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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초여름 길목 용아(龍兒) 박용철

을만난다!

광산이 낳은 남도의 대표 시인 박용철

(19041938)을 기리는 문학제가열린다 광

주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과 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4회

용아문학제가 30일개최된다

소촌동 송정중앙초등 수완지구 장덕도서

관과호수공원일원에서펼쳐지는이번문학

제는 한국 현대 시단에 큰 족적을 남긴 용아

의시정신을기리고생애를조명할계획이다

박용철은 1930년 김영랑(19031950)과

시문학을창간정지용 신석정등과함께예

술의 순수성을 추구했다 그의 대표작 떠나

가는 배는 암울했던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특유의 서정과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받는다

특히 이번 문학제는 지난 2004년 용아 탄

생 100주년기념학술대회이후 11년 만에심

포지엄이 열리고 용아의 대표작 나도야 간

다를 노래했던 김수철 밴드가 참가할 예정

이어서눈길을끈다

첫 행사는 30일(오전 10시) 전국백일장대

회가 테이프를 끊는다 용아생가 옆 송정중

앙초등 운동장에서 열리는 백일장대회는 작

년에이어글짓기부문과그림그리기부문으

로나뉘어진행된다 전국초중고등학생과

일반부(대학 포함)가 참가 대상이다 희망자

는 이메일(gsc3377@hanmailnet) 또는 팩

스(9433390)로신청하거나당일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오후 2시수완지구장덕도서관다목적홀에

서개최되는학술심포지엄은용아의삶과문

학을학술적으로조명한다김용직서울대명

예교수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 유승우 인

천대명예교수가발제자로나서고오문석조

선대교수 김동근전남대교수 염상권광주

대교수가토론자로나선다

이어 오후 3시 수완호수 공원일원에서는

광산구 작은도서관 연합회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체험이펼쳐진다 톡톡튀는나만의독

서가방만들기 알록달록예쁜 팬시우드마

커스 시로 쓰는 머그컵 만들기 개성만점

책저금통만들기 책 읽는벤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예정돼있다

행사의대미는용아의시를곡으로만들어

노래했던 가수 김수철과 함께 하는 콘서트

다 오후 7시 수완 호수공원특설무대에서는

김수철 밴드와 함께 하는 詩가 흐르는 콘서

트가열린다 노래와함께시낭송 김수철밴

드팬사인회도열려초여름밤의서정을수놓

을예정이다

부대행사도풍성하다 수완호수공원일대

를 배경으로 용아시 캘리그라피 걸개시화

전 시문학갤러리 용아포토존 등 시인 박용

철을매개로한행사들이준비돼있다

이현선 광산문화원장은 용아문학제를 통

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상생의 시민문화가 뿌

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용아 생

가일원이소통하는문화공간으로재탄생하기

를기대한다고밝혔다문의062941337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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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참여백일장대회

11년만에학술심포지엄

수완호수공원김수철콘서트

캘리그라피등행사풍성

실용음악

심사위원

한보리(다도해문예교육원 이

사장)

배창희(남부대교수)

윤원준(한국기타협회이사)

보컬중등부

▲동상

3 조유정(정광중3)

보컬고등부

▲금상

5 이예지(동아여고1)

▲은상

3 박에녹(광주공고1)

▲동상

4 김은국(남원국악예고2)

통기타중등부

▲금상

1 심재웅(치평중3)

통기타고등부

▲최고상

2 조상우(숭의고3)

▲은상

1 김승진(보문고1)

클래식기타초등부34년

▲은상

2임찬영(광주송원초4)

▲동상

1 김현우(광주송원초3)3 김지혜

(광주송원초3)

클래식기타초등부56년

▲금상

10 이정석(광주송원초6)

▲은상

8 배건희(광주송원초6)

▲동상

4 김태나(광주송원초6)

6신가은(광주송원초6)

일렉기타고등부

▲은상

1 정현봉(광주공고2)

섹소폰중등부

▲동상

1 김다니엘(전주예중1)

재즈피아노고등부

▲금상

2 김주안(여수고3)

▲은상

4 전주혜(여수충무고3)

▲동상

1류경빈(19981204생)

3 이하은(원광여고3)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참고바랍니다

가수김수철

호남예술제입상자

광주 광산구와 순쇼 기획단은 문화가 있

는 날인 27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에

서 광산하우스콘서트4강수훈순쇼 행사를

진행한다

2015 광산오월문화제(5월1828일)의일

환으로기획된순쇼(SOON SHOW)는 스토

리박스와 순쇼기획단 대표인 강수훈씨가 진

행하는토크콘서트다

음악과토크가결합된형식으로강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관객들을만났다

이번순쇼의주제는 5월의광주그리고앞

으로의오월이다

토크초대손님은 5

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위에참가했고 현재

광주학교 교장인 송갑

석씨와 민형배 광산구

청장이다

팝재즈 프로젝트 그

룹인 메이킹(Mayk�

ing)이 음악을 맡는

다

관람료는 감동 후불

제로 모금액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쓰인

다 문의 06296082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꾸꾸루꾸꾸생명평화영화제 다섯번

째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집에서열린다

생태읽기모임꾸꾸루꾸꾸가진행하는

이번 영화제에서 함께 보는 영화는 제주

의 가슴이 미어진다(201425분)와 강정

오이군(20156분)이다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는 세계 인권

과 저항 운동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

들어온아일랜드공영방송국 RTE의 세

계는지금연작시리즈 한국편으로강정

마을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정면으로 다

루었다

방영 당시 아일랜드에서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으며아일랜드에서두번째로큰

코크 시의회는 제주 해군 기지에 반대하

고강정마을을지지한다는결의안을통과

시키기도했다

강정 오이군은 2015년 강정 영상평화

학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참가비는

없으며개인컵을가져오면따뜻한차를무

료로제공한다강정마을에보낼손현수막

을함께만들며물물교환행사도이어진다

httpblognavercomethe_r 문의

01046358524 김미은기자mekim@

5월의 광주그리고 강수훈 토크콘서트

내일광산문예회관

환경생각하는시간

28일꾸꾸루꾸꾸영화제

제주의가슴이미어진다 등2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미술관 본관과 상

록전시관에서다양한행사를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본관에서 극단 얼

아리의 연극 퍼포먼스 아빠도 안아주고

싶었단다가 30분간 진행되며 큐레이터

와함께하는뮤지엄토크가열린다

앞서 오후 5시 상록전시관에서는 김진

화작가의초대개인전 꿈꾸는창전시설

명회와작가와의대화행사가진행된다

한편이날은미술관에서열리고있는사

진작가 배병우의 섬과 숲 사이 아빠의

청춘전 등을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

다문의 0626137113 김경인기자kki@

미술관 문화있는날

연극공연큐레이터토크등

광주시립미술관행사풍성

제주의가슴이미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