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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실내악단과카운터테너의만남

평창문화올림픽 얼티밋 카운터테너 with 세종

솔로이스츠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극장 2에서열린다

이번공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홍보대사 1호

세종솔로이스츠와 세계 3대 카운터테너 데이빗

대니얼스 유럽오페라신성(新星) 크리스토프뒤모

가함께하는 무대다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 티켓은 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서

예매할수있다

이날무대에서는데이빗대니얼스는그라모폰지

가 클래식 음악계의 선구자 10인 중 한명으로 선

정한인물로현재세계주요오페라단과콘서트 리

사이틀무대에서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크리

스토프뒤모는뛰어난연기력과가창력으로수많은

오페라 무대의 출연 섭외를 받으며 정상급 카운터

테너로자리매김하고있는성악가다

이들과 함께무대에오르는 세종솔로이스츠 美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앙상블 팀으로 강효 줄리어드 대학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해 1994년

창단했다

이날 연주에서두명의카운터테너는종교와세

속음악이 공존하던 바로크 시대 음악의 다양한 형

식으로들려준다

세종솔로이스츠가 연주하는 헨델의 솔로몬 중

서곡으로문을여는이번공연에서는헨델의 로렐

린다 중 죽음의 공허한 영광이여 어디에 있는

가 아리오단테 중 의무 정의 사랑 비발디의 

몬테주마 중 그의 딸은 어디에 있는가 쥬스티

노중 나의사랑하는님과만나리등을들려준다

또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RV514를 선사하며 퍼셀의 샤콘느 사단

조 오너라 너 예술의 아들들이여 중 트럼펫을

울려라등을만날수있다 사전예약후 공연당일

선착순좌석교환 1인당 4매예매가능 문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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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민중항쟁관련최초체계적인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

어)가 32년 만에 전면증보판으로 나오며 주목받

았다

넘어넘어를 엮은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광민회)가 25일6월1일 은암미술관에서

넘어넘어전면증보판기금마련전을연다

이번 전시는 향후 출판기념회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과

지역 작가들이 기증한작품 50여점을 전시 판매

한다

황석영 작가는 황재형 작가가 그린 골목 오

후작품을기증했다 강원도광산마을의검은분

위기가엿보이는작품이다

고(故)오승윤 작가의 平山도 만날 수 있다 오

방색을활용해지역산천을아름답게재해석했다

또 강연균 작가의 1992년 작 법성포 황영성

작가의 가족(판화) 등 지역 원로 작가부터 박주

하의 산과여인 등 중견 작가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홍성담작가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광주오

월을 주제로 제작한 연작판화 50점도 출품돼 눈

길을 끈다 김준호 신동언 한희원 등 지역 작가

들도 작품을 기증하며 힘을 보탠다 지선 백양사

방장스님 학정 이돈흥 서예가 등은 서예작품을

기증했다

한편 광민회는6월중황석영작가가참여하는출

판기념회와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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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자와손숙 한국의대표배우를만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연극배우 박정자와 손숙을 초

청 오는 2728일잇따라공연을갖는다 이번기획에서

는대규모가변극장인극장 1을공연장과전시장으로동

시에 활용해 공연과 함께 배우들 사진 전시회도 함께 갖

는다

엄마를 부탁해 신의 아그네스 잘자요 엄마 등 수

많은 작품에 출연 강한 인상을 남긴 손숙은 모노 드라마

나의가장나종지니인것(오후 3시)을무대에올린다

작고한박완서작가의동명소설을원작으로한이번작

품은온세상을주고싶을만큼아꼈던아들을가슴에묻

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있다 수다처럼시작되는윗동서형님과의전화통화

를통해한여인의삶이드러난다

손씨는공연하루전인 26일오후 7시극장 3에서 삶과

예술이야기를주제로관객과의대화도진행한다

배우 박정자는 조선시대 비운의 여인 정순왕후의 이야

기를담은낭독콘서트 영영이별영이별(오후 5시)을공

연한다

세계 문학상 수상작인 김별아의 미실을 원작으로 한

이번작품은수양대군의명령으로영월에귀양간단종이

다섯달만에사사당하자걸인 날품팔이꾼뒷방늙은이

로여든에세상을떠난정순왕후의이야기를담고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과 기타리스트 이정엽씨의 라이브

연주가함께한다

27일과28일오후 1시부터5시까지두여배우의연극인

생이담긴사진전시회도열린다 티켓가격각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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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한알 한알이 탐스럽게 보인다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껍질에 맺힌 이슬은 금방이라도 떨

어질듯하다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인근 세계조각장식박

물관이 박물관 내 M갤러리에서 서양화 극사실

화 6인전을 25일부터 6월5일까지연다

백제갤러리가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김대연

김주영박병우박종경 이창효정창기등작가6

명이 참여해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정물화

20여점을선보인다

작가들은 과일과 꽃을 소재로 삼아 마치 사진

같은 정밀한 묘사를 보여준다 각 작가마다 종류

를달리하며비교해서감상하는즐거움이있다

김대연 작가는 포도를 캔버스에 옮겼다 80호

크기(150×80) 작품 포도는 포도 뿐 아니라

줄기와 잎파리를 함께 그려 생동감을 더한다 포

도알 표면을 하얗게 뒤덮은 당분까지 표현한 섬

세함이엿보인다 김주영작가의 코스모스도실

제화분에담긴꽃잎을보는느낌이다빛각도에

따라잎에진그림자가입체감을부여한다

박병우작가가그린 눈부신결실은이슬을머

금고 있는 사과가 주인공이다 원형 무늬로 단순

하게배경을채워사과에시선을집중시킨다

그밖에 박종경 작가는 밤과 살구를 그린

Dreamrichness를 이창효 작가는 자두를 그

린 자두풍요를출품한다 정창기작가는 딸기

연작을전시한다 문의 062228349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세계적카운터테너무대광주서즐긴다

연극계거장손숙박정자

문화전당서릴레이 1인극

모노드라마낭독콘서트

2728일 잇따라공연
박정자

손숙

세종솔로이스츠데이빗대니얼스

내달 11일 문화전당무료공연

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예매

신성 크리스토프뒤모도출연

진짜보다더진짜같은극사실화 6인전

세계조각장식박물관M갤러리 25일내달 5일

넘어넘어전면증보판기금마련전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5일내달 1일까지은암미술관

홍성담작 사시사철 가을

김대연작 포도

기증작품 50여점 전시판매

오는6월 11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공연을갖는데이빗대니얼스(오른쪽)와크리스토프뒤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