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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범 시도민 책 읽기 운동 광

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이하 광주전남

톡) 2016년사업을시작했다

2013년부터 3년간 사업 추진으로 지역

사회대표적 독서문화운동으로정착시켰

다는평을받은전남대는 4년째를맞아올

해사업을더욱알차게진행할예정이다

먼저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 동

안광주전남지역민을대상으로온오프

라인 투표를 실시 2016 한책을 최종 선

정한다

이에앞서 전남대는지난달말교수 중

견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한책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시도민이 함께 읽을

2016 한책 후보도서 5권을 선정했다 후

보 도서는 ▲3년 후 한국은 없다(공병

호) ▲김대식의 빅퀘스천(김대식) ▲라

면을끓이며(김훈) ▲조선을섬긴행복

서서평의사랑과인생(양창삼) ▲지적대

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역사 경제

사회 윤리편(채사장)이다

전남대는 한책이 선정되면 한책선포식

(6월)과 지역문인작품전시회(78월) 작

가초청한책톡콘서트(9월) 한책토론회

(12월) 등을열어책을매개로소통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사업 기간높

은 호응도를 보인 국내 문학기행(10월)을

확대실시하기로했다

지병문 총장은 광주전남 톡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

기를희망한다면서 시도민여러분의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5월말까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할 독서클럽을 모집하고 있

다 자세한사항은광주전남톡홈페이지

(gjtalk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2)5303533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시도민책읽기운동 광주전남톡

2016 한책 선정 투표

어린이날의 의의를 더욱 깊게 하고 장차

이나라의주인공이될어린이들의지적교양

을 높임으로써 문화백년대계에 기여하고자

호남예술제 어린이부를먼저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어린이 예술인들의 많은 참가 있기

를 바려 학교 당국과 강호 제언의 적극적인

협조를바라는바입니다

1956년 4월 8일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전

신) 1면에 제1회 호남예술제 개최를 알리는

사고 (社告)가실렸다

호남예술제는 1952년 창간한 전남일보가

지역예술꿈나무발굴과육성을위해창간4

년 째를 맞아 행사를 시작했다 1956년 6월

13일 동방극장 등에서 첫 행사를 치른 호남

예술제는이후 60여년동안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그명성을이어왔다

제61회 호남예술제가 20일 광주학생교육

문화회관에서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

현대무용한국무용재즈 등) 부문을 시작으

로 오는 5월 26일까지 열띤 경연에 들어간

다

이번경연은음악(성악기악실용음악앙

상블) 국악(기악성악타악등) 합주(합창

기악) 미술작문만화와일러스트부문으로

나눠진행된다 음악국악무용부문은남부

대학교와 광주학생교육문회관에서 미술과

작문 부문은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

에서경연이펼쳐진다

각부문별로최고상등을시상하며최고상

수상자 가운데 국회의장상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상도수여한다

미취학어린이들이참여하는 새싹그리기

축제도 오는 6월7일10일까지 그림을 접

수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artkjmediacokr)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발행되는광주일보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호남예술제를거쳐간인물들의면면은화

려하다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

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자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이들도눈에

띈다

클래식분야에서눈에띄는젊은연주자들

이 많다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우승을차지한피아니스트문지영씨

는초등학교5학년때최고상을수상했다또

파가니니국제콩쿠르 3위 시벨리우스콩쿠

르 3위에입상하며세계무대에이름을알린

바이올리니스트신지아등이대표적이다

교육자로는강숙자 정애련 박계 조수현

길애령김진숙김혜경서영화박행숙씨등

이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한국 발례계의 대모 김

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

를통해꿈을키웠다 초중고시절 5차례최

고상을수상했던김교수는로잔발레콩쿠르

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파리오페

라발레단 박세은 보스턴발레단 양채은 마

린스키발레단 김기민등 수십명의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뉴욕에서 WHITE WAVE김영순 댄

스 컴퍼니를 이끌며 2001년부터 뉴욕을 대

표하는 덤보댄스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현

대무용가 김영순씨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서차영 김화례 임지

형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욱교수등이눈에띈다

그밖에 강영균최영훈배병우 시인 고재

종 양성우씨등도호남예술제출신이다 문

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세계곳곳이름떨치는아티스트

문화 백년대계 이끄는 주인공들

우리는호남예술제출신

제61회호남예술제개막

무용음악국악합주

미술작문만화일러스트부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등에서

5월26일까지열띤경연

국회의장상문화부장관상도수여

미취학어린이 새싹그리기축제

6월 710일 그림 접수

2015년제 60회호남예술제에참가한송원초등학생들의발레군무 요정의생일한장면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 호남제주권 주관처로 2년

연속선정돼 3억 7000만원을지원받는다

인생나눔교실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

춘 선배 세대가 새내기 세대에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전하고 나누는 사회적 연대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처음시작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군부대 중학교

지역아동센터등대상기관기획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군부대등 55개 멘티기관을선정 멘티 50

명이 2인 1조로 439회멘토링을진행했다

올해는기관당 8회진행했던멘토링횟수

를 10회이상으로늘릴예정이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1일

까지 지역별 멘토봉사단을 모집한다 문

의 0626707461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문화재단 인생나눔교실 주관처선정

문화부 3억 7000만원 지원

창단 40주년을맞은광주시립합창단(상

임지휘자 임한귀)이 제162회 정기연주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

극장 이번공연은지난달개최한 신춘음

악회에 이어 두번째 기념연주회 시리즈

로 광주예술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자중

학교학생들과함께한다

총 5부로구성되며 1부에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을

선보인다 2부는 동물을 주제로 고양이

송 폴리 울리 두들(Pollywolly Doo�

dle)로 꾸며진다 3부에서는 광주예고 합

창단 크리산테모싱어즈가 목련꽃 보고

싶다 흥부이야기등단독무대를펼친다

4부에서는 수피아여중 행복한 관악반

이 아프리카 심포니(Africa Sym�

phony) 세도나(Sedona)를 연주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꽃밭에서 제리코의

싸움(The battle of Jericho) 등유명영

화와 뮤지컬 OST를 아름다운 합창 하모

니로선사할예정이다 티켓가격전석 1만

원 062415520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청소년과함께하는음악회

21일 광주문예회관대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