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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연주자들에무대를드립니다

악기 연주에열정을갖고있는당신에게 무대를

드립니다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사무실엔 아

마추어 연주자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광

주 지역의 유일한 클래식 전용홀로 수준높은 클래

식 공연을 유치해온 금호아트홀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추어연주무대를기획하고있기때문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건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요즘

엔 개별적으로 악기를 배우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무대에 서는 꿈을 꾸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

런상황에서최근아마추어연주자나음악을전공하

고도 오랫동안 연주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이들을

위한무대가잇따라마련돼눈길을끌고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은 올해 처음으로

금호시니어콘서트를시작한다 최근아마추어오

케스트라등이많이만들어지면서합주무대는종종

있어 왔지만 솔로 연주자를 위해 공연 무대를 만들

어주는건드문일이다

2010년부터 금호주니어 콘서트를 개최 클래식

음악영재들을발굴해온금호아트홀이클래식인구

저변확대를위해기획한 금호 시니어콘서트는 만

40세 이상이참여할수있다 클래식음악을사랑하

는 아마추어 연주자 음악을 전공했지만 전문 연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은퇴한연주자등이대상이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독주 뿐 아니라 피아노 트리오 콰르텟 퀸텟 등 10

인이하의앙상블형식으로도참여할수있다

연주회는 23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한 사람이

풀콘서트를열기어려운점을감안 회당 56명이

연주회를꾸미게된다 신청마감은오는 8월 10일까

지며연주회는 10월중진행하게된다

지난 3일부터진행된공모에는많은이들이참여

하고 있다 광주시향에서 정년퇴임한 프로 연주자

부터 의사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

는이들이 자신만의무대를꿈꾸며문을두드리고

있다

금호아트홀 관계자는 클래식 애호 인구를 늘리

고시민들에게받은사랑에보답하는의미로콘서트

를 기획했는데 많은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열정적인아마추어연주자들이그만큼많

다는의미라고말했다 문의 0623608432

지난해 장롱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

를통해지역아마추어오케스트라들에게무대를제

공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자체적으로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첫연습을시작

했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유정 광주음악협회장과 오케

스트라를 이끌 정월태 지휘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초 열린 오디션에는 모두 60여명이 참여했고

40명이 합격했다 단원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터 68

세까지다양한연령대가참여하고있다

지난 15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열린첫만남에

서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파트 연습을 진행했다 9월까지 파

트연습을거쳐 10월부터합주연습을진행한후 12

월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 1 무대에 오

르게된다

현재ACC시민오케스트라는부족한파트를보강

하기 위해 2차 공모도 진행중이다 바이올린(4명)

비올라(3명) 트럼본(2명)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

럼펫(각 1명) 파트를 모집중이며 마감은 오는 23이

다 오디션은 26일오후 6시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

장아틀리에 1에서열린다 문의 062601462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 30일까지기획전 Landscape

젊은 수묵화가김동아윤준영 2인전

윤준영작 다름없이 별은반짝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운영하는 ACC시민오케스트라단원들이지난 1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첫연습을시작했다 오

케스트라는오는 12월 10일문화전당예술극장 1무대에서연주를들려줄예정이다

금호아트홀 금호 시니어콘서트

40세 이상은퇴 연주자등참여

독주앙상블등10월중 연주회

ACC 시민오케스트라

40명 선발연습시작추가모집

파트합주연습후12월10일무대

금호시니어콘서트가열릴금호아트홀

목관앙상블 마데라 창단 연주회 21일 금호아트홀

클라리넷 오보에 등 목관악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따뜻하고감성적인음색으로많은사랑을

받고있다

광주의젊은여성목관연주자 4명이목관앙상

블 마데라(Madera)를 결성하고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

호아트홀

스페인어로 나무를 뜻하는 마데라에는 광주

시립교향악단부수석으로활동하는오보이스트송

애리씨를 비롯해 플루티스트 이주혜 클라리네스

트이은영바수니스트인해비가참여하고있다

연주회 첫 번째 순서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판타지아가 연

주되며 플로랑 슈미트의 플루트 그리고 클라리

넷을 위한 소나티네 장 프랑세의 목관 5중주

등이이어진다

이번 연주회에는 아말피국제피아노콩쿠르에

서 1위입상한피아니스트이철민이함께하며바

히르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인 첼리스트 김민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나실인 작곡가의 곡을 협연한

다 전석초대 문의 01043011929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오는 30일까지

기획전 Landscape전을 개최한다 2인전으로

꾸며지는이번전시의초대작가는풍경을주소재

로작업해온젊은수묵화가김동아와윤준영이다

윤준영의 작품속에 자주등장하는건 집과나

무다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이미지 대신 위태로운

듯한 갸냘픈 나무들과 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집

들이 화면을 채우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편안함

이느껴지기도한다

가끔은 끝도 없이 적막해졌다 등의 연작에선

기하학적 형태의 사물을 배치 색다른 이미지를

전한다

이에 반해 김동아의 작품은 좀 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이다 바람 치유 바람에흩날리듯 등의

작품에선 검은색이 갖는 무거움 대신 마음을 편

안하게하는이미지를선사한다

초록 파랑등은은한채색으로묘사한 소소한

풍경 연작에서는 밝은 풍경 속에숨겨진 인물들

을찾는재미가있다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윤씨는 세 차례

개인전을가졌으며조선대미술학과석사과정을

수료한 김씨는 지금까지 3차례 개인전을 개최하

고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35

0861 김미은기자mekim@

왼쪽부터이주혜송애리 이은영 인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