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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하

양림동)에는 펭귄(?)이 산다 아

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펭귄 할아

버지가 산다 주인공은 김동균(63)

씨 무릎이 불편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마치 펭귄과 닮아 동네 주

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김 할아

버지 덕분에 이웃들은 펭귄마을

이라는근사한문패도갖게됐다

펭귄 마을은 양림동 커뮤니티센

터 뒤편에 위치해 있는 작은 텃밭

이다 말이 텃밭이지 온갖 잡동사

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고물

창고다 과거 화재로폐허가된빈

집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동네

벽에 하나 둘씩 전시하게 된 게 시

작이었다 텃밭이쓰레기로뒤덮이

는 게 속상했던 김씨가 고물들을

보기 좋게 늘어놓은 것이다 나무

로 만들어진 낡은 빨래 방망이 너

덜너덜해진플라스틱모기채 이가

빠진 사발  전시된 추억의 물건

들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마치

7080년대로 되돌아 간 것 처럼

반갑다

뭐니뭐니해도 펭귄마을의 명소

는 펭귄 시계점이다 대형 벽걸이

시계에서부터 탁상시계 원형시계

에이르기까지 100여 개가 넘는오

래된시계들이벽면을가득채우고

있다 방문객들은오래된시계들을

보면서잠시지난날의아련한추억

을회상하는색다른즐거움에빠진

다 그 덕분에 요즘 전국 각지에서

펭귄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

증하는추세다

하지만 펭귄마을이입소문을타

게 된 건 근대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간직한양림동의후광효

과 덕분이다 100여 년 전 광주 최

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양림동에

들여온 선교사들은 양림산 자락의

땅을 구입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기독교를전파하는등근대

문화를 꽃피웠다 우일순 선교사

사택 오웬 기념각 양림교회 어비

슨기념관을비롯해이장우가옥과

최승효고택 다형(시인김현승) 카

페 한희원 미술관 등이 대표적인

명소다

이런 배경으로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근대유적의 보고(寶

庫) 양림동을전국적인관광명소로

가꾸기위해 300여 억 원의예산을

들여 양림동역사문화마을조성사

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

근광주시의장밋빛청사진을무색

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양림동

에 자리한 광주기독병원이 직장어

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병원 내

선교사사택을 철거하기로한것이

다 다행히주민자치회가철거계획

에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

자병원측이잠정중단을발표하면

서일단한숨을돌린상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보여주기식

양림동 프로젝트의 허상을 드러

냈다는 점에서 여간 씁쓸한 게 아

니다 사업의 근간인 양림동의 가

치와 주인의식을 일깨우는 데 소

홀한대신하드웨어와일회성이벤

트에만 급급하다 보니 거리낌없

이 선교사 사택을 밀어버리려 했

던것이다

며칠전서울의 미술평론가 C씨

는선교사사택철거논란기사를카

톡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광주에서

이런일이라며안타까워했다 마

치 문화광주의 민낯을 들킨듯얼

굴이화끈거려선뜻답장을하지못

했다 하긴 어디 나만 그랬을까 양

림동을사랑하는이들에게지난며

칠은견디기힘든시간이었을텐데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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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림동에서생긴일

예술을 통해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줄광주시립미술관 썸머아트피크

닉이 18일부터 8월까지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다

미술관 옆 책방에서는 만화책부터

그림책 인문학도서까지 잔디밭에서

편안하게책을읽으며힐링을할수있

는 시간이다 작가 아뜰리에에서는

삶이 예술 일상이 예술을 주제로 작

가들이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아트 살롱에서는 공성술 만화가를

초청해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이와함

께 잔디밭에 돗자리 피고 누워서 편히

감상할 수 있는 아트피크닉 콘서트

씨네마 아트가 진행된다 문의 062

36618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평생자녀뒷바라지에어느새하얗게

머리가 센 우리네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광주지역에

서중장년대상문화프로그램이풍성하게

열리며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22명의경자씨들이끼와재능을뽐내는

무대가 마련된다 경자씨와 재봉틀꿈

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 16일 오후 2시 빛

고을아트스페이스 5층대강당에서졸업식

을갖는다 경자씨와재봉틀은누구엄

마 누구할머니등본명은멀리두고살아

온여성들을대상으로진행한문화예술프

로그램으로 경자씨는 엄마들을 의미하

는 대명사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문화

재단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가주관하고있다

경자씨들은지난 5월부터창작댄스 역

할극 심리극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진행했다 또 직접 기획한통영 1박2일 여

행과아트퍼포먼스로꿈을발산하는시간

을가졌다

졸업식에서는그동안열번의만남을통

해배우고갈고닦은 실력을선보인다 나

의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커뮤니티 댄스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심리극 창작연

극을발표할계획이다 한켠에는양림동추

억소풍통영여행사진영상이전시된다

행복한경자씨들을만나고싶은시민들

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문의 062670

5766

엄마들에 이어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도 진행된다 전통문화관이 7월7일부터 8

월25일까지진행하는 제9기액티브시니어

전통음식특별강좌는 아빠들이요리실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은퇴했거나 은퇴

를앞둔베이비부머세대남성대상프로그

램으로지난2012년부터이어오고있다

특히이번하반기강좌는다가오는추석

(9월15일)을맞아송편쌀강정토란국 나

물 삼색전 더덕구이 등 11가지 명절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전통문화관 남도의례음식체험실에

서 진행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양영숙명인이함께한다

오는 22일까지 방문전화 접수로 선착

순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 전통문

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 혹은 광

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cms)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강료 7만원

재료비별도 문의 0622321502

조선대미술관은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미

술작품감상과체험기회를제공한다 조

선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행복한 노년

을위한일상의쉼표 미술산책을진행한

다 29일부터 8월17일까지매주수요일오

후 24시 조선대 미술관 김보현실비아

올드미술관

크게 옛것지킴이(297월20일) 예술

이끔이(7월27일8월17일)로 구성된다

옛것 지킴이는 29일 아트테라피를 시작

으로 7월6일 고무신으로예술작품을만들

어본다 7월13일과 20일에는 탈을 만들어

몸짓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다 옛것지킴이는아트테라피(7월27일)

피아노소리로그려보는그림이야기(8월3

일) 부채만들기(8월10일) 도자공예체험

(8월17일)로 구성된다 무료로 진행되며

각프로그램당선착순(20명) 접수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 이름은 엄마 아닌 경자씨 꿈을 찾아 여행 떠나요

난 요리하는 味男아빠 올 추석엔명절음식만들어볼게요

老? NO!  미술관에서제2의 인생즐기며옛것지켜야죠

광주시립미술관 18일부터 썸머아트피크닉

전남여자고등학교가 제27회 광주학생

연극제 3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연극협회

가주최한이번연극제는지난 4일부터 13

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제20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광주시 예선

을겸한이번대회에서전남여고는작품 우

리읍내로최우수작품상연기대상(김아연)

최우수연기상(이지윤)을 거머쥐었다 전남

여고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청소년 연극

제에광주대표로출전하게된다

우수작품상에는 동신여자고등학교 세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뽑혔다 조

세연학생이최우수연기상을수상하며동

신여고는 2관왕에올랐다

운남고등학교는 사람 향기로 장려상

을수상했으며우수연기상에는김유정고

휘찬변민곤최지우정수지박기열최

은서이환희장수호정효은 학생이 선정

됐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조주영 교사

는지도교사상을받았다심사위원은정순

기 윤여송 임홍석송정우씨가맡았다

윤여송(극단예린대표)심사위원은 학

생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에 많이 놀랐다

며 단지희곡선택에있어서너무폭력적

이고  왕따  죽음에 관한 작품을 선택한

점이아쉬웠다고심사평을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6일 오

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

린다

현대합창 기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원주시립합창단 정남규(사진)

상임지휘자가함께한다

연주회는 현대 모테트 Missa bre�

vis 한국가곡 Jazz합창 4개스테이지

로구성됐다

레퍼토리는종교중심의전통미사곡과

달리 작곡가의 개성을 만날 수 있는 현대

미사곡 Klavier mess윤동주시 서시

김재명시에정남규지휘자가직접멜로디

를부친 그리움  사운드오브뮤직OST

It might as well be spring 등 다양한

곡을만날수있다 티켓가격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현대합창기행

16일 문예회관소극장

전남여고 제27회 광주학생연극제 3관왕

중장년층 대상

문화 프로그램

풍성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경자씨와재봉틀

전통문화관

액티브시니어전통음식특별강좌

조선대미술관

행복한노년을위한미술산책 광주문화재단문화예술프로그램 경자씨와재봉틀의 하나로지난 1일 양림동에서진행된 봄나들이떠나는경자씨 참여자들이

소녀시절포즈를취하고있다 광주문화재단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