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는 드라마와 K-Pop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 나와 살

면서 현지인에게 한국의 문화예술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을 전하는 것도 ‘한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

는 ‘뷰티풀 마인드 체리티’(BMC: Beautiful Mind Charity)는 그간 

72개국의 99개 지역을 순회하며 272회의 콘서트를 열면서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

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

하는 일들을 해 왔다. 

 지난 2012년에 BMC 싱가포르 지부가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는 IPC(공익단체)로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이 되었다.  2012년 부

터 지난해 까지 매년 콘서트를 열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

게 된다. 특히 ‘BMC’의 산하단체인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

미’(BMMA : Beautiful Mind Music Academy Concert)는 장애 및 

소외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음악전

공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로원, 특수

학교, 병원등을 방문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생활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자원봉사를 한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인 음악가들의 지

속적인 노력으로 현지 장애 청소년들에게 연주를 통한 ‘희망’이

라는 결실을 이루어내기 까지 자원봉사 교사들의 정성과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동

안 BMMC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던 싱가포르 장애 청소년들이 

준비한 음악회는 2015년부터 자체적인 무대로 매년 자선음악회

를 열고 있다. 

BMMC의 콘서트를 관람할 때 마다, 현지 장애 청소년들의 정성

어린 연주를 통해 그들의 피나는 노력의 과정은 물론 선생님들의 

노고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동의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

의 재능기부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무대위에

서 당당하게 연주를 할 때 관객들과 연주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들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한계

만을 한탄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자원봉사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다거나,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

다면 이 콘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BMMC의 연주회에 한인들과 현지 이웃

들을 초대한다. 정말 조금씩 성장하면서도  인내와 희망으로 포

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달려온 그들의  아름다운 결실 만큼이나 

아름다운 연주는 이웃사랑을 느끼는 훈훈한 연주회가 될 것을 기

대한다. 이번 콘서트에 특별히 출연하는 한국 BMC의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배일환교수와 한국 BMMA 배성연, 김민주 두 학생들이 

무대를 빛내 줄 것이다. 

 

공연정보 

일시: 2017년 4월 22일(토) 5pm

장소: Concert Hall, School of the Arts(SOTA)

예매: 9112-3558(English) / 9172-0563(한국어)

웹사이트: www.bmcsg.org / 이메일 admin@bmcsg.com

주차: The Cathay, Pomo,SMU, Hotel Rendezvous 

*공연의 티켓을 구입하거나 후원금 납부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자선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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