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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다양한 문화 향

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26

일찾아온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야간 개장을 비롯

해다양한이벤트를마련한다 밤 9시까지

운영하며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

다 오후 6시 이후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

입하는 관람객에 한해 특별 할인 혜택(어

른 9000원청소년 4000원어린이 2000

원)도 제공한다 또 오후 6시 이후 1137

1012522016번째로 입장권을 구입한 관

람객에게도록(판매가 4만원)을 증정한다

오후 6시20분에는광주비엔날레광장에서

드론을활용한미디어아트가상영돼분위

기를띄울예정이다 문의0626084224

양림동 일대에서는 올해 마지막 1930

양림쌀롱이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호랑

가시미술관에서는 영화 해어화를 상영

하며전찬일평론가와함께하는영화토크

를 진행한다 515카페에서는 오후 6시7

시 어쿠스틱플레이 공연을 무대에 올린

다 선착순 5명에게는인물일러스트를그

려주는이벤트도함께한다

오후 6시30분8시 작곡가 겸 피아니스

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규가 양림동의

풍경을 주제로 한 피아노 모음곡 양림의

거리를직접연주한다 오후 7시30분부터

는모던걸과함께하는야간투어가이뤄진

다문의 07042395040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후 7시30분

부터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날은

30년간백석을짝사랑해왔다는시인안도

현이 시인 백석을 통해본시대정신이라

는주제로강연을할예정이다 문의 062

9608833

같은 시각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와함께하는

FunFun Classic이 무대에오른다 입장

료 1000원 문의 0626544317

광주문화재단은 낮 12시20분부터 빛고

을시민문화관 앞 광장에서 그레이스 플루

트 앙상블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를 진행

한다 노르웨이 민속음악과 영화 사운드

오브뮤직OST 흑인라틴음악등을연주

할예정이다 아빠의청춘 남행열차 등

트로트메들리등을플루트연주로들려주

는무대도선보인다 문의 0626707945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는 오후 3

시부터 어쿠스틱앙상블 재비가 출연해

청춘을 주제로 전통악기를 연주한다 황

진이의시조 상사몽에 음을 붙여 사랑에

대한 감성을 보여주는 전통가곡 공연 자

유로운해금선율과리드미컬한피아노연

주를 감상할 수 있다 너덜마당에서는 30

일까지 무등울림축제 행사의 하나로 연

극합창밴드 공연과 주말 국악대제전이

진행된다 문의 0622321599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는 오후 5시30

분부터 아름다운유스퀘어음악회가진

행된다 퓨전재즈 앙상블 재즈홀릭이 참

여해우리귀에익숙한음악들을기타리스

트와 밴드 합주로 선사한다 기타를 비롯

한 건반 베이스 드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들로 Outlet Blues for Narada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응모함에 명함을 넣

으면 추첨을 통해 금호아트홀 동산아트

홀에서열리는기획공연초대권을증정하

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문의 062360

8431

광주시립미술관은오후5시부터광주정

신을소재로세계적미술활동을하고있는

정영창 작가와의 토크를 진행한다 또 인

디언 수니의 통기타 연주도 함께 감상할

수있다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는 이효원 전남

대건축학부교수가강사로나서 건축 시

대정신으로 행해진 상상의 실현 인문학

강의를진행한다문의 0626137153

그밖에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오후7

시국악기체험을무료로즐길수있고광

주시립사직도서관에서는 오전 10시30분

부터 김기윤 작가의 엄마와 크레파스 새

를 부르다 전시 해설이 열린다 계림꿈나

무도서관은 오전 10시30분부터 종이접기

와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하며

오후 4시부터는영화 주토피아를상영한

다 문의 0626082327 산수도서관은 색

깔 도깨비 동화 구연을 광주시립민속박

물관은 공기놀이 칠교놀이 딱지치기 체

험을준비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이올린 피아노첼로가어우러진

어쿠스틱 카페의 음악은 언제 들어

도좋지만역시가을에들어야제맛이

다 특히 그들의 대표작인 Last

canival에서는 쓸쓸한 가을날 분위

기가 물씬 묻어난다 또 잔잔한 느낌

의 long long ago hope for to�

morrow 등도 친숙한 멜로디로 위로

를 전한다 드라마 OST와 광고 등에

도많이삽입돼많은이들에게친숙한

곡들이다

2008년 첫내한공연후많은이들

의 사랑을 받아온 어쿠스틱 카페

가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 27

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

화관

프로젝트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

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키보디스트

츠루 노리히로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 첼리스트 마에다 요시히로가

결성한단체다 이름처럼음악을사랑

하는 뮤지션들이 카페에 모여 자연스

럽게 연주를하는 그룹으로 딱히 뮤지

션이고정되어있지는않다

이번 공연에는 리더 츠루 노리히로

와첼리스트아야코 피아니스트데라

다시호가함께한다

멤버들이직접작곡한작품부터클

래식 영화음악 팝 뉴에이지 뮤지

컬 탱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들은지금까지한국에서발매된음

반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왔

다 특히 지난해 발매한 앨범에는 푸

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못 이루고 등과 함께 보너스 트랙

으로 목포의눈물과 비목을싣기도

했다

마음 속 현을 연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이번공연에서는 어쿠스틱카

페의 오리지널 곡인 Last canival

long long ago 최근 발매한 라스

트 카니발 수록곡를 비롯해 그들의

대표작을만날수있다

티켓가격 7만7000원 5만 50000원

3만3000원 문의 02338351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비이올린피아노첼로프로젝트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 광주 첫공연

27일빛고을시민문화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

포럼(회장손정연)이 제5차 아문도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 26일김대중컨

벤션센터 2층회의실

7대문화권사업활성화방안을주

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송진희 교

수(호남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성

구 대표(도시문화집단CS)가 주제발

표를 한다 이어 김옥자 의원(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김옥조편집

국장(광남일보) 남호정 교수(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 이기훈 상임

이사(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황병

하교수(조선대아랍어과)가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광주시와 (사)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이번이슈포럼

에 이어 11월에는 시민참여 대토론회

를개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담론을 2차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062

6112427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10월을붙잡고싶나요? 1930양림쌀롱에오세요

문화가있는날을맞아오는27일 1930 양림쌀롱 올해마지막행사가열린다

내일 문화가있는날

광주비엔날레야간개장

광산문화회관인문학콘서트

아름다운유스퀘어음악회

광주음악협회(회장 김유정)가 주관주

최하고 광주예총이 후원하는 제27회 광

주음악제가오는 29일광주문예회관소극

장에서두차례열린다

오후 3시 공연 실내악 페스티벌은 올

해광주음악제에참여하고싶은실내악단

체들과외국에서음악공부를마치고귀국

한 신인들에게 출연 기회를 주기 위해 공

모를통해출연자를선정했다

출연자는 크로이츠 피아노트리오 투띠

앙상블 소프라노윤한나사윤정첼로이

대로바이올린박승원 플루트나리 오보

에박영근 피아노동수정이인현심관섭

등이다

오후 7시30분 공연 한국의 4계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다시 봄은 한국 가곡

들을 여러가지 버전과 컨셉 아름다운 영

상이 어우러진 무대다 광주음악협회 분

과위원장인 피아니스트 이상록과 소프라

노 유형민이 기획연출하고 구희영 김현

옥 승지나 국송이가가곡편곡자로참여

했다

각계절마다여러색깔의음악들이다양

하게표현되며전공음악인들과음악애호

가들 음악동아리 단체들이 함께 어우러

지는무대다

소프라노 구성희유형민 바리톤 염종

호 피아노 장효중이상록박지현 칸타

빌레중창단 강윤숙 재즈밴드 조선대학

교 교수합창단 고수 한정민 광주음악협

회 관현악앙상블(바이올린 김도연 박승

원 비올라 김현경 첼로 윤소희 플루트

최은선 클라리넷구희균 바순인해비)등

이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26253144 0103625511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내일 DJ센터에서 제5차 아문도시이슈포럼

실내악 페스티벌한국의 4계제27회 광주음악제

29일 광주문예회관소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