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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술계에서는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45)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올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전시회를열고 가나아트전관에서개

인전을진행하고있는이작가는내년이탈리

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2015 베니스 비엔

날레특별전에초청받았다 개인전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특별전에는 그동안 김아타

(2009) 이우환서수경(2011) 서정민(2013)

등국내내로라하는작가들이참여했다

여수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18)씨는 차

세대클래식스타로확고한자리를잡아가고

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으

로 2012년독일에틀링겐국제청소년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문씨는 올해 한국예술종

합학교 음악원에 수석 입학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있다

문씨는지난 11월제69회스위스제네바국

제콩쿠르피아노부문에서한국인최초로우

승했으며 청중상 특별상까지수상 3관왕의

영예를안았다 또 지난 3월 열린제3회 다카

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

했다

광주 출신 소년 발레리노 전준혁(16)군은

세계적인 명문 영국로얄발레학교에 입학했

다 한국인 남성 발레리노로는 처음으로 3년

정규 코스를 밟는다 동양인 최초로 전액 장

학금(1년학비 5000만원)도받았다

세계 4대콩쿠르중하나로꼽히는 프리드

로잔콩쿠르파이널에진출했던전군은뉴욕

YMGP 콩쿠르 이탈리라 시실리 바로카 콩

쿠르등에서수상했다

호남예술제출신으로독일에서수학한 피

아니스트서현일(29)씨는모든피아니스트들

의꿈인베토벤피아노전곡연주에도전 눈

길을끌었다

월광 등 베토벤 소나타 32곡을 9차례 연

주회를 통해 선보이는 대장정이다 지난 5월

첫 연주회를 비롯 올해 3차례 진행됐으며

2016년 5월최종마무리될예정이다

16만에광주연극계에대통령상을안긴양

정인(43) 연출과 배우 노희설(48)씨 역시 올

해빛나는한해를보낸인물이다

제27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한 극단 얼아리(대표 양태훈)의 발톱을 깎

아도는 노인 문제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내

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드문 여

성연출자로 얼아리창단멤버인양씨는연

출상을 받았으며 방송인으로도 활발한 활동

을펼치고있는노희설씨는아내정경아씨와

함께작품에서노부부로출연 남자연기상을

수상했다

올해 광주전남 출신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가스크린을뜨겁게달궜다

순천출신김한민(45) 감독의영화 명량은

최종극장관객수 1761만명으로역대박스오

피스 1위인 영화 아바타를 뛰어넘어 역대

최다관객을동원하며한국영화흥행기록을

다시썼다그는제35회청룡영화상시상식에

서 명량으로 감독상을받았고 제51회 대종

상영화제에서최우수작품상기획상등을받

았다 명량은 ▲역대 최고 일일 흥행기록

(125만명)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달성(12

일)▲역대최대매출(157억원)이라는진기록

들을써내려갔다

여수여고를졸업한 정주리감독은직접시

나리오를 쓴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해외영화

제에 초청된 행운아였다 배두나김새론송

새벽이 출연한 도희야로 제67회 칸느영화

제 주목할만한시선 부문에초청돼찬사를

받았다 정 감독은 지난 10월에는 스톡홀름

영화제 신인감독상을 받았으며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여성영화인상연출시나리오부

문수상자로도선정됐다

해남 출신 진모영(44) 감독의 영화 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지난 28일까지 누적

관객 355만507명을 기록하며 영화 비긴 어

게인의 340만명을 제치고 역대 다양성 영화

누적관객수 1위에올랐다

올해안방극장최고화제작은광주출신만

화가 윤태호(45) 작가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

로 한 미생이었다 직장인들의 평범한 이야

와 애환을 담담하게 그려낸 tvN드라마 미

생은케이블임에도불구하고평균시청률 8

4%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하며 대한민

국사회에 미생신드롬을일으켰다

특히 방송한달만에만화단행본은 100만

부넘게팔려나가누적판매 200만부를돌파

하기도했다 김미은기자 mekim@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기금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한편정책연구기능을강화 예향이자문화중심도

시의위상을되찾는데주력하기로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서영진)은 29일 전통문화관

에서제 19회정기이사회를열고 2015년업무추진계획

안을의결했다

재단은이날 2015년업무보고를통해재단의경영비

전 (시민의문화주체화광주정신문화의허브)에따

른 다섯 가지 추진전략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

동체▲문화트라이앵글로독자성확보▲광주문화복

권(復權)을 위한플랫폼구축▲문화브랜드로 글로컬

시대개척▲나눔도움의대동정신으로문화민주주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각 전략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연간 사업으로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

화예술위원회)수탁사업 19건 자체추진사업 18건등

총 37건의사업이계획돼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은 2015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전통문화관외부리모델링을통한문화관광명소화와

함께 기금운용TF팀을 구성해 연간 16억원 장기적으

로는 2023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다양

한기금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015년 기금확충적극나선다

이이남베니스비엔날레초대

문지영제네바콩쿠르우승

전준혁英로얄발레학교입학

김한민정주리진모영감독

명량님아 극장가강타

윤태호 미생 신드롬일으켜

2014년은 광주전남 출신 예술인들의 활

약이눈부신한해였다 특히 순천출신인 명

량의 김한민감독등영화분야의활동이두

드러졌다 올 한해괄목할만한성과를낸예

술인들을꼽아봤다

지역예술인들

2014는 완생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이남 문지영 김한민 정주리 진모영 윤태호 노희설 전준혁

경영비전 5가지 추진계획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