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20일 화요일제20710호��
문 화

한국정원과우리음악의행복한조우

완도군 보길도는 고산(孤山) 윤선도

(15871671)와인연이깊은장소다 완도

로 유배를 온 고산은 이곳에 직접 건축물

을짓고시를쓰며여생을보냈다 한국문

학사의빛나는성취중하나로꼽히는 어

부사시사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그

가조성한아름다운정원세연정은안빈낙

도의이상세계를구현하려하였던의지가

담긴공간이다세연정이외에도보길도에

는고산이낚시를즐기던칠암바위를비롯

해 세연정과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소암 등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

하는공간들이곳곳에자리하고있다

(재)국악방송이 개국 17주년을 맞아

UHD 미니다큐 음악의 정원을 선보인

다 보길도세연정등역사적전통적가치

가 있는 국내 대표 정원 10곳을 선정 그

곳의 역사적 인물과 정원에 대한 숨겨진

스토리를 우리 음악과 함께 보고듣는 이

미지다큐멘터리 작품이다

19일방영된강릉경포호수선교장활래

정을 시작으로 오는 30일(월금밤11시

30분)까지 KBS1 TV를 통해 방영되는

음악의 정원은 담양 소쇄원 보길도 세

연정 남원 광한루등국내여행지로도유

명한다양한전통정원들을주변풍경과함

께 소개한다 내레이션은 연기파 배우 강

신일이맡아시청자들을전통정원의세계

로 안내하며 배우 이원발이 직접 정원을

답사하고 역사적 인물을 재연한다 또 현

장에서다양한장르의국악국악예술인들

이생생한연주를들려준다

특히주변자연경관과어우러지는수려

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국 정원의 특성을

최대한살리기위해드론 플라잉 캠등을

활용해웅장함을카메라에담아냈다

담양 소쇄원은 오는 27일 시청자를 찾

아간다 소쇄옹 양산보가 기묘사화로 스

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사망하자 충격

을 받고 고향으로 낙향해 지은 소쇄원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

건물을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

는 대표적 정원으로 제월당과 광풍각 등

이유명하다

방송에서는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양산보의 이야기가 곁들여지며 이상원의

대금연주 청송곡 조일하가노래하는가

사 수양산가등을만날수있다

28일에는완도보길도세연정을만날수

있다 고산 윤선도의삶과함께배우이원

발이 옥소암에 올라 보길도 곳곳을 내려

다 보는 모습을 전하며 전현준의 거문고

연주 하현도드리와 김명주의 노래로 듣

는가사 어부사시사가방송된다

남원 광한루(29일) 편에서는 춘향과 이

몽룡을만난다 연주는판소리 춘향가중

적성가와 사랑가를임재현의소리와송

은영의가야금병창으로듣는다

그밖에 20일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

북울진망양정이소개되며경북안동의만

휴정(21일) 충남논산명재고택(22일) 송

시열을기리는충북괴산암서재(23일)박

지원과 인연이 깊은 경남 함양 거연정(26

일) 진주 촉석루(30일) 등이 차례로 소개

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한국정원과우리음악의행복한만남

국악방송이제작한 음악의정원은한국정원과역사적인물 우리음악이어우러진다큐멘터리다 28일 KBS 1TV를통해시청자를찾아가는완

도보길도세연정편의한장면 국악방송제공

국악방송 10부작다큐 음악의정원 1930일 KBS1 방영

27일 담양소쇄원 28일 완도세연정

내레이션강신일 배우 이원발출연

드론플라잉캠활용웅장함담아

국악연주자생생한현장라이브연주

이명은작가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

서열린다

이 작가는 유스퀘어 청년 작가 전시

공모에선정돼이번전시회를준비했다

변서곡(邊序曲)소소한여정을주제

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전

통수묵화를 바탕으로 채색화를 접목시

킨작품들을선보인다

화폭에주로등장하는풍경속의집은

작가가살았던오래된동네풍경의추억

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화려한 색

감이인상적인작품속에는천방지축뛰

노는 강아지 빨래하는 소박한 모습 등

평범한일상이담겨있다

채색화로 알록달록 표현된 소재들은

숨은 그림 찾기 처럼 화폭 곳곳에 웅크

리고있다

작가는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살펴보

면아름다운것들또는지금은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리워지는 것

들을작품에그려내고있다고말한다

이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이명은개인전 변서곡소소한여정

22일까지

금호갤러리

실내악그룹앙상블디토의멤버인비

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최근 9집

앨범 듀오<사진>를발매했다

9집앨범주제는현과현의대화를담

은 듀오다 2012년 솔로(SOLO)앨범

에서 비올라 한 대로 깊은 음악성과 뛰

어난 해석을 보여줬던용재오닐과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

국비올리스트이수민이참여했다

이 앨범은 세 팀의 듀오로 편성돼 있

는데바이올린비올라 비올라비올라

비올라첼로로 구성돼 있다 연주곡목

은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모차르트

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2중주 베토벤

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곡 프

랭크 브리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애가 등 18세기20세기 다양한 작곡

가와그들의 2중주곡들이담겼다

용재오닐은비올리스트로서는최초로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아티스트 디플로

마를받았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학사를줄리아드에서석사과정을마쳤

고 비올리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유니

버설 클래식 소속으로 8장의 솔로 음반

과 1장의베스트음반을발매해총 15만

장이상판매되는기록을세웠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비올리스트용재오닐 9집앨범 듀오 발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

문사진)이 제125회정기연주회 Song of

Hope를 선보인다 24일오후 7시 광주문

화예술회관대극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40여

명의단원들이맑고순수한하모니로봄의

정취를전한다

첫번째무대는 동요의세상으로연다

어느 봄날 엄마야 누나야+섬 집 아기

물방울 하나 푸른 꿈을 키워가요 등의

동요들을들려준다

두 번째 무대는 무반주 합창음악무대

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전한다 요한 파헬벨의 캐논 얀크잭의

성가곡 자비송(Kyrie)를 비롯해 린드마

크의 희망의 노래를 타악기 카혼연주로

들려준다

이어뮤지컬음악모음곡으로무대를채

운다 뮤지컬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시스터액트 그리스 등뮤지컬속음악

과 춤 뮤지컬 하이라이트 영상이 어우러

진 무대를 준비했다 박영렬 재즈 밴드의

라이브연주가더해져생동감넘치는음악

을선사할예정이다

이번공연에는그레이스플루트앙상블

과광주아버지합창단이특별출연한다

전석 1만 원(학생 50%) 문의 062613

8246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현재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고 있는 풍

경 사이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대화를 21일오후 2시개최한다

이번대화에는이정록지성배작가가

참여한다 이정록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빛으로 가시화시킴으

로써 사유의세계로이끄는 풍경작업을

한다 지성배 작가는 고향이기도 한 순

천에서터를잡은뒤 1839 사진창작순

천레지던시 및 순천창작예술촌을 기

획운영하는등기획자로서도경험이풍

부한사진작가다

한편 미술관은 오는 4월 25일에는 이

번 전시의 또 다른 참여작가인 김영태

김혜원박일구씨의대화시간을마련한

다 문의 062613714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사진전시관 풍경 사이전 내일 작가와대화

배우강신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

24일 광주문예회관대극장

낯익은풍경

낯선일상

지난해열린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공연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