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은

시나리오 입문자를 위한 스토리텔

링 을 주제로 일반인 미디어교육을

벌인다.

미디어에 대한 기본 소양과 기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4월 1일 제주시, 4월 8일 서귀포시에

서 진행된다. 이야기 구성을 필요로

하거나 글쓰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

를 홈페이지(http://www.ofjeju.

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

(click0925@ofjeju.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35-0615.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18 청년유망예

술가로 선정된 싱어송라이터 김신익씨

가 3월 20일 또 다시 봄을 발매한다.

4년 만에 나온 이번 앨범은 사계

절의 이야기를 표현한 동춘하추(冬

春夏秋) 두 번째 시즌으로 제작됐

다. 겨울에 대한 추억과 새싹이 자라

는 새봄을 맞이하는 풍경을 노랫말

에 담아냈다. 김씨는 봄에 이어 6월

여름, 9월 가을을 노래한 앨범을 내

놓을 예정이다. 웹툰 작가로 활동하

는 목동소년 이 앨범 커버 디자인을

맡았고 스테이플러 멤버가 편곡과

녹음작업에 힘을 보탰다.

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박주환와 제주

도한라도서관관장 류도열은 이달 21~

22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9

년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을 펼친다.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

책위원장과 전국 공공도서관장, 사

서 등 7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

사에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의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과 우리의 대응 특강과

한라도서관 진승량 주무관의 제주

문헌 보존과 이용 활성화 , 박범준

제주 바람도서관장의 기억의 책 만

들기 주제 발표 등이 이루어진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

는 제주목 관아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

는 홍보 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했다.

제주목관아는 지난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한해 관람객 20만명을 돌

파한 도심 문화재다. 이번에 만든 리

플릿에는 보물 제322호 관덕정은 물

론 복원된 외대문과 홍화각, 연희각,

우련당, 영주협당, 망경루, 귤림당 등

관아 건축물, 기간지주와 하마비 등

스토리텔링을 곁들일 수 있는 문화

재를 안내했다. 원도심 새롭게 보

기 간편 지도도 넣었다. 영 중 일

외국어판도 별도 제작했다.

※이코너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아이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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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쪽지

베토벤 운명 이 깨우는

제주4 3의 깊은 울림

피아니스트 이진상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

지휘자가 고른 작품은 베토벤의 운

명 이다. 익숙한 선율이지만 연주자들

에겐 만만치 않은 기량이 요구된다.

청중들의 귀를 감동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클래식 음악이어서 잘해야

본전 일 수 있다. 그래서 정인혁 지휘

자는 선곡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발가벗고 무대에 서는 심정 이라며

부담감을 표현했다.

제주교향악단이 운명 으로 불리

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을 들고 4

월 서울로 향한다. 서울예술의전당

이 주최하는 국내 대표 음악축제인

30주년 교향악축제 개막 연주의 주

인공이기 때문이다.

교향악축제는 1989년 서울예술의

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제너레이션

(Generation) 을 주제로 4월 2일

부터 4월 21일까지 국내 대표 교향

악단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가 연주한다.

제주교향악단은 제주시립교향악

단 시절 첫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른

이래 2년에 한번 꼴로 출연해왔다.

그동안 몇 차례 개막 연주를 맡은 적

이 있지만 이번은 남다르다. 정인혁

지휘자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

에 개막 연주를 하게 됐다 며 지금

까지 제주교향악단이 보여준 연주

력, 관객 반응 등이 반영된 결과 라

고 말했다.

4월 2일 오후 8시 개막 공연에서

제주교향악단은 모차르트의 피가로

의 결혼 서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

주곡 1번 ,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을

차례로 들려준다. 브람스 협주곡은

이진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협

연한다. 2009년 스위스 게자 안다 콩

쿠르 동양인 최초 우승에 더해 슈만

상, 모차르트상, 청중상을 휩쓸었던

피아니스트로 섬세한 감수성과 유려

한 테크닉,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

마를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다.

운명 은 제주4 3 71주년을 앞두

고 택한 곡이다. 정 지휘자는 베토

벤이 청각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만든 운명 이 전하는 깊은 울림이

제주4 3의 아픈 역사를 승화시켜주

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서울 교향악축제에 앞서 제주도민

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연주회도 있

다. 제주교향악단은 이달 29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교향악축

제 프로그램으로 제144회 정기연주

회를 갖는다. 문의 064)728-2776~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미술을 매개로 아이들과 제주의 자연

생태 가치를 나누는 강좌가 열린다.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최정주)이 업사

이클링(Up-cycling)을 주제로 4월

부터 펼치는 어린이 미술학교 다.

이번 미술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반

4~6학년과 저학년반 1~3학년으로 나

뉜다. 생활 쓰레기와 자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태미술 활동으로

자연에 다가서는 시간이 이어진다.

고학년반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12시까지 업사이클링 미술 활

동가 정희선, 김명지, 김하영씨의 지

도로 업사이클링 생태 공작소 가

진행된다. 저학년반은 토요일 오후 2

시부터 4시 30분까지 생태 미술교육

전문가 강술생, 고승희, 고민경씨의

지도로 자연과 미술의 데칼코마니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수강 인원은 강의별 15명씩(대기

자 15명)으로 매 강좌 시작 2주 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

집이 이루어진다.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jmoa.jeju.go.kr)

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 교육 신

청 후 수강을 포기하면 2019년 도립

미술관 추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 문의 710-427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3월 21일 정기연주회

최상윤 지휘자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신임 지휘

자 최상윤이 고른 곡은 헨델의 종교

합창곡이다. 서귀포합창단은 이달

2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

당 대극장에서 최상윤 지휘자의 데

뷔 무대로 봄의 노래와 여정 이란

이름을 달고 제61회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최상윤 지휘자는 지난 1월 3일 취

임 이후 서귀포합창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데뷔 무대를 준비해왔다. 최

지휘자는 힘찬 선율

의 합창곡에서 봄을

깨우는 싱그러운 음

악까지 선곡해 서귀

포 시민들에게 첫

인사를 한다.

연주곡은 헨델의

딕시트 도미누스

(Dixit Dominus) , 조혜영 편곡의

고향의 봄 , 이호준의 나무 캐는

처녀 , 김동률의 출발 등이다. 이

중에서 헨델은 바로크 양식의 대표

적인 합창곡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헨델의 초기 작품으로 다이내믹한

음악적 소재와 표현이 돋보인다. 화

려하면서도 정교한 기교가 필요한

곡으로 서귀포합창단의 음악적 기

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제주

프라임필하모닉 현악앙상블이 특별

출연한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64)760-

2494, 739-5272. 진선희기자

정인혁 지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