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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은 허구의 이야기를 서사화하는 소설

이나 감성을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는 시와

달리 삶에 근거한 진실을 담아내는 장르다

수필의소재가대부분자연과인간의일상이

주류를이루는이유다

화순출신박용수수필가가두번째수필집

사팔뜨기의사랑(시와사람)을발간했다

제목에 깃든 사랑이 환기하는 것은 아픔

과추억 에너지다 저자에게 사랑은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작품집에는 중장터에 들다 밤을 줍는 시

간 취일몽 왜 무등산에 오르는가 이비

행기등모두 30편의작품이수록돼있다

쟁기 리어카 나무 은어 막걸리 징검다

리 토담 등 남도의 자연물로 치환된 소재에

는작가의꿈과사랑이투영돼있다 또한자

연과사물의기저

에는가족과자연

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일

상에 대한 관조

의식이흐른다

해설을 쓴 정태

헌 수필가는 그

의 문학적시선은

이제밖에서맴돌

다가 안으로차츰

스며든다 소재를바라보는자기만의렌즈를

지니며화소의나열로끝나지않고의미화하

고해석한다고평한다

한편화순출신박수필가는 2004편전남일

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광주 동신여고 교

사로재직중이다 수필집 꿈꾸는와불을펴

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젊은무용수들이그려내는다채로운사랑

이야기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2015 젊은 무용가 초청 공연이 오는 6일 오

후 7시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열린다

이번무대는앞으로광주무용계의미래를

이끌어갈젊은무용가들의참신한작품을한

자리에서만날수있는기회다

공연 주제는 사랑이다 현대무용 발레

댄스스포츠등각장르의무용수들은두명씩

짝을이뤄사랑에대해이야기한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공유민이기행)

한국전통무용 사랑가(배정화권오흥) 현

대 무용 지젤(홍동리김희준) 댄스 스포츠

Make You Feel My Love(이일권곽미

리) 발레 르 코르세르 중 2인무(김민석오

지은) 한국창작무용 The one(배강원오유

진) 현대무용 Happy EndThe Winters

Tale(김미선박주상) 등을만날수있다

한편이번행사에서는 2015 무용인시상식

도 함께 열린다 박금자상은 김옥희(전 광주

예고 교사)씨가 광주무용인상은 이숙영(목

포과학대 교수)씨가 받는다 또 신인상과 연

기상은 올해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현대무용단채운화씨와김현재씨가받는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문학 매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온 사

람의 하나로서 주위의모든분들께 그들의

기대만큼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사과드리

고 싶다 신경숙을 비롯해 여러 작가의 표절

혐의에대해무시하거나안이하게대처한것

은해당작가를위해서나전혀적절한대응이

아니었다

소설가신경숙의남편이자시인겸문학평

론가인남진우명지대문예창작과 교수가부

인의 표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남 교수는

부인의표절논란전 표절킬러라는말을들

을정도로다른문인의표절문제를신랄하게

다뤘었다

남 교수는월간 현대시학 권두시론에 표

절의제국회상 혹은 표절과문학권력에 대

한단상이라는글을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1992년 시작된 이인화의

내가누구인지말할수있는자는누구인가

의표절논란을언급하며당시문인들과문학

공동체가표절사태에대응하는과정을담담

하게읊었다

그는 이번 표절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느냐에 한국문학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여겨질 정도다 진화의 도상에 있는

한국문학에 이 사태가 재앙만이 아닌 새로

운반전의계기가될수있도록우리모두힘

과 지혜를모아야할 것이다라고마무리했

다 연합뉴스

임형주

올 송년회는 음악에 취해볼까

문화송년회어때요

12월이다 각종모임에서망년회를준비하는시기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공연

등을관람하는문화송년회가인기를끌고있다 이

런분위기에맞춰다양한콘서트들이관객들을기다

리고있다특히가수콘서트가강세다 12월한달동

안만 10개가넘는콘서트가예정돼있으며 같은날

맞붙는공연들도많다

12월 공연의 시작은 이승환이다 공연의 신으로

불리는 이승환은차카게 살자 클럽 투어 18+6를

비롯해 6시간 21분 동안 66곡을 부른 빠데이 26년

등 다양한공연을펼치고있다 5일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이번콘서트의타이틀은 공연의기원 ORI�

GIN이다 광주를시작으로전국투어를진행한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콘서트는 부모님께 선물

하기 좋은 공연이다 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열리며 섬마을선생님 등 다양한곡을만날

수있다

또 발라드황태자 신승훈의 더 신승훈쇼(11

12일김대중컨벤션센터다목적홀)도관객들을기다

리고있다

아름다운 화음이 매력적인 브라운아이드소울

(나얼정엽성훈영준)은 12일 염주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돌입한다 SOUL 4 REAL

을주제로열리는이번공연에서는새롭게발매되는

정규 4집수록곡도만날수있다

같은날김대중센터다목적홀에서는 쿨요태콘서

트가열린다 인기그룹 쿨의이지훈과김성수 코

요태의김종민 신지빽가가함께하는무대다

최근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인기를 모은 국

민 여동생 아이유 콘서트는 13일 김대중 컨벤션센

터다목적홀에서열린다 새신발 제제 스물셋

등 새 앨범 CHATSHIRE 수록곡과 너랑 나

너의의미 좋은날등히트곡을만날수있다

1906년에 창단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오는 16일 광주컨벤션센터다목적홀에서공연을갖

는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등 클래식 명곡과 넬라 판타지아 고요한 밤 거룩

한밤등을선사한다

19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승철 더 베스트

라이브(The Best Live) 공연은 최고의 히트곡 26

곡을선보이는자리다

크리스마스즈음에는임재범콘서트(24일염주체

육관)가 대기중이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 히든 싱

어에출연 화제를모은임재범의이번공연은데뷔

30주년을기념하는무대로 너를위해 고해 사랑

보다깊은상처 등히트곡을들려준다

흥겨운 리쌍 콘서트(2425일 김대중 컨벤션센

터 다목적홀)도 기대가 높다 길과 개리 두 사람은

2015리쌍극장시즌 3으로관객들을만나며리쌍의

곡에피처링으로참여한정인도함께한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4개의공연이맞붙는다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서 화생

방클레오파트라라는이름으로가왕에올랐던김연

우는 염주체육관에서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공연

을연다

가수박진영은 2015 박진영나쁜파티 STRIP(광

주여대체육관)을진행한다 나쁜파티는 2007년론

칭된 브랜드 공연으로 박진영 특유의 화끈한 19금

무대가마련된다

그밖에 케이윌도 같은 날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

적홀에서 케대박콘서트를갖는다

아름다운미성으로많은이들에게감동을전하고

있는팝페라테너임형주도한해를마무리하는31일

오후 7시30분광주문예회관에서관객들을만난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베

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노래 등정통클

래식과 오페라의 유령의 서곡 All I ask of

you 지킬앤하이드의 This is moment 등뮤지

컬넘버를만날수있다

협연은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

는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 12월 콘서트 풍년

아이유

이승환 이승철 임재범 이미자

5일 이승환 전국투어 광주서 스타트

13일 아이유 제제 좋은 날 듣고

이미자임재범이승철줄줄이 공연

31일 임형주 팝페라로 한 해 마무리

화순 출신 박용수 두번째 수필집 발간

사팔뜨기의 사랑30여편 수록

춤으로 풀어낸 사랑 이야기

광주무용협회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무용인 시상식도

김옥희 이숙영

신경숙 남편 남진우 교수 표절 논란 안이한 대처 첫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