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제20601호 ��
전북전남

젠트리피케이션을막아영세상권을보

호하면서도심을활성화하기위한움직임

이확산하고있다

12일정읍시에따르면정읍시태평로건

물주 협의회는 이날 태평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가를 빌려

쓰는 상인에게 최소 10년간 사용 권한을

보장해주기로했다

또임대료를현재시점에서10년간동결

하고 이후 인상률도 9% 이하에서 정하기

로 했다 태평로 상가의 20개 건물 34개

점포 가운데 11개 건물 18개 점포의 건물

주가참여했다

이번 협약은임대료상승으로자영업자

들이다른지역으로내몰리는현상인젠트

리피케이션을막고상권의활성화도꾀하

기위해추진됐다

정읍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새암로 상

권 지난 2월쌍화차거리상권건물주들과

도비슷한내용의협약을한바있다 정읍

시는 남은 주요 상권인 중앙로와 연지동

일대의건물주들에대해서도협약참여를

설득할계획이다

순천시시민로중앙시장과성동초교인

근건물 2곳에둥지를튼청년창업챌린지

숍 청년 100도 지역민과 순천시 청년들

의고민과열정으로만든공간이라는점에

서비슷하다

최대중심가였지만광양과순천신대지

구에생긴대형아울렛과할인마트로일대

아웃도어용품점 등이 무더기로 빠져나가

면서 도심 공동화가 빚어지던 상황 주민

들은 원도심활성화 방안을 위해머리를

맞댔다

주민들은 보증금을 없애고 5년 간 임대

료(100만원)를올리지않기로했다

순천시도임대료의 60%를 지원하며아

이디어를갖춘청년상인들을모집해상가

를채우는데힘을보탰다

이들 청년들도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100도의 열정으로 100개 점포를 만들어

청년들의 든든한 빽(100)이 되겠다는 공

동체적슬로건을내걸고운영에들어갔다

현재 6명의 젊은이들이 직접 디자인하

고만드는맞춤형여성의류매장 꽃과 어

우러진 플라워 카페 빈티지 제품을 판매

하는 상점 젊은 감성이 가득한 스테이크

전문점 건강식이유식과친환경로컬푸드

를활용한간식판매점 순천관광지를그

려넣은 수제초콜릿계절과일 판매점 등

젊음의감성으로가득한가게를내놓고손

님들을만나고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영세

상인들은안정적으로 영업하고 건물주들

은 점포가 비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부

담을 덜게 됐다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

한지원방안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parkks@

순천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정읍태평로건물주협의회

10년 사용권임대료보장

순천시청년상인임대료지원

영업안정통해상권활성화

미래의 스타를발굴하는스타오디션

페스티벌인 제 1회 메이플스타가 오

는22일정읍시정읍사문화공원에서열

린다

대회는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는 케

이팝(KPOP) 부문 개그 부문 연기

부문등으로나눠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K스타방송의KSTAR

뮤직프로그램에출연할기회를준다

현재서류와동영상심사를통해 1차

예선합격자를선발했으며오는12일과

13일에 2차예선을치른다

정읍시 관계자는 재능이 있는데도

마땅히 도전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청

소년들이대거몰리고있다고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미래 슈퍼스타다모여라

정읍메이플스타오디션

22일 정읍사문화공원

국내 최고의 명창들이 한 무대에 오

르는 2017 대한민국 판소리축제가 오

는14일부터이틀간고창군고창읍성과

동리국악당에서열린다

동리신재효선생탄생 205주년을기

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송순섭

김일구 정순임 조통달 유영애 왕기

석 이난초등당대최고의명창들이총

출동해판소리의진수를보여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

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과 그의 제자

들은춘향가완창에도전한다

거문고 산조의 김무길 아쟁의 이태

백등국악분야의명인들도자리를함

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재효 선생을 재

조명하고 판소리의 문화예술사적 가치

를 널리 알리려는 축제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phj@

최고의명창한자리에 대한민국판소리축제

1415일 고창서열려

영세 상인 임대 지원도심 활성화 꿈꾼다

정읍시는 12일태평로건물주협의회와태평로상가임대료안정

화협약식을체결했다협약을계기로젠트리피케이션을막아상

권의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읍시제공

최근순천도심활성화및청년일자리창출등을내걸고문을연

청년 100 가게앞에서청년순천시관계자등이화이팅을외치

고있다 순천시제공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진도관매도에

서메밀꽃축제가 14일열린다

23ha크기의메밀밭을중심으로이틀간

이어지는축제는체험마당 장터마당으로

나뉘어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메밀묵 메밀떡 메밀

과자만들기등을체험할수있다

윷놀이와제기차기등관광객들과하나

되는전통민속놀이등도즐길수있다

장터마당에서는 관매도에서 생산된 톳

과 미역 등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로

컬푸드장터가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또 축제 참가자들 모두 메

밀가루와메밀차등도맛볼수있다

관매도는진도항(팽목항)에서 여객선으

로 1시간 30분정도거리다

진도군관계자는12일 일상에지친관람

객들에게아주좋은힐링의기회가될것이

라고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관매도메밀꽃축제로힐링여행오세요

내일개막체험즐길거리다양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앞두고있는

해남 대흥사가 자연과 문화 자원을 4계절

콘텐츠로구성한산사체험프로그램을마

련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해남군과 공동으로

1415일 추(秋) 붉은 단풍 속 초의선사

와의만남을주제로문을연다

대흥사 일지암에 은거했던 다성(茶聖)

초의선사의사상과차문화관련강의 대

흥사와 일지암 답사 다포 만들기 다식과

차체험등으로꾸며진다

다음달에는 겨울 프로그램 동(冬) 북

미륵암마애여래좌상에말을걸다가 이어

진다

국보 308호인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을

주제로 산사 음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

행될예정이다

내년봄과여름주제는각각 춘(春) 푸

릇푸릇돋아나는호국의열정 하(夏) 구

곡유수물에취하다다

해남박희석기자dia@kwangjucokr

해남대흥사 4계절산사체험

내일가을프로그램시작

국내 최대무형문화재축제열린다2629일 전주국립무형문화원

줄타기판소리농악

전해오는전통기술과예술인무형

문화재를한자리에서경험할수있는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전주국립무

형유산원에서개최된다

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열리는무

형문화재대전의 이번 주제는 대대손

손(代代孫孫)으로 선조가 물려준 무

형문화재의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자는취지다

세부행사는전시공연체험학술

등 4개분야로나뉘어 10여개프로그

램이진행된다

전시 중에는 인간문화재 100여 명

이 만든 작품 250여 점을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관 국가무형문화

재를 종목별로 설명하고 전승 과정

을 영상과 그래픽 등 시각자료로 표

현한 주제관 등이눈길을끈다

공연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하다

남궁연 감독이 연출한 시간의 단면

은전통연희를현대적으로재해석해

보여주는작품이다 무형문화재이수

자들과 함께 국립발레단 단원 밴드

크라잉넛이무대에오른다

이외 강강술래아리랑택견 등 유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 공연

과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공연도펼쳐진다

아울러 전통 팔찌와 손거울 만들

기 처용무와 강강술래 배우기 등 체

험프로그램이운영되고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재와 도시의 지

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

1회 세계 무형문화재 포럼도 개최된

다 박성천기자 sk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