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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총감독 강혜경사진)가 국악과

어우러지는 인문학콘서트 국악오디세이남도풍류 공

연을갖는다 29일오후 7시30분빛고을시민문화관

이번 음악회에서는 남도의 대표적인 전통 음악에 대중

적이고현대적인해석을더한곡들을선보인다

첫곡은 황호준 작곡의 The Road제비노정기로 판

소리 흥보가의한대목을모티브로한작품이다 이어대

금산조의 청명함과 남성 춤꾼의 멋진 춤사위가 돋보이는

대금과산조춤이펼쳐지며 남도민요 육자백이를현대적

인감각으로재해석한 육자배기를위한랩소디꿈아 꿈아 임교민씨가작곡한

창작곡 The rain story 기다림 즉 흥 등이공연된다

소리꾼 윤진철씨가 작곡한 그랑께는 전라도 말의 구수한 매력을 소재로 한

창작곡이며 정통 시나위 가락을 바탕으로 태평소 가락과 강한 비트가 어우러진

태평소시나위를위한New wave가관객들을만난다

공연의 피날레는 남도의 풍류음악 및 무속음악에 그원류를두고있는민속기

악합주곡 남도굿거리와민요 성주풀이다

오영미이현신장현영조한신보영김하성손드보라김산옥이가영정수

연강만보씨등이출연한다

무료공연으로콘서트관람후감동만큼정성을표하면된다 문의 0708654

30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시골마을서일군 문화 밭 열매 영근다

극심한이농과고령화현상을겪고있는국내

농어촌 지자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과 좋

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교육 인프

라가부족해젊은사람들이 시골 살이를 꺼리

고 있다 농촌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문제도중요하지만어떻게즐기고살것인

지도고민해야한다

최근 전남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김충경)이

이 같은 고민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소

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을 펼

쳐 지난 5년동안 22만8000여명과문화를함께

즐겼다

전남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

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

으로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통

해 총 22만8468명(전체 118%)의 지역민이 문

화향유기회를누렸다

연도별로 수혜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3만

3697명에서 2012년 6만3515명으로 88% 늘었

고 2013년 6만2746명 2014년 6만8510명으로

꾸준히증가추세다

특히올해는 5월현재 6만4851명이통합문화

이용권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 추진되면 수혜인

원은더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통해저소득층 장애

인 등이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

로그램을비롯해여행 스포츠관람등을할수

있도록 연 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

해줬다

또 2011년부터는문화혜택을누리기힘든섬

지역과 중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기획사업도함께추진하고있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이 분포해 면적이 넓

고 도서벽지가 많아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지리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형

태의 기획사업을 적극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

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시군 섬

산간지역을직접찾아가영화를보여주는 찾아

가는영화관을운영하고있다

지난 20122013년 섬마을 가설극장을 운영

하다지난해찾아가는영화관으로이름을바꿨

다 지난 4년간영화를감상한문화소외지역주

민 5682명에 달하고 올해는 7200명 관람 목표

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또전남에서실정에맞는통합문화이용권카

드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난해전국최초로가

맹점 전수조사를 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

적인 특성을 고려해 도내 9개 시군 32개 해운

회사를 문화누리카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것도전남지역만의맞춤식 문화복지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

록 지역맞춤형 기획사업으로 ▲문화관람나들

이이음공연전시영화등문화예술관람지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도마실(지역축

제행사 활용 관광연계 문화프로그램) ▲이색

체험레포츠 여행 ▲지역특화 문화체험행복

마을(체험여행 접목한 청소년 대상문화체험)

▲문화만남동행(청소년 가족단위 동반 여행)

등의프로그램을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남문

화예술재단은 지난

2011년에는 지역아동센

터어린이들을대상으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리틀 다빈치

를 추진했다 지난 2012년에는 순천지역 다문

화가정자녀와선주민자녀가함께하는 다울림

희망오케스트라를꾸려지역사회통합오케스

트라교육을펼쳤다

또 2013년에는 낙도오지 등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공연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주목을

받았다이어지난해에는소외아동예술교육지

원을위해악기은행을운영해도내지역아동센

터어린이들이기악교육을받을수있도록악기

를무료대여해줬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국의 도서지역 학교(187

개교) 중 62%에달하는 116개교전남의섬지역

에분포해있다는점을감안한성과였다

또 전남지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

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2015년 511개교

300명 파견)을 통해 도서지역 61개교에 예술강

사 64명을파견하고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정민룡자문위원은

전남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문화복지와 문화

예술교육을접목한전남형문화복지사업을추

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문화나눔활동 성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공연여행스포츠도서

장애인등 22만명 수혜

찾아가는기획사업

도서벽지 맞춤식영화관

해운사와누리카드가맹

어린이프로그램

다문화낙도오케스트라

악기은행예술강사파견

남도 풍류와인문학

아이리아콘서트내일빛고을시민문화관

올해로개관 10주년을맞은고흥남포미술관(관장곽형수)은 사립미술관으로

는드물게대형전시와다양한문화이벤트를통해지역민과소통하면서전남을

대표하는미술관으로자리잡았다

최근 남도 양화사의 물줄기를 더듬는 10주년 기념전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

다를끝낸남포미술관이특별한공연에지역민을초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 당신

을위한노래가오는 30일오후 7시30분남포미술관야외무대에서열린다

이번공연은한국을대표하는연주가(클래식 국악)들이직접해당지역을방문

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프로그램 기획으로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

라가무대에선다

이들은 남행열차 My Way 아베마리아 등 친숙한 곡들을 재즈로 편곡해

연주할예정이다또 베사메무쵸 Magic Flea Oblivion FlyMe To The

Moon A Time ForUs Where Do I Begin 등도들려준다

지난 2003년 결성된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는 정규앨범 DDR

(2010)과 팔도유람(2012) 등을발표하는등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문의 061

8320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고흥남포미술관서 당신을위한노래

30일 서울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무대

여수 예울마루에

서공연한폴포츠가

청소년들과 기념촬

영을하고있는모습

과 전남문화예술재

단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