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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만나고가족영화보러도서관놀러와!
12~18일광주시립도서관등도서관주간강연 체험 전시운영

인형극 그림책아트공예 독립운동가테마도서전도열려

일곡도서관의지난해도서관주간행사장면. <일곡도서관제공>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도서관주간을

맞아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을

비롯한 각 구청 구립 도서관 등 공공도서

관에서는강연,체험,전시등다양한프로

그램이운영될예정이다.

도서관, 어제를담고오늘을보고내일

을 짓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는다채로운독서문화체험에초점이맞춰

져있다.

먼저, 시립도서관인 무등도서관에서는

12일 파리에서온이메일의저자정종제

행정부시장의특강을시작으로 13일과 14

일 넛잡2 와 부니베어 등가족영화를상

영한다.이어 여성작가들의책및몽골관

련자료전시 (12~18일), 회색인간의김

동식 작가의 글쓰기로 바뀐 내 인생

(16일)이예정돼있다.또한 가족전래놀

이 한마당 (13일), 필사적 책읽기 (12~

18일)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062-613-7752.

사직도서관에는 가족 숲 체험 (13일)

등모두 10개프로그램이마련돼있다. 행

사기간 1층로비에서 광주전남지역시인

시집 테마도서전시가열린다. 또한 흙

과 도구를 활용한 도자 메모꽂이 만들기

(17일), 증강현실로만나는동물친구들

(12일~18일) 등 9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문의062-613-7772.

산수도서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테마도서전

(12~20일)이눈에띈다.이번도서전은임

시정부수립과 연관된 독립운동가들의 책

을한자리에서볼수있는기회다.또한과

월호 잡지를

배부하는 이

색적인 행사

는12일첫날

펼쳐질 예정

이다.이밖에

빛그림자인

형 극

(12일), 캘

리그라피로

독서명언액자만들기 (16일), 바느질작

품 전시 (30일까지)가 진행된다. 문의

062-613-7812.

서구 상록도서관에서는그림책 아트 공

예, 코믹마술쇼와 인형극 등이 펼쳐진다.

도서관주간에는대출정지구제및대출권

수를확대하며과년도정기간행물도배포

한다.이어 읽고만들고느끼고-그림책아

트공예 (13일), 코믹마술쇼&인형국-파

이도둑을막아라 (13일), 미우작가초청

공연-사탕괴물 , 고전은 왜 영원한가

(17일)등이예정돼있다. 문의062-350-

4580.

남구구립도서관도다양한문화프로그

램을 마련했다. 청소년도서관은 나비 조

명등만들기 (11일) 체험과 나만의책갈

피 만들기 (13일), 그림책을 빛그림으로

상영하는 구연동화 그림책 빛그림 상영

(14일) 등이 예정돼 있다. 푸른길도서관

은성격유형검사를통해자녀와부모사

이의관계형성에도움을주는 그림책, 꽃

으로태어나다 (13일)가진행되며문화정

보도서관은학부모를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너무친한내아이를위한통합독서를

주제로특별강연을연다. 문의 602-607-

2543.

북구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도 작가

와의만남등모두 17개행사를진행한다.

일곡도서관은 그림책 한 입만 아트프린

트를전시하는 원화전시-한입만展(전)

(24일까지), 일곡시네마로 영화 슈퍼배

드3 (16일)를 상영한다. 또한 과학 동화

할머니표 오렌지 비누를 읽고 천연비누

를만늘어보는 천연오렌지비누만들기

(18일)가 펼쳐진다. 문의 062-410-

6895.

운암도서관은 백석의 정본 백석 시집

등 30권을 만날 수 있는 테마도서전시-

봄, 시와 만나다 (18일까지), 우리 아이

마음읽기코너로 박연철작가와의만남

(15일),이지연작가의 이상한집을모티

브로 한 원화 전시 이상한 집 (30일까

지), 나만의 도서관카드지갑 만들기

(18일) 등을 진행한다. 문의 062-410-

6961.

광산구립도서관(장덕, 이야기꽃, 첨단,

신가, 운암어린이)도 도서관별로 다채로

운프로그램을준비했다.

장덕도서관은 공예 에코백 만들기

(13일), 캘리그라피 수강생 작품전시

(18일까지), 일상이 행복해지는 대인관

계기술 (14일)등8개프로그램이진행되

며(문의 062-960-3992), 이야기꽃도서

관은 그림책 어떻게 재미있게 읽을까

(13일)등이계획돼있다. 문의062-960-

6811.

첨단도서관과신가도서관도각각 가족

숲체험-도서관옆나무이야기 , 빛그림자

극상상여행 (17일) 등다양한행사를진

행한다. 문의 062960-8297, 062-960-

8291.

운남도서관에서는 정유정작가초정강

연 (17일)을 비롯해 도서아트프린팅 수

박씨 전시등이펼쳐진다. 문의062-960

-8302. 도서관별로행사일정을홈페이지

나전화를통해사전문의필수.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맨틱코미디연극 그남자그여자 .

로맨틱코미디연극 내모든걸 .

봄날로맨틱코미디연극광주찾는다

기분좋은극장 그남자그여자 내달 5일까지

충장아트홀 내모든걸 내달 19일까지공연

벚꽃흩날리는봄날,잔잔한감동과웃

음이있는로맨틱코미디연극 2편이찾

아온다.

개관10주년을맞은상무지구 기분좋

은극장 (광주시서구치평동)은 오는 5

월6일까지 로맨틱코미디 연극 그남자

그여자를무대에올린다.

이작품은방송작가이미나씨가2003

년쓴베스트셀러동명소설을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책에는 MBC FM 라디오

이소라의 음악도시에 방영돼 인기를

모은 101가지의사랑이야기가담겼다.

연극은 10년전서울대학로에서초연된

뒤꾸준한사랑을받았고광주에서는지

난2017년상연됐다.

1시간 40여분동안진행되는연극에

서는수줍은사내커플과풋풋한대학생

커플의사랑의시작,연애의갈등부터이

별과재회까지이야기가펼쳐진다.

라디오 PD 정훈은 자신의 프로그램

진행자선애를좋아하지만고백할용기

를 내지 못하고 옆에서 바라보기만 한

다. 선애 역시 성실한 정훈을 좋아하고

있었지만소극적으로자신의마음을표

현할뿐이다.선애의마음을눈치챈정

훈은용기를내서데이트신청을하고설

레는첫데이트가시작된다.

관객들은극진행에참여하며같은상

황같은장소에서서로다른남녀의속마

음을들여다보는재미를느낄수있다.

만 13세 이상 관람가. 전석 3만5000

원. 평일오후 8시, 주말오후 3시 6시,

월요일휴무(21일오후 4시, 28일오후

4시, 5월 6일(월) 오후 4시).

충장아트홀에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연극 내모든걸이광주관객을만난다.

이 작품은 30대에 청력을 잃은 천재

지휘자와이를돕는수화통역사의사랑

이야기를 1시간 30여분동안그려낸다.

어릴적부터각종음악콩쿠르상을휩쓴

건우는유능한지휘자로인정받던 30대

중반부터청력을잃어마음마저피폐해

져 간다. 그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위해

온방문교사이유는청각장애인인아빠

와함께살며가수의꿈을키운다. 이들

은티격태격다투면서점차서로에게마

음의문을열어간다.장애라는소재를무

겁지않게다루며다름에대한이해와공

감을이끌어낼예정이다.

극사이사이에수화와노래,기타연주

등다양한즐길거리가마련돼있다.배우

김기정, 한이연, 이원선이 각각 건우와

이유,다역을맡아열연한다.

8세이상관람가.전석3만5000원.평

일오후 8시, 토요일오후3시 6시,일요

일 오후 4시, 월요일 휴무(5월6일(월)

오후 4시). 문의1600-6689.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호남시조시인협회기관지 時調文藝 48호발간

정소파시인특집으로다뤄

호남시조시인협회 기관지 時調文藝

(제48호)가발간됐다.

時調文藝는지난 1969년정소파시인

(1912~2013)이창간했으며이번까지 48

호작품집을펴냈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정소파 시인을

다뤘다. 광주출신인정시조시인은 1930

년 개벽에 작품을 게재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57년동아일보신춘문에시

조부문에당선됐다.현대시조를개척한것

으로평가받고있으며호남시조문학회회

장, 한국시조시인협회고문을역임했다.

이번호에는 설매사 , 산창일기 , 불갑

사 , 금정암 등의 대표작이 수록돼 있어

정 시인의 작품세계

를가늠할수있다.

회원 작품으로는

2019년 광주일보 신

춘문예 출신 강대선

시인의 꽃자리 두

뼘 , 김산중 시인의

녹우당가는 길 , 김

옥중 시인의 겨울 , 김영석 시인의 다산

초당 , 박형동 시인의 물레방아 , 이보영

시인의 바람의 낙관 , 장민하 시인의 가

람이병기시조시인생가에들러 등의작

품이 수록돼 있다. 한편 작품집에는 호남

시조시인협회활동상황을보여주는다양

한사진도수록돼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윤미술관 토요문화학교 10월26일까지진행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토요일 문

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2019토요문화학

교 주말예술배움학교-펀펀 문화Dream

을 오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한

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협력으로진행되는이번프로그램은

미술관바로옆에위치한홍림교를콘텐츠

로 놀이, 지역문화, 문학, 예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이며,지역문화와다양한장르를

연계한스토리중심의창의적체험을제공

한다.

일명 배고픈 다리로 불리던 지역민들

의 추억의 장소이자 5 18 당시지역방어

를 했던 역사적 공간인 홍림교에 대한 공

간적 특색의 이해와 더불어 미술관 및 지

역 아동 가족들과 커뮤니티를 형성, 홍림

교 거점 개발과 브랜드 발굴의 기반을 구

축하기이해마련한프로그램이다.

1회차에서는참가초등학생을대상으로

모둠을만들고게임을통해홍림교에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며, 2~3회차에는

미술관과홍림교의공간적특색을현장스

케치 및 주민 인터뷰 탐방을 통해 탐색한

다. 4~7회는 유래를 담은 놀이, 스토리텔

링,북아트를D.I.Y제작하는체험으로구

성돼있다. 8회차에서는 참여 결과물들을

전시공유하는결과발표회를갖는다.초등

학생2~6학년을대상으로3기수8회차,총

24회를 운영하며 모집 인원은 기수당 20

명이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