 오후 6시부터 광주문예회관 리셉션장

에서 최유준(전남대 HK교수음악학) 교

수가진행하는 클래식토크도마련한다

오후 6시50분 부터는 대극장 로비에서

악기체험교실도열린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학생

50%할인) 문의 062415510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참여

광주시향연주미리맛볼기회

4월 3일 광주문예회관대극장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는 4월2일 오

전 11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2015년 브

런치콘서트새시즌을시작한다

지난 2013년부터열리고있는브런치콘

서트는피아니스트강현주씨의사회와종합

문화일간지 씬플레이빌 편집장김일송씨

의해설이곁들여진토크가있는음악회다

이날 열리는 첫 번째 브런치 콘서트 무

대는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로 변화되던

시기였던 1825년 전후를 주제로 한다 베

토벤과슈베르트의작품을중심으로당시

의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

다

9세 때 최연소 나이로 서울시향과 협연

하며데뷔한이후국내외에서활동하고있

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씨와 독일에서

활동중인신진첼리스트이호찬씨가특별

게스트로 함께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180870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4월 2일 오전 11시 예울마루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봄맞이여행이벤트를진행한다

봄맞이여행 이벤트는 수혜자들이 누

리는다양한문화누리카드혜택프로그램

중관광분야프로그램을활성화하기위해

기획됐다

이번이벤트를통해수혜자는에버랜드

당일여행 지리산트레킹 온천 당일여행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당일여행 등 다양

한관광여행상품을최대 72%까지할인받

을수있다

2015 관광 주간(5월 1일  14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협조하여봄맞이여행이

벤트의 관광여행 상품을 대폭 확대 시행

할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진행하는 봄맞이 여행 이

벤트 신청은 광주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광주문화누리카드kr)

와 코레일관광개발(주)(httpwww

korailtravelcom)을 통해 원하는 상품

과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발급된 문화누

리카드로만 결재 가능하다 문의 062

670791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봄맞이여행 최대 72% 할인이벤트

조선대학교재직시절의김현승시인

여수 GS칼텍스 2015년 브런치콘서트

지휘자이현세 하피스트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