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제20069호 ��
문 화

오늘의나를있게한것은우리마을도

서관이었다하버드졸업장보다소중한것

이독서하는습관이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 빌게이츠의말

이 아니더라도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책은 시공을 초월

해만날수있는유일한스승이다 그무언

의 스승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

서관이다

독서의계절가을을맞아도서관에서다

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린다 오는 30

일까지한달간 북적북적도서관으로다

독다독 책속으로 표어를 내걸고 펼쳐지

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

직 산수)을비롯 공공도서관이참여한다

무등도서관은 1일부터 30일까지(화

목) 도서관갤러리에서 원화전시전을갖

는다 바다를 건너간 낙타 등 그림책에

실린삽화를모아일반시민을대상으로전

시회를 연다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리는

특별프로그램은 5일(오후 2시4시) 초등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관련한 내

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보드게임 픽셔너

리가진행된다

8일(오전 10시12시)에는 인문학강좌

남도의 전통장류 맛보기가 열린다 유맹

자송원대식품영양학과교수가일반시민

을 대상으로 장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강

의를한다 12일(오전 10시12시)에 진행

되는 책속인물에게보내는편지는 못말

리는 까뮈 황마홈을 읽고 주인공에게 편

지를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

6137752

사직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행사도 풍

성하다 8일(오전 10시12시) 개최되는

인문학의 길 동화 속 인물에서 찾다는

아동문학가를 초청하고 극단 모여라 꿈

동산의 인형극도 공연된다 5일(오후 2

시3시)에 3층 다목적실에서 인형극 똥

돼지 왕방구가 공연되고 이어 마술쇼가

펼쳐진다 12일(오전 10시12시) 3층 다

목적실에서는 명화로 보는 인문학 강연

이진행된다문의 0626137772

산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행사는

인문학 강연과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된

다 5일(오후 2시4시) 다목적실에서 열

리는 길 위의 인문학에서는 한승원 소설

가를 초청해 작가가 들려주는 삶과 문학

이야기를 듣는다 5일(오전 10시12시)

에는 동화책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요

리를 해보는 꼼지락꼼지락 책보고 요리

하고가 열린다 15일(오후 3시5시) 사

회교육실2에서 열리는 책에서 튀어나온

동화 속 캐릭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캐릭

터를만들면서상상의나래를펴는시간이

다 문의 0626137812

이밖에 일곡도서관은 14일(오후 6시30

분8시 30분) 사계절출판 김진 씨를 초

청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을 듣는다 17일과 25일(오전 10시 12시)

에는 북스타트 부모교육 주제로 각각 김

명자 차영희강사가나서 세살의행복한

기억 아이의 개성과 능력이 향상되다와

엄마 아빠책읽기우리아이감성천재되

다를주제로강연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18일 아동문학가 이

성자 작가를 초청해 소중한 인연이 사람

을 키운다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고(문의

0626071333) 송정도서관에서는 5일책

과 요리를 융복합한 동화 구연과 독후 요

리활동인 북 앤 쿡이 열린다 문의 062

9408935

운암도서관에서도 4행시 짓기(30일까

지) 작가와의만남(7일) 소설영화를만

나다 展(818일) 등 다양한 행사가계획

되어있다 문의 0624106956또한첨단

도서관에서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9

일) 꿈꾸는 책놀이터(15일) 오감으로

만나는 도서관 옆 나무 이야기(20일)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960829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독서의계절 9월  광주도서관들독서문화행사 풍성

무등도서관삽화 원화전시 사직도서관아동문학가초청강의

일곡중앙송정운암도서관도작가와의만남등프로그램다채

북적북적도서관

다독다독책읽기

사직골서즐기는포크음악

광주사직국제포크음악제가 56일

광주사직공원 옛 수영장 특설무대에

서 열린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

는다

5일에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경연을펼치는창작포크경연대회

가펼쳐진다총상금은 2200만원이다

7시부터는사직포크릴레이콘서트가

진행된다 사직골협의회 소속 포크 뮤

지션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지며 9인조

스카팬드킹스턴루디스카의축하공연

이함께열린다

6일오후 6시부터는체코 일본 미국

등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들을 초청해

특별공연을갖는다

지난 8월 개관한 광주음악창작소 인

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니와 이승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

로 자유를 갈망하는 음유시인으로 불

리는언더그라운드포크뮤지션김두수

가 출연한다 김씨는 특히 체코에서 녹

음한 새 앨범 곱사무에 함께 참여했

던 체코 뮤지션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음반상 올해의 신인 수상자인 듀

오 김사월과 김해원 미국의 사이키델

릭인디팝가수데이먼과나오미 포크

에서재즈펑크등다양한음악을들려

줄 일본 밴드테니스코츠 삿포로출신

싱어송라이터시바타사토코가출연한

다

관객들에게 익숙한 뮤지션들도 무대

에 오른다 1987년 데뷔 후 숙녀에게

홀로된다는것 희망사항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변진섭과 슈퍼스타

K4에서 4위입상한후올해첫번째미

니앨범 멀어진다를 발매한 홍대광

지난 2012년 앨범 멘탈붕괴를 내놓은

어쿠스틱 듀오 밴드 소심한 오빠들

광주정신을 알리는 오월창작가요제에

서대상을차지한 5인조락밴드 스트릿

건즈가출연한다

기타 원 포인트 레슨 광주사직골 포

크음악 스토리 전시회 다양한 디자인

의 통기타가 전시된 포토월 운영 등 다

양한부대행사도열린다

공연관련무료 문의 062269300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사직골의가을 포크음악에물들다

2015 광주사직포크음악제

56일 사직공원 특설무대

가수변진섭김두수등출연

변진섭

금봉 박행보 화백의 맥을 잇는 제자

작가 26명의작품전시회가열린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월4일까지 시

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제1전시실에서

금봉의脈개화본무법(盖畵本無法)전

을개최한다

이번전시회서는한국남종화의거장

으로평가받고있는박행보화백의 1세

대 제자들이 참여해문인화 서양화 등

26점을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강종원김영삼김용

선김재일김지훈김팔수박상임박

태우배선옥백준선양시우위애자

윤영동이병오이부재이상태이재

환이정래정재경정정숙조창현한

상운허달종허임석허희남황순칠

씨등 26명이다

이번 전시회명인 개화본무법은 가

슴 속 문학철학예술적 감정을 꾸밈

없이그림으로표현하고개성을살리기

위해서는어떠한격식에도얽매이지않

아야한다는뜻이다

한편이번전시회가열리는금봉미술

관은 지난 6월4일 시화문화마을조성 1

단계 사업으로 개관했으며 박 화백은

작품및소장품 300여점을무상기증했

다 문의 0625101443

 김용희 kimyh@kwangjucokr

금봉 박행보 화백제자 26명 작품전

10월4일까지금봉미술관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