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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건강이 더 나빠지지만 않았

으면합니다 올해에는좋은작품을더많

이 그려 전시회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시

민들에게기쁨을주고싶어요

두려움에서용기를배우고 부끄러움에

서 자신감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을 낚는

다는역설의진정한의미를몸으로보여주

고있는화가박동신(57)씨

평생을그림에대한열정을불태우며살

아가고 있는 그는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왜소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될

수있을까? 어려서부터몸이불편한그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

는결국혼자서할수있는일이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해

예술가의길에접어들었다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는 젊었을

적에는 화실을 운영하며 학생들도 많이 가

르쳤다 그러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화가로등단작업에전념하고있다

영암에서태어난그는아버지의환갑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다가 마당 장독대 근

처에 가득 피어난 맨드라미를 발견했다

그때부터자신만의색깔을찾고자이십년

도 넘게 맨드라미만 그리고 있다 맨드라

미에 푹 빠져 있는 그는 아무리 많이 그

려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며 나의 붓끝에 피어나는 열정의 화신

맨드라미를 통해 이웃들의 삶에 온기와

희망을불어넣고싶다고말했다

그에게 맨드라미는 단순한 꽃이 아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상징이다 항상

맨드라미 옆에 등장하는 달은 몸이 불편

한 아들을 걱정하며 정화수를 떠놓고 달

을 향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나

중에서야등장한나비는불혹의끝자락에

국제결혼으로 얻은 그의 하나뿐인 희망

딸을의미한다

무릎관절과척추이상으로고통받아온

그는최근건강이악화하면서오른쪽몸에

마비증세까지 나타났지만 곧바로 왼손으

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

지않지만불편한몸을 불편하게여기는

마음을 비우고자 노력한다며 의욕을 보

인 그는 왼손으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면아직많은훈련이필요할것같다고덧

붙였다

장애를딛고그림에전념하고있는그는

어려운환경에도무료로전시회를열어화

제가 됐다 현재 광주 보건소에서 열리고

있는그의초대전 월계관의사랑은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보

건소에서 무료 전시회를 연 그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들께 보답하는 길은 오

직좋은그림을그리는것뿐이라고생각한

다고 말했다 또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그림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그림을그릴수있다는것

자체가행복이라며 죽는날까지손에서

붓을놓지않겠다고다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장애초월한붓끝세상에온기채워넣고파

선천적왜소증 그림으로승화

무료전시회 월계관의 화제

오른쪽마비되자왼손그림

광주시북구풍향동의작업실에서작품활동중인박동신씨그는최근우측반신마비로인해왼손으로그림을그리고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7 희망을쏜다

 장애인화가박동신씨

중국에서불어오는온난한공기의 영

향으로광주전남지역은주말까지포근

한날씨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5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 6일은동

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영향으로광주전

남은대체로맑은날씨를보일전망이다

미세먼지도많이사라져야외활동에좋은

날씨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주말인 7일에는남부지방과제주도가

차차흐려지고낮에제주도에서시작된

비가 밤부터는남해안으로확대될것으

로전망됐다

휴일인 8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

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12

mm)과비슷하거나조금많을것으로보

인다 기온은평년 (최저영하 4도0도

최고 5도7도)과비슷할것으로예상된

다 전은재기자ej6621@

광주시 서구는 이달 말까지 주소득자

의 실직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5일 밝

혔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기준 335만원)의 175% 이하이고 금융

재산보유액 500만원이하인가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115만원

의료비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정한다

긴급복지지원은실직사망행방불명

등으로가족가운데주소득자를상실하

거나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어 의료

비마련이어려운세대를돕는제도다

서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지원하려고 긴급지원 안내

현수막을도심곳곳에붙이기로했다동

주민센터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회의를

통해서도제도를적극홍보하기로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렵

거나 주위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

을 발견하면 광주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

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로연락하면안내받을수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서구 복지 사각지대가정찾아생계지원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이 2017학년도

정시모집원서접수를마감했다취업에유

리한보건계열경쟁률상승세는여전했다

전남대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을 마

감한 결과 1687명 모집에 6473명이 지원

해 384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전년도경

쟁률은 318대 1이었다 광주캠퍼스는

1365명을 모집(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

사통합과정 24명 포함)하는데 5145명이

지원해 377대 1을 여수캠퍼스는 322명

모집에 1328명이원서를내 412대 1의경

쟁률을보였다수의예과(124대 1)가최고

경쟁률을 나타냈고 의예과 일반전형(398

대 1) 해양바이오식품학과(60대 1) 에너

지자원공학과(50대 1) 환경에너지공학

과(457 대 1) 등취업전망이밝은이공계

과경쟁이치열했다

조선대는 1573명을뽑는데 5359명이지

원 3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 치

의예과(일반전형)이 10대 1로가장높았고

의예과는 659대 1로뒤를이었다 광주대

도 282명모집에 1047명이지원 평균 371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컴퓨터공학과

(130대 1) 보건행정학부(820대 1) 등에

대한수험생들의관심이높았다

호남대는 190명 모집에 810명이 지원

4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프

라임사업에선정되면서주목을받았던미

래자동차공학부는 7명 모집에 45명이 몰

려 64대 1을 기록했다 간호학과도 83대

1로전통적인강세를이어갔다

동신대는 318명을뽑는데1411명이지원

4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의예과

(1135대 1) 물리치료학과(943대 1) 유아

교육학과(825대 1) 외에 프라임 사업과 관

련있는 전기공학전공(88대 1) 등의 경쟁률

도 높았다 목포대는 606명 모집에 2318명

이지원 383대 1을기록했고광주교대(180

대 1) 전주교대(218대 1) 등으로집계됐다

한편 서울대는 963명 모집에 3968명이

지원 412대 1의경쟁률(전년도 374대 1)

을 보였고 고려대는 1137명 모집에 4684

명이원서를내 412대 1의경쟁률을기록

했다 성균관대는 921명을 모집에 5092명

이몰려 553대 1을기록했고연세대 483

대 1 이화여대 444 대 1의경쟁률을보였

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수의예과경쟁률 12대 1조선대 치의예과 10대 1

광주전남대학정시마감취업유리한보건계인기여전

포근한새해첫주말눈 대신겨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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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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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 동남동 1030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파고()
0510
1025
1020
15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1530

�물때

목포
0032 0742
1253 2005

여수
0825 0233
2126 1454

간조 만조

�주간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211 59 37 25 32 33 15

광 주 흐린뒤맑음

목 포 흐린뒤맑음

여 수 흐린뒤맑음

완 도 흐린뒤맑음

구 례 흐린뒤맑음

강 진 흐린뒤맑음

해 남 흐린뒤맑음

장 성 흐린뒤맑음

나 주 흐린뒤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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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맑아진공기

큰 추위 없어 야외활동하기 좋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41

해짐 1735
�� 1237

�� 0030

뇌졸중

감기

체감온도

광주시교육청은 5일 평준화지역 일반

계고등학교합격자를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전체 지원자 1만4368

명 중 1만 4227명(정원외 159명 포함)이

합격하고 141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

락자는 전년도 1만 6665명 중 377명이 불

합격했던것에견줘다소감소했다

내신성적을 토대로 한 합격선은 94

03%로 전년도(901%)보다 낮아졌다 학

령인구감소로지원자규모가전년도보다

2297명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청설명이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순천 지역 평준

화 고교에 원서를 낸 6744명 모두 합격했

다 전남은학생수가줄면서지원률이전

년도(980%)보다 감소한 943%에 머물렀

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일반계고합격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