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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주니어콘서트 20일개막

8월25일까지금호아트홀

문하원 박채원 조윤지등출연

조윤지 박채원 채은율 문하원 장준혁

지난 2010년시작한 금호주니어콘서트는금호

아시아나문화재단과유스퀘어문화관이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만 26세이하주니어연주자들을발

굴,데뷔무대를마련해주기위해기획됐다.지금까

지총 144명의예비음악가가무대에올랐으며올

해도피아노,첼로,플루트, 클라리넷등13명의연

주자들의무대가이어진다.

클래식 영재들의 등용문 제12회 금호주니어콘

서트가오는 20일부터 8월25일까지유스퀘어문

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특히이번콘서트에서는광주일보가주최하는호

남예술제 출신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오는 20일첫무대를장식하는플루티스트문하

원(추계예대3학년)은제62회호남예술제에서금

상을 수상했다. 문 양은 이날 공연에서 모차르트

론도K.184 , 베르디 라트라비아타환상곡 , 비

도르 플루트와피아노를위한모음곡 등을들려줄

예정이다.

8월12일공연을갖는바수니스트박채원(국민대

3학년)은 제63회 호남예술제에서 은상을 받았으

며, 이날 텔레만 바순과피아노를위한소나타 F

단조 , 제이콥 바순을 위한 무반주 파르티타 , 슈

만 바순과피아노를위한세개의로망스OP. 94

등을선보인다.

제63회 호남예술제에 입상한 소프라노 조윤지

(연세대1학년)는8월17일무대를갖는다.조양은

이날헨델 참기쁨 , 슈베르트 줄라이카 , 끝없는

사랑 ,로시니 약속 , 초대 , 피렌체의꽃하는아

가씨 ,멘델스존 남쪽으로 등을들려줄예정이다.

제64회호남예술제에서독주부문최고상과중주

부문 금상을 받은 플루티스트 채은율(동아여중 2

학년)은8월19일공연에서텔레만 플루트를위한

환상곡제 12번G단조 , 고베르 플루트와피아노

를위한녹턴과알레그로스케르잔도 , 비제 카르

멘환상곡 등으로관객과만난다.

플루티스트장준혁(유안초 5학년)은제66회호

남예술제에출전해최고상을받았다. 장군은 8월

25일예정된공연에서모차르트 플루트와피아노

를위한안단테&론도 , 볼링 플루트와재즈피아

노를위한센티멘탈 , 풀랑 플루트와피아노를위

한소나타 등을들려준다.

이밖에 피아니스트 김예슬(21일), 클라리네티

스트박효인(22일),피아니스트여선형(27일),튜

바이스트 조재형(28일), 소프라노 최효리(29일)

등이 7월무대를장식하며, 8월에는첼리스트서지

수(11일), 클라리네티스트황민혜(18일), 바이올

리니스트이예솔(24일)등의공연이열린다. 티켓

은1만원이며공연당일현장에서구매할수있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기자ej6621@

클래식영재들의무대…호남예술제출신두각

광주어디까지가봤니

광주관광재단웹예능

광주관광재단은최근웹예능 광주어디까

지가봤니 (이하 광주어디가 )를제작해유튜

브채널 광주관광TV 등온라인플랫폼에공

개했다.

광주어디가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해

광주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개그맨 황영진과

지역에서활동중인MC떡배가초대된게스트

들에게 1913 송정역시장, 전일빌딩 245, 양림

역사문화마을등광주의명소들을소개하는내

용이다.

1편에는 SBS 공채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땅콩찐콩을운영하는개그우먼이수빈이게

스트로참여했다. 이들은광주송정역을시작

으로광주의여러명소들을방문소개했다.

재단은앞으로도웹예능을통해다양한주

제로광주를소개할예정이며, 광주어디가는

카카오TV와네이버TV등에서도볼수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이이남 대륙스케일딱이네

지난6월6일, 중국허난성수도정저우시에문을연 유니크허

난_랜드오브드라마(Unique Henan_Land of Drama) 는세

계에서가장큰복합연극공연장이다. 41만㎡부지에미로형으로

설계된이곳은 21개의연극장(메인3개,소규모극장18개),호텔,

56개의뜰, 대형미디어월을갖추고있으며800명의연기자가출

연해 1만명이상의관객이관람할수있는30개이상의쇼가펼쳐

진다.

완공까지4년이걸린 랜드오브드라마에서눈에띄는건세계

최대규모로알려진328ｍ대형미디어월이다.

미디어아티스트이이남작가가랜드오브드라마미디어월에서

대형미디어파사드작품을선보이고있다. 현재이곳에서상연되

는 25개의공연작품과관련영상은모두중국인들이제작했으며

외국작가로는이씨가유일하게미디어파사드작품으로관람객

들을만나고있다.

17분분량의 허난의빛은빛을통해중국의유구한역사를재

조명한작품으로허난성에서제작된 청명상하도와 천리강산도

를소재로했다.

이작가는디지털기술을통해두작품을현대적으로해석하고

정저우시의역사적가치와아름다움을결합해독특한작품을완성

했다. 5년전이공간을조성한호텔사업가미세스후에게 청명상

하도와 천리강산도를소재로한작품제작을의뢰받았던이작

가는오랜인연을이어오다이번에다시한번미디어파사드를제

작하게됐다.

이작가는올해바쁜행보를이어가고있다.서울사비나미술관

개인전을통해자신의 DNA와고전회화를결합한작품을선보이

고있으며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초청으로카자흐스탄대통령궁

박물관에서개인전 빛의시그널을개최했다. 이후광주디자인비

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를비롯해스페인마드리드, 라트비아

등국내외전시와프로젝트들에참여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세계최대복합연극공연장중국 랜드오브드라마

328ｍ미디어월에 허난의빛 작품선봬

자기돌봄랜선라이프

치유하는글쓰기

광주여성가족재단22일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지

난해진행한 타인을돌보는데지친당신을위

한자기돌봄랜선라이프에이어올해도문화

예술장르를활용해치유와성장을이끌어내는

시간을마련했다.

자기돌봄 랜선라이프-치유하는 글쓰기가

22일시작해매주목요일오전 10시부터오후

1시까지6차례열린다.이번시간에는 치유하

는글쓰기방법 , 구조화한글쓰기에서나만

나기 , 미친년글쓰기문학의역사와글쓰기 ,

부치지않을편지쓰기 , 무의식과만나는투

사글쓰기 등을다룬다.

치유글쓰기프로그램은유명마음칼럼니스

트이자치유하는글쓰기연구소를운영하고있

는박미라대표가진행한다.박대표는서울불

교대학원대학교심신통합치유학과박사를졸

업하고 한국도서치료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치유하는글쓰기 , 천만번괜찮아 , 나는왜

나를사랑하지못하는걸까 등을펴냈다.

이번프로그램은비대면전용치유프로그램

으로참가비는무료이며참가신청은광주여성

가족재단홈페이지에서하면된다.문의 062-

670-0560.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송대성작가 강물위에춤추다

강물따라서

영산강문화관온라인초대전

송대성 작가에게 탐진강은 어린시절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

다.은어,돌고기,각시붕어의자유로운몸짓,강변에핀할미꽃,커다

란바위등강가에서만난것들은잠재의식처럼그의곁에머물렀다.

이후 어디선가흘러왔고,또어디론가흘러갈강물은그의작업의중

요한소재가됐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박용순)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

관(김창호)이주최하는송대성작가초대전이지난 7일개막해 영산

강문화관유튜브채널에서진행중이다.

이번온라인전시는 2021 영산강문화관전시작가공모를통해마

련된초대전으로송작가는 강물위에춤추다를주제로다양한작품

을선보인다.

유년시절부터지금까지기억하고느껴온강에대한감성들을담아

낸송작가는강물에비친화사한색채의일렁거림과다양한의식의

변화를 자연스레 표출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자연풍광과 함께

화면에인물을함께그려넣어눈길을끈다. 다양한형상으로등장하

는인물은작가이자,우리들의모습이기도하다.

조선대미술대에서한국화를전공하고동대학원을졸업한송작가

는 17회의개인전과다수단체전에참여했다. 현재선묵회와수묵회

회원으로활동중이다.문의 061-335-086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이이남작가가중국 랜드오브드라마에서선보이고있는미디어파사드 허난의빛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