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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독주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

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양씨는 이탈리

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자 나

르디니의 콘체르토 e단조 헝가

리 민속음악의 향취를 느낄 수 있

는 바르톡의 랩소디 1번을 들려

준다

또 프랑스의 흥겨운 춤곡 가보트

를 론도 형식으로 작곡한 바흐의

파르티타 3번 E장조 바이올니스

트로도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남긴

파가니니의기교를느낄수있는 카

프리스 20번 D장조 서정성이돋보

이는 브람스의 소나타 2번 A단조

를들려준다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4차례

나 수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난

양씨는 광주예고에 전교수석으로

입학 후 호주 퀸즐랜드 국립음악원

에 장학생으로 조기입학 우등졸업

했다 또 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취득했다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차

례참가해샤함장학금등을받기도

한 양씨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영

재원 광주예고등에출강했으며현

재는 목포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

치고있다저서로 바이올린에튀드

연습하기이있다

피아노 반주는 연세대 음악대학

출신으로맨하튼음대반주과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홍지영씨가 맡았

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

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어느덧 2016년이 불과 한달여를 남겨놓

고있다 최근에는음주가무로얼룩진왁자

지껄한 송년회보다는 공연을 즐기며 차분

하게연말을보내는사람들이늘고있다

12월 광주에서는 조용필 국카스텐 등

인기 대중가수부터 언더그라운드 밴드까

지다양한콘서트가관람객들을기다리고

있다 친구 가족 또는지인들과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서트를 소

개한다

가왕 조용필이 광주를 찾는다 12월3

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조용필&위대한탄생 전국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조용필은 추억 속의 재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단발머리 고독한 러

너 등을젊은감각으로새롭게편곡한곡

들을 들려준다 움직이는 무대와 함께

1980년대부터 함께 활동해 온 밴드 위대

한 탄생과의 절묘한 호흡을 볼 수 있다

VIP석 14만3000원 R석 13만2000원 S석

12만1000원 A석 9만9000원

경연프로그램 MBC 복면가왕에서 우

리동네음악대장은 9연승을하며올가요

계에서 가장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밴

드 국카스텐 보컬 하현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카스텐 공연은 표가 금세 매

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카스텐

연말 전국투어 HAPPENING이 10일

(오후 7시) 염주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복

면가왕 이후로 TV 출연 사인회 등은 자

제하고 있기에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

는 기회는 콘서트뿐이다 스탠딩 11만원

지정석R 11만원 지정석S 9만9000원

장윤정은부모님세대들이가장좋아하

는가수중하나다 지난 10년사이장윤정

콘서트티켓은인기있는효도선물로떠올

랐다 장윤정이 스위트타임을 주제로 10

일(오후 37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

주시민들을 만난다 어머나 올래 초

혼 사랑아 등 대표 트로트곡을 함께 부

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VIP석 11만

원 R석 9만9000원 S석 8만8000원

장윤정이 부모님세대라면 이문세는 중

년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이문세는광주여대유니버시아

드 체조경기장에서 연말콘서트 The

Best를 연다 붉은 노을 소녀 휘파

람 등 인기곡명을 좌석명으로 이름 붙인

점이 특징이다 R석 13만2000원 S석 12

만1000원붉은노을석 11만원 소녀석 9만

9000원 파랑새석 8만8000원 휘파람석 7

만7000원 시야장애석 9만9000원

가수이적은그동안소극장공연으로관

객들을 만나왔다 올 1월에도 광주문예회

관소극장에서공연하는등지난해에만전

국 12개 도시에서총 66회 공연을하며전

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 이적이 이번에는

대규모 공연을 선보인다 17일 오후 7시

염주체육관 전국투어 콘서트 울려퍼지

다 압구정날라리 하늘을 달리다 왼

손잡이 다행이다 등 패닉긱스카니

발처진달팽이 소속으로 부른 히트곡들

을 스토리별로 부를 예정이다 R석 13만

2000원 S석 11만원 A석 9만9000원 B석

8만8000원 C석 6만6000원

SBS 미운우리새끼 속 김건모는 50을

바라보는나이임에도철없는행동으로어

머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마이

크를들면분위기가달라진다 김건모가 5

년만에데뷔 25주년이자크리스마스기념

콘서트를 24일(오후 7시) 염주실내체육관

에서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동안 히트

곡을비롯해최근발매한미니앨범 50 수

록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VIP석 14만

3000원 R석 13만2000원 S석 9만9000원

A석 7만7000원

또 28일(오후 7시30분)에는 광주문예회

관 대극장에서 장사익 소리판 꽃인듯 눈

물인듯이 열리며 31일(오후 7시)에는 광

주여대 체조경기장에서 이승철

THANK YOU!ENCORE CON�

CERT가개최된다

그밖에 바이브(염주체육관12월3일)

SG워너비(김대중센터1718일) 휘성

(김대중센터24일) 임정희&이영현(조선

대 해오름관24일) 다이나믹듀오빈지

노지코(김대중센터25일) JK김동욱디

셈버(조선대 해오름관25일)도 콘서트를

갖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친구가족지인들과함께

콘서트송년회 어때요?

광주에서발행되는문예지 문학들

신인상에장성출신김애숙씨가당선

됐다 신인상 당선작은 시 부문 응모

작으로 햇살의 무늬외 5편 김 씨는

문학들이 공모 방식을 수시 모집으로

변경한지한해만에신인상을수상하

게 됐다 문학들은 소설과 평론 분야

에서는 아쉽게도 당선작을 내지 못했

다고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그동안의만만치않

은시력과사물에대한겸허한자세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함께 응모한 작품

에서도 주체로서의 여성성과 생명에

의 경외 그리고 죽음에 대한사유 등

작자의 다양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

다고평했다

한편신인상에당선된김씨는방송

통신대국문과를졸업했으며 꿈과현

실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당선소감에서 내 시는 늘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이었다며 일상의 소소함

에서 내가 바라볼 분명 어제와는 다

른오늘이그리고내일의풍경들이궁

금해지며 이제야 겨우 어슴푸레 무엇

인가보이는듯하다고밝혔다

한편 문학들 신인상 시상식과 송

년회가 내달 2일(오후 7시) 남광주시

장광장에자리한보리밥뷔페에서열

린다 그동안생각의다양성과실천적

연대 삶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지

향해왔던 이들이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

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촛불정국에공연함께즐기며차분한연말보내기

조용필국카스텐장윤정이문세김건모장사익

광주 대중가수에서인디밴드까지콘서트잇따라

조용필

장윤정

국카스텐

김건모 이적

문학들 신인상에장성출신김애숙시인

당선작 햇살의무늬외 5편

양새미 바이올린독주회

내일금호아트홀 파가니니 카프리스 20번 등 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