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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박람회, 시민이 주인공인 프로그램 눈길

작성일 2021.09.23 11:13 등록자 공보과 조회수 231

 1.목포문학박람회, 시민이 주인공인 프로그램 눈길(박… 130 hit/ 58.1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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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향 목포시민 시낭송대회, 삼학도 크루즈선 선상 시낭송회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시민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
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0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를 형상화한 목포문학호를 타고 목포·남도·한국문학을 항해하는 주제관, 최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9개의 전시관, 한국문학의 거장
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4색문학제, 골목길 문학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문학박람회는 시민이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예향 목포 시민 시낭송대회’다. 목포문인협회가 시낭송대회는 목포 지역 최고의 시낭송가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다. 서툰 아마추어 시낭송가로 시작하지만 대회를 통해 목포 최고의 시낭송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시민 시낭송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참가
비는 무료이며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학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년 전 극작가 김우진이 살았던 동네의 골목길에서는 주민이 배우로 연극 무대에 선다. 김우진의 대표적 작품인 ‘이영녀’가 그것으로 
목원동 골목길 문학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목원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데 연습 과정이 라디오 방송
에 소개되기는 이색적인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목포시문학회가 삼학도 크루즈선에서 ‘선상 시낭송회’를 진행해 황홀한 밤바다에서 시를 낭송하며 감성을 자극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문학박람회의 주역은 시민이다. 문학박람회는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즐비하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
공적인 문학박람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홍미희(27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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