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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박준희(조선대교수)

박경숙(광주여대교수)

클래식독무초등부56

▲금상

1김다원(불로초6)

3 이경희(광주교대부설초6)

▲은상

2신규진(광주서석초5)

클래식독무중등부

▲최고상

1정유진(우산중3)

창작군무초등부

▲최고상

1광주송원초

창작독무초등부 12

▲동상

1백다원(살레시오초1)

2 김서은(대자초1)

창작독무초등부34

▲금상

2이연하(광주송원초3)

10 전율하(광주송원초3)

14 김지혜(광주송원초4)

▲은상

4이윤선(광주송원초3)

8 김율희(무등초3)

11 강지우(광주송원초4)

▲동상

5이아림(광주송원초3)

9 이다연(광주송원초3)

12 김보경(광주송원초3)

13 이래연(광주송원초3)

17 김유민(광주송원초3)

창작독무초등부56

▲은상

2추유경(불로초6)

▲동상

1정진원(광주송원초5)

심사위원

임지형(조선대교수)

여순심(광주여대교수)

현대무용

독무초등부 12학년

▲동상

1김서연(광주봉주초2)

독무중등부

▲금상

1김노연(동아여중1)

2 김슬기(광주무진중3)

6 박수빈(풍암중3)

▲은상

1 이민주(비아중3)

4 한다원(운암중3)

▲동상

2 조준서(봉선중3)

5 박세희(광주화정중3)

독무고등부 12학년

▲금상

2 김률의(수피아여고1)

6 조윤주(수피아여고1)

9 김여진(광주예술고2)

▲은상

1 이현창(광주예고2)

4 원효민(광주예고1)

5 박소연(대성여고2)

10 이재국(광주예고2)

▲동상

3 김현서(광주예고1)

독무고등부3학년

▲최고상

7강리원(수피아여고3)

▲은상

1 김지형(송원여고3)

2 김다슬(광주여고3)

3 김민지(순천강남여고3)

5 지혜인(조대여고3)

8 김문주(광주예고3)

▲동상

4 김예지(빛고을고3)

6 최지원(수피아여고3)

군무고등부

▲최고상

2 드림무용학원

▲금상

1 JL actor company

실용무용

밸리댄스군무초등부

▲금상

2나주초

▲은상

1나주초

밸리댄스독무초등부

▲은상

1박수빈(나주초3)

▲동상

2 이소희(나주초4)

 재즈댄스 독무 중등부

12

▲금상

2유혜린(우산중2)

▲은상

1 임운화(우산중2)

재즈댄스독무중등3

▲최고상

2한다원(운암중3)

▲금상

1 이민주(비아중3)

재즈댄스군무

▲금상

1 Black J Dance A�

cademy

 재즈댄스 독무 고등부

12

▲금상

1 정소연(광주예고2)

▲은상

2 최시연(국제고2)

재즈댄스독무고등3

▲금상

3문은주(대성여고3)

▲은상

1 한갑비(광주예고3)

2 문혜선(수피아여고3)

왁킹독무중등부

▲금상

1박은주(광주동신중3)

 걸스힙합 독무 중등부

12

▲금상

1박은서(신가중1)

걸스힙합독무중등3

▲금상

1허예린(수완중3)

얼반힙합독무중등부

▲은상

1 김다소(진흥중1)

힙합군무

▲최고상

1무빈업댄스스튜디오

힙합독무고등부 12

▲은상

2배지인(보문고1)

▲동상

1 김혜미(정광고1)

힙합독무고등부 12

▲금상

1한자인(대성여고3)

▲은상

2 김세영(송원여고3)

3 정미금(서강고3)

4 김현지(살레시오여고3)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0회

를 맞았다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

의꿈을키워준텃밭이었다 각 부문수상자들은현재

문화계에서아티스트로교육자로확고히자리잡았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음악과 무용 부문이

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한국바

이올린의 대모 김남윤 교수는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대표적인물이다 서석초 동신여중 전남여고를거치

면서연속해서최고상을받았던바로크바이올니스트

김진씨는 국내 고음악계의 선구자로 앙상블 무지카

글로리피카를이끌고있다

호남예술제출신들은각대학에서후학들을가르치

고있으며호남예술제심사에도참여 또다른예술꿈

나무 발굴에 나서고 있다 소프라노 강숙자(전남대)

정애련(전남대) 박계(조선대) 박미애(광주대) 조수

현(광신대) 김철웅(목포대) 김혜경(조선대) 서영화

(조선대) 박행숙(호신대)씨등이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여수 문수초등학교 6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한 피아니

스트문지영씨는차세대클래식스타로확고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제69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쿠르피아노부문에서한국인최초로우승했으

며청중상 특별상까지수상하며 3관왕의영예를안았

다

전주출신으로호남예술제가첫번째경연참가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씨는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

위 시벨리우스콩쿠르 3위등에입상했다

광주예고재학중성악부문최고상을수상했던테너

김기찬은현재독일카이져스라우텐오페라주립극장

주역가수로활동중이며빈국립음대지휘과에서수학

중인박승유씨는최근런던클래시컬솔로이스츠주최

로런던캐다건홀에서열린 2015런던콩쿠르에서우

승했다 피아니스트 임호열씨 역시 프랑스 에피날 콩

쿠르에서우승 화제를모았으며베를린국제음악콩쿠

르에서 2위 입상한 피아니스트 최현호 최고상을 4회

수상했던바이올리니스트양새미씨등이눈길을끈다

발레리노김기민등해외콩쿠르에서잇따라낭보를

전한한국무용수들을가르친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

교무용원장은 6차례에걸쳐발레부문최고상을수상

했다또서차영(세종대) 김화숙(원광대) 김화례(경희

대) 신정희(경성대) 문영(국민대) 양순희(우석대) 등

도호남예술제가배출한교육자다

무향(舞鄕) 광주전남의 명성은 호남예술제에서

부터 시작된다 박준희김미숙임지형 교수 등 조선

대 교수진 3명 모두와 현 신순주 단장을 비롯해 박경

숙 이영애 김유미씨등 전임광주시립무용단장이모

두호남예술제를통해꿈을키웠다그밖에박선욱(광

주여대) 정혜경(송원대) 정희자(광주교육대) 교수등

도모두호남예술제출신이다

초중고 시절 최고상을 수상했던 발레리나 전은선

씨는 유니버셜 발레단을 거쳐 스웨덴왕립국립발레단

에서활동했으며지난2010년호남예술제최고상과국

회의장상을 함께 수상한 발레리나 강은혜씨가 제4회

이스탄불 발레 국제 콩쿠르 & 페스티발에서 시니어

여자부문 1위를차지했다

60회 행사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경연을시작으로막이올랐

다 이어한국무용 음악 국악 합주제등다양한경연

이펼쳐지며미술과작문의경우초등부는오는5월 27

일 광주패밀리랜드에서 중고등부는 오는 5월 28일

우치동문원에서열릴예정이다

그밖에미취학어린이들을대상으로펼쳐지는 새싹

그리기축제는오는 6월912일열린다

음악 무용 국악 부문입상자는호남예술제홈페이

지와경연다음날발행되는광주일보문화면에발표된

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발레
문화계주름잡는스타들

첫출발점은호남예술제

현대실용무용

※장려상입상자는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참고바랍

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

도록지원하는문화누리카드가광주전남지역에서호

응을얻고있다

광주문화재단은 22일 문화소외계층이문화생활을

즐길수있도록지원하는광주시문화누리카드발급율

이전국 1위로가장높다고밝혔다

또전남문화예술재단도 전남문화누리카드의발급

대비 이용률이 20일 기준 현재 3097%로 전국 17개

시도중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이번 광주시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접

수 진행 중이며 카드 발급자는 5만4839명 발급율 81

12%(지난 12일 기준)로현재전국주관처발급율중 1

위다 광주시의 올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오는 30일

까지 접수 가능하며 광주지역 문화누리카드 신청가

능자는 총 10만2560명으로 현재 4만7721명의 카드를

추가발급할수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대 개

인당 5만원카드 1매를제공한다 이용기간은카드발

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문화누리카드호응

제60회 호남예술제 개막

5월 28일까지 무용국악 등

바이올린대모 김남윤교수

바로크바이올니스트김진

제네바피아노콩쿠르우승문지영

이스탄불발레콩쿠르 1위 강은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오는30일부터오는5월28

일매주목요일오후 2시 5차례에걸쳐 역사와문화로

읽는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좌와 문화탐방을 병

행하는제5기역사문화시민대학을개최한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오는 30일

문병란 시인의 문학으로 읽는 사랑이야기를 시작으

로▲호남인물로본사랑이야기(남성숙광주매일신문

대표5월7일) ▲역사속사랑이야기(이향준전남대교

수5월14일) ▲서화로 본 사랑이야기(이선옥 전남대

교수5월21일) 순으로열린다

문의 0622342727 0102631110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역사문화시민대학개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30일부터

발급율이용률 전국 1위

30일까지 접수가능

김남윤씨 강은혜씨문지영씨신지아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