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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무대로 알려진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콘서트’ 싱가포

르 연주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뷰티풀 마인드 채리

티’(Beautiful Mind Charity)와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이 공동주

최하는 이번 공연은 4월 19일 저녁 7시에 도비곳에 위치한 ‘소타 

콘서트 홀’(Sota Concert Hall)에서 열리게 된다. 2012년에 ‘뷰티

풀 마인드 채리티’ 싱가포르 지부가 설립된 이후 인종과 국가와 

초월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매년 싱가포르 장애복지재단의 자선기

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해 왔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한국 ‘뷰티풀 마인드’로부터 싱가포르에 오는 

6명의 음악가들(배일환, 이상재, 서정실, 곽은아, 오덕선, 이규석)

과 한국의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21명의 장애 청소년들

이 펼치는 이번 무대에는 피아노 솔로와 트리오, 기타 트리오, 해

금, 첼로 앙상블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 청중들에

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BMMA: Beautiful Mind Music 

Academy)는 현역 음악가들이 재능있는 장애청소년들을 발굴하

여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전문음악인으로 양성

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잠재된 예

술적 재능을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및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새롭게 출범한 현지인을 위한 BMMA에서는 지난 1월 

오디션을 거쳐 5명의 장애청소년 연주자를 선발하였다. 현재 싱

가포르 BMMA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현지 장애 청소년은 점

액지방증(몸안에 지방질이 분해가 안되어 쌓여 뇌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음악으로 전세계에 ‘이웃사랑’ 전하는 ‘뷰티풀 마인드’ 

자선음악회 ‘뷰티풀 콘서트’ 싱가포르 2014 @SOTA Concert Hall

아트 저널리스트 채혜미 (cheihyemee@gmail.com)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음악교사 손미경 씨는 “장애인

이라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애가 

악기를 배우는데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나 

열정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아요. 때문에 본인

의 발전은 물론 교육하는 저에게도 도리어 힘이 되고 있지요”라

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싱가포르 청

소년을 가르치는 첼로교사인 박소연씨는 자원봉사를 통해 발견

한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첫 레슨을 시작

했었지만 점차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도리어 보람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장애 청소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완성도 높은 연주는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들의 연주를 통해서 정상

인들이 도리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와 더불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악기를 가르

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청중이자 후원자인 사람들까지 

한 마음에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인 ‘

뷰티풀 콘서트’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열정과 에너지로 우리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많은 것들을 새롭

게 발견함과 동시에 바쁜 일상 속에서 메마르기 쉬운 정서를 회

복시켜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싱가포르의 BMMA 첫 열

매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첫 연주회에서 청중들이 장애연주가들

에게 보내는 박수는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큰 격려가 될 것이

다. 이번 공연의 레퍼터리를 소개하자면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No.17 F 장조, 1악장 그리고 첼로 앙상블과 해금이 함께 연주하는 

Calling(이권희 곡)등의 곡이다. 영화음악 중에서는 ’피노키오’ 중

의 ‘When You Wish Upon a Star’는 소프라노 독창과 영화 ‘라이

온 킹’에 나오는 ‘Hakuna Matata’는 ‘뷰티풀 마인드 싱가포르 앙

상블’이 연주한다.

문화 예술 사진설명: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 앙상블



문화 생활

공연정보

- 공연 일시 :  2014. 4. 19(토) 오후 7시

- 공연 장소 :  SOTA(School Of The Art) Concert Hall

                  1 Zubir Said Drive 2층 Singapore 227968

                  (주차 불가능, 근처의 The Cathay, Pomo, SMU, 

                   Hotel Rendezvous 사용가능)

- 입 장 권 :  A($80), B($50), C($30)

- 문     의 :  9172-0563(한국어) 9457 8023(영어)

                  sjnglee@beautifulmindcharity.org

지난 한 해 동안 ‘뷰티풀 마인드 싱가포르’에 소속된 10명의 한인 

음악가들은 양로원과 특수학교와 병원등에서 정기적인 연주봉사

를 해왔다. “소외된 그 분들과 잠시나마 아름다운 멜로디와 만남

의 즐거움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

었어요.”라고 오보에 연주가 이혜숙씨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플

루트연주가 이소정씨는 “매번 공연을 마치고 양로원에 계신 할머

니 할아버지들과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드릴 때면 그분들이 고마

워하는 마음과 작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지요. 저

희가 그 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로부터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지요”라고 연주 봉사활동의 소감

을 전했다.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의 취지를 이해하고 재능기부와 재정 후원

을 해줄 교민들의 적극적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윤호섭 이사장

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

해줄 수 있었으면 해요. 또한 그들에게 롤모델을 보여주고 싶습니

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 가 싱가포르 사회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 되길 바라

며, 현지의 사회복지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욱 확장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산하단체로 정식 등록된 ‘뷰티풀 마인드’는 

2006년 설립 이래 그 동안 전 세계 51개국을 순회하며 자선 음악

회의 공연을 했으며 문화사절로서의 국위선양과 더불어 지구촌

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자선공연을 

통한 수익금과 후원금은 싱가포르 현지의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

지단체 4곳으로 시각장애자학교  ‘Light House School’을 비롯한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및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과 ’Rainbow Centre’에 기부될 예정이다.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한 ‘주 싱가

포르 한국 대사관’의 윤재웅 문화 홍보관은 “‘뷰티풀 마인드 뷰티

풀 콘서트 2014’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예술인들을 적극 활

용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촉진한다

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뜻 깊은 이번 행사에 교

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