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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정윤량, 이하 센터)는 10월 마지막 주를 ‘공익상상주간’으로 지정, 2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곳

곳에서 일정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공익상상 주간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구성되어 활동중

인 ‘공익상상기획단’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먼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평에서 진행되는 동네마실 ‘유적테어링’은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남평향교, 죽림사,

문바위 등 남평 지역을 두루 둘러보고 기록하는 형식의 행사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30일 오후 7시부터는 빛가람동 소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상영 및 ‘진모영 감독과의 토

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영화행사는 별다른 참가신청 절차가 없어 영화와 토크콘서트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마무리 행사인 ‘10월�, 늦가을 상상장터’는 3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빛가람 중앙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역과 마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참여하는 장터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파는 ‘소소한 플리마켓’,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 ‘버스킹’의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윤량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나주시민인 공익상상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일반 주민들이 만

나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익상상마당 행사가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센터 고유의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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