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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청년

사진작가전 청년의書 전시연계프로그

램으로사진특강을진행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시립사진전

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연

하(사진평론가독립큐레이터사진)씨

가 강사로 나서 이미지(未知)시대의

사진의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미

술현장에서 평론과 글쓰기 강의 전시

기획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인문적인관점에서 기억과기록이라는

영역과연관된사진의매체적특성과가

능성을이야기한다

최씨는 홍익대학교 미술비평 박사과

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중

앙대 홍익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그동

안 제1회 여성사진페스티벌 못살 몸

살 몽상 현대사진의 향연지구상상

전 등을기획했으며대안공간 SPACE

22 전시디렉터로 활동했다 저서로 사

진의북쪽등이있다

한편김명우 문선희 박세희 이세현

인춘교 조현택 작가가 참여하는 청년

의 서는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의書 사진특강

내일최연하씨 이미지(未知)시대사진의가능성

반지하 방의 작은 채광창을 통해 보

여지는 인간 내면의 모습! 과연 나는 누

구인가?

광주연극배우협회 정기공연 열 한 번

째 이야기 채광창이 오는 24일27일

궁동예술극장에서열린다

이번 연극은 어떤 계단의 역사로 유

명한 스페인의 극작가 안토니오 부에로

바예호가 196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스

페인 내전을 그렸다 전쟁의 여파로 평

범했던가족이갈등을빚고결국파멸로

치닫는과정을통해전쟁이개인에게미

치는폭력성을담았다

연출은 청운대학교 교수이자 연출가

인 이송 연출가가 맡았으며 이현기 이

기인 노희설 정경아 임준형 한종신

등이출연한다

광주연극배우협회는 발자국안에서

밑바닥에서 허삼관매혈기 세일즈맨

의죽음등매년정기공연을하고있다

공연은 24일25일 오후 7시30분 26

일 오후 4시7시30분 27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문의 01038649944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사) 문화예술협회는제44회 이야기가

있는특별한음악회를오는 28일오후 7

시 30분에 아름다운동네카페 싸목싸

목다목적홀에서개최한다

이번음악회는 오렌지향기는바람에

날리고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피아노

트리오 크로이츠와 광주시립합창단의

바리톤손승범과소프라노장미화가출

연한다

바이올린 권경락 첼로 김동규 피아

노 김준현으로 구성된 크로이츠가 소

마트리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아

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봄을연주한다

바리톤손승범은최진이작곡한 시간

에 기대어를 소프라노 장미화는 뮤지

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도록 춤

출 수 있다면 등을 노래한다 전석 무

료 문의 0623842033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협회 이야기가있는음악회

28일 동네카페 싸목 싸목

반 클라이번의 주역 피아니스트 선우예권(28)

이콩쿠르우승이후처음으로국내팬을만난다

선우예권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 혜화동

JCC아트센터에서 스페셜 쇼케이스 선우예권

여름밤의 피아노를 진행한다 수상 소식이 알려

진후예술의전당공연이전석매진되고추가공

연을 진행하는등 클래식 팬들의관심이높은 연

주인 만큼 이번 무대는 네이버 V라이브네이버

공연유니버설뮤직 3개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

된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우예권은 콩쿠르에서 연주

했던곡들을들려주고우승이후근황 미국투어

등다양하고진솔한이야기를나누며팬들과소통

할계획이다

반클라이번콩쿠르는미국의피아니스트반클

라이번 (Van Cliburn)이 냉전 시대 당시 소련에

서열린차이코프스키콩쿠르에서우승한후그를

기념해 만든 대회로 1962년부터 4년마다 열리고

있는권위있는국제콩쿠르다

선우예권은지난 6월열린제 15회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한국인최초로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연주자로는 2005년 양희원

(미국명 조이스 양)이 2009년 손열음이각각 2위

에해당하는은메달을수상한바있다

선우예권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며 상금 5만

달러와미국에서 3년간공연할수있는기회를얻

었다또유명레이블데카골드를통해음반도발

매한다

제15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앨범

(Cliburn Gold 2017)은 지난 6월23일 디지털로

발매된데이어 18일음반으로도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하이든의 소나타 C 장조 호보

켄 48번(Sonata in C Major Hob XVI 48) 슈

베르트리스트의 가곡 리타나이 (Litanei auf

das Fest aller Seelen D 343)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Sonata No 2 in Bflat Minor Op

36)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무장한 남자 주제

에 의한 토카타(Toccata on Lhomme arme)

라벨의 라 발스(La Valse) 등 선우예권이 콩쿠

르에서연주했던실황녹음이담겨있다

선우예권은 2015년 인터내셔널저먼피아노어

워드에서우승한것외에도스위스방돔프라이즈

(2014년)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2013년) 등에서

연달아우승하며국제무대에이름을알렸다그는

또줄리어드오케스트라볼티모어심포니오케스

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세계무대에서활동중이다

국내에서도KBS교향악단 광주시향등과함께

협연했으며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 리사

이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서울시향 실내악

프로그램등다양한무대에서활약하고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미국 커티스음악

원 줄리아드음대 뉴욕매네스음대에서수학했

고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연주자 과정에서

베른트괴츠케를사사하고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은매월 1회씩 각기다른영역

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초청해 자신이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

야기를들어보는 2017 시네마가이드맵

을진행중이다

오는 24일오후 7시열리는다섯번째행

사에서는 영화 활동가 조대영씨가 영화

유스<사진>를 소개하고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나눈다

파올로 소렌티노가 메가폰을 잡은 유

스는 은퇴를 선언한 지휘자 프레드 밸린

저의이야기를통해 젊음의 의미를찾아

보는 영화다 마이클 케인 하비 케이틀

레이첼와이즈등이출연한다

관람자에게는 YOUTH 레터링 엽서

세트(5종)를선물로증정한다

티켓 가격 성인 6000원 실버 5000원

CMS 후원회원 4000원 문의 062224

585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24일 서울 JCC아트센터서

콩쿠르우승이후첫국내연주회

네이버등 3개 채널생중계

경연실황담은음반도발매

광주연극배우협회 채광창 공연

광주극장다섯번째 시네마가이드맵

24일 조대영씨와함께영화 유스 감상

한국인첫 반클라이번 우승선우예권

라이브 피아노 연주 모바일서 만난다

2427일 궁동예술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