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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중국등전세계에한국적미

디어아트를선보이고있는이이남작가가

이번엔중동지역카타르에서전시회를개

최한다

이작가는2월1일부터14일까지 카타르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Lee LeeNam

Selected Exhibition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아산갤러리와카타르아트센터초

청으로 추진됐으며 꽃과 만물 꽃과

만물 문명전투도스타워즈등 14점

을전시한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꽃과 만물

은 화려한꽃이피고지는모습을통해

아름다움이 영속되지 못함을 표현했다

동양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열흘 붉은

꽃은 없다)과 서양 바니타스(Vanitas

허무)적인 의미를담아시간에따라변화

하는만물을의미한다

문명전투도스타워즈는 중국 곽희의

웅장한산수를디지털기술을통해재해석

했다 자연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대립

적 구도로 연출 미래적인 이미지를 추가

했다

한편 이씨는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리트베르크 뮤지엄세계의 정

원전에한국대표작가로참여해담양소

쇄원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

다

또 올해노르웨이베스트포센미술관이

개최하는 한국아티스트 그룹전 말레이

시아 페낭 2016 조지타운 페스티벌 벨

기 중국 베이징등에서 전시를열계획이

다문의 06265550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꽃과만물

중소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최대 15%

할인혜택이있는신용카드가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BC카드한국서점조

합연합회등과손잡고중소서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융성카드를 27일 출

시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동네서점에서 1

호카드출시행사를열었다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김종덕 장관은 이

날동네서점 땡스북스를 방문 스마트폰

에 내장된 문화융성카드를 이용해 책 2권

을 구입했다

누구나이카드를이용하면오프라인서

점에서 15% 할인혜택을누릴수있다 대

형서점에서도할인혜택은똑같이제공되

나 이 경우에는 해당 서점이 할인금액의

절반을 분담한다 중소서점은 카드사가

차감액만큼의비용을전액 부담한다

28일부터 전국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전국

NH농협은행에서도 발급한다 체크카드

여서가입비나연회비부담이없으며핀테

크와연동돼모바일카드로즉시내려받아

사용할수있다 연합뉴스

동네서점도서구입때 15% 할인받는다

문광부BC카드서점조합연합회 문화융성카드 출시

지난해12월방학을앞둔광주시북구용봉동한어

린이집에서 조그만 소동이 일었다 1년간 매주 방문

해 동화를 들려주던 이야기할머니와 아쉬운 작별

시간이다가왔기때문이다

할머니 방학 때도 나와서 이야기해주세요 내년

에도또오세요

어린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정이 들었던

이야기할머니 김순자(67)씨에게 뽀뽀를 하고 귤과

사탕등을선물했다

김씨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 퇴직을 하던 지난

2010년부터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하고 있다며 어

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고 안아주면 제일

보람을느낀다고말했다

대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예전에는 집에서 할

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옛날이야기를 해

주곤 했다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

는손자들의정서발달에많은영향을끼쳤고올바른

인성을가지도록도왔다 하지만지금은조손이함께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할머니가 아닌

TV인터넷등이차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할머니들의

무릎교육을문화정책적차원에서되살린 제8기아

름다운이야기할머니 350명을오는 2월29일까지모

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할머니들은 약 6개월간 교

육을받은후 2017년부터활동할예정이다

지난 2009년 30명의 이야기할머니와함께출발한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사업은세대를뛰어넘는정

서적교감과교육적효과가입소문을타면서올해활

동할 7기는 2578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전국 6639여

곳의유아교육기관에서아이들에게이야기를들려준

다 광주전남에서는 121명이 활동한다 지난해는

1996명의할머니들이5722곳에서아이들을만났다

이사업은 이야기할머니가매주유아교육기관을

직접방문해유아들에게형제간우애나효도등우리

전통미담을들려주는활동이다 할머니와만나는기

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

를 들려줘 상상력을 키워주고 이야기 주인공처럼올

바르고따뜻한심성을갖고자랄수있도록도와준다

고령화시대노인들에게자연스러운사회참여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유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고 자부심과 성취감

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해마다 참여 노인들의

관심도높아져지난 2014년에는671 2015년 57

1의경쟁률을기록하기도했다

교육기관입장에서도핵가족화로가정의전통적인

인성교육기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 이야기할

머니가교육적으로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

하고있다만 56세(1960년생)부터만 70세(1946년생)

까지고정된직업이없는여성이모집대상이다학력

이나 자격증 유무는 상관이 없으며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열정

을가졌다면지원할수있다 활동하는할머니들에게

는수업료등소정의활동비가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할머니들은 2월29일까지 한국국

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

mamakr)에서지원서를내려받아우편제출하면된

다 이후서류심사와면접시험교육등을거친후거

주 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

게된다

이야기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은 교육기관은 오는

812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80

75107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TV 대신할머니가들려주는

재미있는이야기들어볼래요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국학진흥원이주관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가자가 아이들을상대로이야기를

들려주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공

2009년 시작 이야기할머니 사업

매주유아교육기관방문동화구술

올 2578명광주전남 121명 활동

문광부내달 29일까지 350명 모집

이이남 미디어아트카타르개인전

내달 114일꽃과 만물 등 작품 14점 선봬

아동문학무료강좌가열린다

광주시 남구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아동문학(동시 동화 그림책 소

년소설 공부) 강좌를 시작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오후 79시열리며강사는서향숙(광

주전남아동문학회장문학박사사진)씨다 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시청 등에서 재능

기부형식으로무료강좌를진행해왔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서씨는 1996

년 동시 시골 빈집에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를통해등단했으며같은해아동평론동시부

문신인상도수상했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연못에 놀러온 빗방울자음 모

음 놀이 등 동시집을 출간했다 지난해에는

출판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 1909년부터

1990년대까지 동시 작가 111명을 선정한 한

국동시문학선집에 뽑혀 선집을 출간했으며

현재 광주교육대학교에 출강중이다 문의

01023441918 0104643456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남구청아동문학강좌개설 내달 1일부터서향숙씨매주월요일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