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0일 화요일제20690호��
문 화

브람스를좋아하세요

광주시향가족음악회내일문예회관소극장

오신정 이주혜 김영언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가족음악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연다

프랑수아즈사강의소설 브람스를좋

아하세요에나오는브람스교향곡을비

롯해 감각적이며 로맨틱한곡들을 연주

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의 지휘로

첫무대는주페 시인과농부 서곡이문

을 연다 두 번째 곡은 19세기 오스트리

아 플루티스트 프란츠 도플러의 두 대

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d단조다 플

루트 2중주의 매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광주시향의국내첫초연이다

피날레는 브람스 교향곡 3번 F장조

다 고독한 인간의 의지와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 서정적이며 초연하다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이 곡은 브람스 음악 중 가장

달콤한선율을들려준다

이날 공연에는한국의 대표적인 플루

티스트 오신정 이주혜가 협연한다 오

신정은KBS 교향악단부수석으로 15년

동안 활동했다 현재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로재직중이며 일본Biwako 국제

콩쿨심사위원(2013년) 한국플루트협회

이사를겸하고있다

이주혜는뉴욕마네스음악학교석사

뉴저지 러트거스 대학에서 박사를 수료

하고현재 광주예술영재원에출강중이

다 관람료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의 문

화예술기획 행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극장영화의집에서열린다문화예

술기획은세계미술관의명작감상을통

해문화예술적가치를시민과공유하고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

좌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북관에 전시된 17세기 프랑스

와 플랑드르 회화의 대표작들을 감상

한다

강의에서 만나는 명화는영국이 자랑

하는 풍경화가 터너의 걸작 운무를 헤

치며 떠오르는 태양 렘브란트의 목욕

하는 여인 플로라로 분장한 사스키

아 63세 때의자화상 베르메르의 버

지널앞에선여인등이다 또클로드로

랭의 시바의여왕의승선 독특한화풍

으로 17세게 네덜란드 장르화를 대표하

는호흐의 델프트의집안마당 등도만

날수있다

기획과진행은 인문지행의대표심옥

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

다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런던내셔널갤러리대표회화작품감상

인문지행문화예술기획행사25일 광주극장영화의집

렘브란트작 63세때의자화상

작품수집은미술관의중요한기능중하나다 지역최

초의 공립미술관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역시

1995년개관후매년다양한작품을수집하고있다 미술

사적가치를지니는작품들과지역정체성에부합하는국

내외다양한작품을대상으로하고있다

현재미술관소장품은모두4789점이다이중광주시립

미술관 명예관장이기도 한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씨가

기증한 하정웅 컬렉션 2536점을 제외하면 미술관이 순

수하게수집한소장품은 2253점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연간작품구입비는 7억원수준으로

지난해에는 133점을 구입했으며 기증작 13점을 포함해

모두 146점의작품을수집했다 일반수집 72점청년작가

공모 15점 광주국제아트페어수집 26점 기증작품 13점

등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 구입한 신작들을 시민들에

게소개하는 신소장품전 2017을 오는 3월 18일까지 56

전시실에서연다

이번 전시에는 국중효기옥란김영삼박광구박남

재박상섭박세희오건탁오견규조현택정정엽장창

익허건허달재등 44명의 작가와 1개단체가참여해모

두 56점의작품을선보인다

올해소장품전은세개의공간으로나눠구성했다 전

시 도입부인 첫번째 공간에서는 지역 미술사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원로 작가들과 지역 화단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중견작품들의 작품을 담았다 오승

윤박남재김형수김영설 등의 회화와 공예 작품을 만

날수있다

두번째 공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인 민주 인권 평화

의 정신을 표현하는 현실참여적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은매년지역미술사연구와미술관의정체성확립

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중미술을 수집하고 있다 이명복

홍성민등의작품이소개되며특히지역민중미술계를견

인했던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작단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공간은지역미술계를이끌차세대주역인청년

작가들의작품을만나는공간이다

한편 하정웅콜렉션은 지난해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특별전 등의 형식으로 꾸준히 전시중

이다 문의 062613714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새작품보러오세요

광주아트홀이소극장활성화와지역예

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위해 진행하는 공

연보는날 사업이올해도계속된다

광주아트홀이지난 1월공모한 2018 문

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대상 단체가

선정됐다

공연보는 날은 광주아트홀이 소극장

활성화를위해지역문화예술단체에게매

주금요일마다공연장을무료로대관해주

는프로그램이다

올해선정된공연팀들은매주금요일에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많은시민들이공연을즐길

수있도록공연요일을목요일에서금요일

로옮겼기때문이다

선정된 단체는 총 14개로 재즈 뮤지컬

실용음악 국악 클래식팝페라등다양한

장르의단체가선정됐다

재즈분야에는 ▲박영렬 재즈콰르텟

뷰티풀 러브 ▲강윤숙의 재즈여행원더

풀 재즈&클래식 뮤직 인 시네마 국악과

재즈의어울림▲재즈이노베이션재즈밋

라이프 ▲뮤직 갤러리 공연기획 연구회

음악전시회추억여행 ▲어쿠스틱재즈밴

드 로맨스코드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

JS뮤지션스그룹웰컴 스프링 ▲SOOF

정기연주회등이무대를꾸민다

뮤지컬로는 ▲YPA사네가네(사제간

에) ▲문화나눔 뚜리한때는 소녀였던 우

리 할매 ▲에듀퍼포밍그룹 이끈음뮤지

컬갈라콘서트등이공연을선보인다

또실용음악으로는▲킹스타운Bottle

Live ▲7989올댓뮤직이 국악장르로는

▲여유(旅遊)여유의 국악이야기 ▲에

듀퍼포밍그룹 이끈음뮤지컬갈라콘서트

가관객들을찾는다

선정된단체중 박영렬재즈콰르텟은

대중가요 가곡 등 친숙한 음악을 편곡해

재즈와친밀감을높일수있는 뷰티풀러

브를 총 4회 진행한다 문화나눔뚜리는

5ㆍ18과관련된창작뮤지컬 한때는소녀

였던 우리 할매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

의 아픔과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의 아픔

을관객들에전하며공감하고소통하는자

리를마련한다

본격적인 공연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

며 선정된 단체에는 대관료 조명 음향

피아노 드럼 등 악기 분장실과 대기실

주차장등부대시설이지원된다

광주아트홀은공연장활성화를위해지

난해 처음으로 공연 보는 날 공모를 진

행 15개단체가총 42회 공연을개최했었

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아트홀 공연 보는날 14개 참여단체선정
공연장대관료악기등지원

4월부터매주금요일공연

지난해 공연보는날사업에선정돼공연을펼친 박영렬재즈콰르텟의무대

오승윤작 풍속화

윤세영작 파랑숲섬 김영설작 달항아리

내달 18일까지 신소장품전 2017

지난해구입기증등 146점 수집

44명 작가참여작품 56점 선보여

중견민중미술청년작가나눠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