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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좀처럼만나기어려운유명해

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가을

밤에더없이어울리는바흐의 첼로 무반

주 모음곡과 원전 악기로 연주하는 바로

크음악을들을수있는귀한기회다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는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다 지난 2008년 약관 스무살

의한국계첼리스트가이유명오케스트라

의첼로수석으로발탁됐을때전세계음

악계가깜짝놀랐다

독일최연소첼로수석으로이름을올린

주인공은첼리스트이상엔더스(28) 그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피아니스

트인 독일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한국의 대표 작곡가 윤이상의 이름에서

따왔다 9살 때 첼로를 시작한 그는 12세

때프랑크푸르트음대에서미하엘잔데를

링을사사하며본격적인첼리스트의길을

걷기시작했다

4년간슈타츠카펠레에서활동한후독주

자로활동하기시작한그는쥬빈메타크리

스토프에센바흐 정명훈등세계적인마에

스트로들과협연하며경력을쌓아왔다

이상 엔더스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됐다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침묵그너머의바흐를통해서다 이번공

연은최근내놓은두번째음반 바흐무반

주첼로모음곡 발매를기념한연주회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곡 전곡을

들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제 1번과 5번 6번

을만날수있다 티켓가격전석 3만원 문

의 0623608437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공

연도 대기중이다 광주 출신 바로크 바이

올리니스트 김진씨가이끄는무지카글로

리피카공연이다무지카글로리피카는지

난 5월광주드맹아트홀에서첫공연을가

져깊은인상을가졌다당시 4명의연주자

가바로크바이올린 바로크 플루트 비올

라다감바 쳄발로등광주에서보기어려

운 원전 악기로 연주한 바로크 음악들은

색다른감흥을전했다

바로크 역사(The History of

Baroque)를 주제로 오는 26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열리

는 이번 고음악 연주회는 10여명의 연주

자가 호흡을 맞추는 본격 앙상블 공연이

다 특히테오르보 바로크기타 비올로네

등 생소한 고악기를 만날 수 있는 의미있

는음악회이기도하다

지난 2002년 한국 최초의 바로크 바이

올리니스트 김진이 창단한 무지카글로리

피카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프로젝트팀을

구성 활동하고있다

이번 공연에는 바로크 바이올린의 김

진김윤경오영근알렉세이 카노브 바

로크 비올라의 김재윤 바로크 첼로의 이

현정 비올로네의 토모키 수미야 테오르

보의헤지나아우바네즈 쳄발로의벤자민

알라르 리코더의 무추유키 모토무라 메

조소프라노한해주가출연한다

연주레퍼토리는 1718세기에걸친다

양한작곡가의곡으로꾸며바로크음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마테스의

아리아 아모로소를 시작으로 팔코니에

리 마리니 등다소 생소한작곡가의음악

을 들을 수 있으며 비발디의 신포니아 G

장조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E장조헨

델의 아홉개의독일어아리아 등을선사

한다 티켓 가격 전석 5만원 문의 02

64043569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이상엔더스

가을엔 금호아트홀에서클래식의秋억을

무지카글로리피카

26일 무지카 글로리피카 고음악 앙상블 공연

29일 첼리스트이상엔더스 바흐 무반주첼로모음곡

아직도살아숨쉬는역사를만날수있는퓰리처상사진전이

광주에서열린다

공연마루등은 11월30일까지광주문화예술회관전시장에서

순간의역사 끝나지않은이야기퓰리처상사진전을개최한

다

1998년과 2010년에이어한국에서세번째로열리는퓰리처

상 사진전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6월24

일9월14일)에이어광주에서열린다

퓰리처상사진전은 언론의노벨상이라불리는퓰리처상의

보도사진부문이시작된 1942년이후의역대퓰리처상수상사

진들을 연도별로 소개하는 전시다 특히 각 사진에는 해당 장

면을포착한사진기자와의인터뷰내용을바탕으로한설명이

따라붙어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준다 작품이 주는

감동뿐만 아니라 그간 지구촌의 주요 뉴스와 근현대사를 한

눈에살필수있다

이번전시에는역대퓰리처상수상작품 198점과함께퓰리처

상수상작가인맥스데스포의한국전쟁작품 36점등모두 234

점의작품이전시된다또오스왈드가 JFK를저격할당시사진

을찍은로버트잭슨이직접사건을재구성한다큐멘터리 충격

의순간 4번의퓰리처상을받은여성사진가캐럴구지의인터

뷰 독수리가굶주림에지친여자아이를노리고있는사진으로

퓰리처상을받고스스로목숨을끊은케빈카터의다큐등도함

께전시된다 관람료는성인 1만2000원 중고생 1만원 초등

유아 8000원이다 문의 01099922300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순간의역사 끝나지않은이야기

로코 모라비토 작 생명의 기적 1968년 퓰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은전선가설공톰슨이작업도중전봇대에서감전으로의

식을잃은동료챔피온에게인공호흡을하고있는찰나를담은

사진이다챔피온은이날동료의도움으로생명을건졌다

광주에서퓰리처상사진전

11월30일까지문화예술회관

나오키 하쿠타니& 박재연 듀오 피아노

콘서트가 23일오후 7시30분유스퀘어문

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그대를 생

각하며에 의한 6개의 변주곡 브람스의

16개 왈츠 작품 39 카챠투리안의 칼의

춤 생상스의 죽음의무도 볼컴의 에덴

의 정원 글라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

한 4개의 무브먼트 뽈랑의 두대의 피아

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다

선화예고를거쳐서울대텍사스오스틴

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박씨는현재조선

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일본계

미국피아니스인나오키하쿠타니는인디

아나 대학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오스틴

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현재아칸사스

대학피아노과교수및순천대피아노학과

객원교수로재직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 일신홀과 22

일순천대 70년주견기념과우석대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전석 2만원 문의 010

243173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나오키 & 박재연듀오피아노콘서트

오늘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인생이란 조그만 바둑판과 같다!

바둑판기실너죽이고나살자는전쟁

판이아닌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4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

출신 만화가 윤태호<사진>를 초청해

2014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

학 여섯번째강좌를진행한다

만화적 기발함과 해학으로 분노의

정당성을역설해온윤태호는이날 본

질을 찾아가는 미생에서 완생으로를

주제로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해 이야

기할예정이다

윤태호는 현재 세종대 만화 애니메

이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서로

는 미생 혼자자는남편 연씨별곡

수상한 아이들 로망스 이끼 등이

있다 문의 062600197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만화가윤태호초청

치유의인문학강좌

내일광주트라우마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