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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콘서트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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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가 2015년 마지막 날 임

형주콘서트LOVE를개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팝페라 테너 임형

주는 이번 공연에서 푸치니의 토스

카중 별은빛나건만을비롯해 클래

식 팝 재즈 가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음악을들려줍니다

임형주는 17세때세계남성성악가

사상최연소로뉴욕카네기홀에서데

뷔독창회를열었으며최근에는BBC

뮤직매거진이선정한 세계에서가장

영향력있는팝페라가수톱5에올라

화제를모았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오랫동안 임형주와

호흡을 맞춰온 코리안내셔널필하모

닉오케스트라가협연합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

니다

12월 31일 광주문예회관

일시2015년 12월 31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문커뮤니케이션

티켓오픈 10월 21일(수) 12시

티켓가격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7만원

예매  인터파크 문의 0622200541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의

성공 동력을 광주 발전과 연계할 광주유

니버시아드재단(가칭)이설립된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뜨거운감동을선사했던광

주가향후유니버시아드재단설립을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성지로 거듭날 것으

로기대된다

13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광

주U대회를 치르면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

고효과는극대화시킴으로써발생한수익

금 가운데 일부인 100억원을 출연 광주

유니버시아드재단을설립할예정이다

재단설립은광주U대회를기념하고 스

포츠산업을통한광주경제발전의원동력

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조직위

는 올 연말 문화관광부 및 국제대학스포

츠연맹(FISU)과대회정산을마무리한뒤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재단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재단을 설립 본격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계획이다

발기인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정의화 국회의장 등 전국 각계 각층이 인

사들이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

김윤석조직위사무총장은 정부에손을

벌리지않고 저비용고효율로대회를치른

만큼정부에수익금일부를출연해광주발

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할

계획이라며 수익금분담비율을감안하더

라도조직위몫의비율이있기때문에정부

에서도흔쾌히동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

유니버시아드 재단은 앞으로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를 통해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으로이어지는광주의새로운성

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는 매니지먼트 컨설팅 스포츠 용

기구 교육 컨벤션등다양한분야로파생

가능성이높은서비스산업인만큼U대회

재단을 통해 광주가 새로운 스포츠 산업

의메카로떠오를것으로기대된다

조직위측은광주가U대회개최를통해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했고 높은

국제적인인지도를갖는도시로성장함에

따라 재단 사업을 통해 취약한 광주 경제

구조를전환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김윤석사무총장은U대회성공의유산

을어떻게광주발전의도구로전환할지고

민을많이했다면서특히U대회성공주

역인 시민들에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

을 만들기 위해 재단 설립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U대회재단 설립광주를스포츠성지로

한전의나주혁신도시이전에따라광

주시와전남도의한전스포츠팀유치경

쟁이치열하다 광주시는한전프로배구

팀 전남도는 한전 럭비팀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성사여부가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한국전력 측에

배구팀유치 의향서를제출했으며 현재

실무협의를진행중이라고 13일밝혔다

광주시는 염주종합체육관을 전용 구

장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한전 배구단 실무진들이 현지

실사를진행했다 최근에는한전배구단

관계자들이광주시를 방문해 이전 시기

와 예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

만 전용연습장 확보 및 주경기장 무료

대관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이날 열린광주시

의회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배구단 관계자와 합의에 이르지

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배구단을 유

치하겠다고말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한전배구단연고지수원광주이전추진

롯데쇼핑(주) 광주 월드컵점이 불법 전

대(轉貸재임대)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

을 올리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

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주)과 맺은

특혜성협약을해지하거나재협약해야한

다는지적이제기됐다

13일광주시와시의회등에따르면롯데

쇼핑(주)은 지난 2007년부터 서구 월드컵

경기장부지내 5만7600여를 20년간사

용하기로하고연간 45억8000만원의대부

료를내고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주)은 전체면적 6만

5000여의 쇼핑몰 중 내부 일부 매장의

재임대를통해수십억원의이익을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임대 수익금만

지난 2012년 기준 46억5000만원에 달했

다 사실상 다른 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만

으로 시 대부료를 내고도 남은 만큼 건물

을공짜로사용하는셈이다 이액수는세

무당국조사결과로유일하게알려진액수

이며 롯데쇼핑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재

임대수익공개를거부하고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 3)의원은 롯

데쇼핑(주)이 최근 3년간 허가된 재임대

면적을 초과해 얻은 이익이 최소 27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따르면 롯데쇼핑(주) 측의재임

대 면적도 계약서 상 승인 기준인 9289

를 훨씬 초과한 1만3287(2014년 기준)

에달하고있다 2면으로계속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롯데쇼핑불법재임대수십억부당이익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이불법재임대를통해막대한부당이득을올리고있지만 광주시의관리감독은허술해업체봐주기의

혹이일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혼돈의20대총선신당변수3면

문화자산채만식과군산 18면

수학여행 불안한안전요원 6면

김영남광주시의원3년간27억

롯데쇼핑은재임대수익공개거부

광주시 법적 검토통해대응

<광주월드컵점>

尹시장실무협의유치최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성공동력광주시발전과연계

조직위 대회수익금중 100억원출연내년초발기인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