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에있는의지잃지말자

그의함성이들리는듯

독립정신일깨우신애국심은

절의지향(節義之鄕)의명성으로

충절의고향을지키시는신태윤선생.

3 1공원을지킨다

-백당신태윤선생동상

김숙희

전남관광디카시 웃음꽃전남

문화 132022년 7월 18일 월요일

곁눈도못팔았다저만큼나비훨훨날아올라도

산딸기익어붉어도그대만생각했다

쇠놋재거기올라한식경쉬며그대그윽히바라본다

투구산이지키고있어도그대에게간다청해그푸른

바다가가로막아도그대에게간다

기다린적이없이바다가육지되기를

사람이갈매기되길기다린적없이

그대눈썹한줄내걸고

내눈썹한줄내걸고

물위를걸어서이백한개그대핵세포

그청보석섬들까지해무리굽으로건너며

동백붉은피로선상굿판벌릴려는그대에게간다

화흥리거기쯤꽃불지진서러운가슴을뉘이거나

지국총지국총어사와어사와저시리도록푸른물밑

용궁으로가서어얼싸껴안을내사랑완도

그대에게간다

영화보고, 책만들고…여름방학즐겨요

ACC시네마테크,고전애니상영

화순향교,에세이북만들기운영

금호평생교육관,체험프로그램

7월여름방학을맞아온가족이함께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홍길동 등 고

전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대동문화재단은

작가와함께하는북클래스를진행한다.도서

관별로다양한체험프로그램도열린다.

◇한국고전애니메이션복원작상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시

네마테크정기상영회 7월프로그램으로디

지털로복원한4편의 한국고전애니메이션

복원작 상영을진행한다.

오는28 29일오후 3시 7시ACC문화정

보원극장3에서선보이는한국애니메이션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복원

작프로젝트1탄이다.상영작모두심층기계

학습기반인공지능을활용한포케이(4K)급

으로심화복원돼더욱뚜렷한영상과풍성한

음향을선사한다.

첫날엔한국최초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

홍길동 과속편 호피와차돌바위 를만날

수있다. 홍길동 상영 뒤엔 부천국제판타

스틱영화제모은영프로그래머와한병아감

독을 초청, 관객과 한국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를나누는시간도준비했다.

29일엔한국의대표적인만화캐릭터 아

기공룡둘리-얼음별대모험 과스톱모션애

니메이션으로제작한 콩쥐팥쥐 가스크린

에오른다.오는10월에진행하는2탄에서는

독고탁:태양을향해던져라 와 로보트태

권V 를 상영한다. 어른에게는 동심으로 돌

아갈 수 있는 추억을, 아이에겐 전래동화의

재미와새로운상상력을선사할것으로기대

된다.

ACC시네마테크정기상영회 는지난달

전주국제영화제교류전 을시작으로올 12

월까지지역에서쉽게 만날 수 없는 작품과

국내유수국제영화제의화제작들을소개한

다.영화는선착순으로관람할수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

go.kr)에서확인가능하다.

◇나만의에세이북만들기

화순향교에서는 나만의 에세이북 만들

기 북클래스가열린다.

화순향교 연중 문화강좌 365 예술학당

의여름특강인 북클래스 는장편소설 취

향입니다존중해주시죠 와단편집 머리위

를조심해 의저자이수진작가를강사로초

청해나만의에세이를쓰는수업이다.

이수진작가는광주출신의젊은소설가로

조선대문예창작학과를졸업,현재연세대학

교일반대학원비교문학협동과정에재학중

이다. 이작가는 2009년무등일보신춘문예

로등단한이후 2012년제4회중앙장편문학

상을수상하며한국소설을이끌어갈신예작

가로주목받은바있다.

개강일은오는8월8일이며매주월 수 금

요일에걸쳐총8회운영될예정이다.수강료

는무료다. 다만, 에세이북제작비를포함한

일부재료비는수강생이부담한다.

수업은매회차당작가의 1대1 맞춤피드

백으로진행되며프로그램을통해제작되는

에세이북 은종강후수강생 1인당 10권이

지급될예정이다.

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내용은화순향교

홈페이지(www.hwasunhg.co.kr)와㈔대

동문화재단홈페이지(daedongc.com)에서

확인할수있으며 수강 신청은 인터넷 접수

(forms.gle/jjUYjN8kbBY5fowz6)와 전

화접수(대동문화재단문화사업부 062-674

-6567)로진행된다.

◇여름방학체험프로그램

금호평생교육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8월 13일 매주 토요일 청소년 체험프

로그램 여름방학의혜택 을운영한다.

여름방학의혜택 은방학중청소년의효

율적인시간활용과진로체험활동을지원하

기위해마련됐다.특히초 중학생을대상으

로▲수제과일청▲모기퇴치제&천연버물리

▲민화부채▲나무쟁반만들기강좌를총 6

회진행한다.참가비와재료비는무료다.

참가신청은오는21일부터교육관홈페이

지에서선착순접수로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평생교육관 홈페이지

(lib.gen.go.kr/geumho/)를 참조하거나

운영과로문의(062-360-6635)하면된다.

/최진화기자

청강창극단,창극 우리읍내 공연

26일장성문화예술회관

㈔청강창극단이오는 26일오후 3시 7시

30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창극 우리읍

내 막을올린다.

창극 우리읍내 는 손톤 와일더의 희곡

OURTOWN(아워타운) (1938)을각색,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장성읍내를배

경으로한다.

1막은일상생활, 2막은 사랑과 결혼, 3막

은 죽음이다. 극을 따라가면 평범했던 우리

의일상속에삶의진리가있다는것을깨닫

게된다.

장성군민의 노래, 장성민간전승소리 베

틀노래 를차용하고,토속어사용, 전통소리

와현대음악의구성등장성읍내의정서를살

리기위해다양한연출을시도했다.

㈔청강창극단 박세연 단장은 국가무형문

화재제5호판소리고법이수자, 전북무형문

화재제2호심청가이수자, 전남대학교소리

문화연구소 연구원, 인동초 전국 국악대전

대통령상수상등다수의수상경력을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창작국악뮤지컬 꽃가마

타고 , 2020년가족극 별을따다 창작소리

극 심청물속을날다 , 2021년가족극 일

곱색깔무지개 등매년창작작품을선보이

고있다.

박세연 단장은 우리읍내 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그러면서가족을볼수있는기회가

됐으면한다 면서 무더운여름공연장을찾

아마음따뜻한시간이되길바란다 고말했

다. /이나라기자

홍길동 아기공룡둘리-얼음별대모험

창극 우리읍내 공연장면 /(사)청강창극단제공

내사랑완도

오소후

독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