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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김철웅(목포대교수)

김미옥(광주대교수)

홍승연(광주교대교수)

김선희(한세대교수)

김영지(초당대교수)

초등부 12학년

▲최고상

24 이호준(광주교대부설초1)

▲금상

20 여명원(살레시오초2)

▲은상

6장효우(살레시오초2)

21 정문경(살레시오초2)

26 이주연(광주남초2)

▲동상

3조예은(장덕초1)

12 이태경(수완초1)

13 김담은(살레시오초2)

19 홍유정(광주송원초2)

27 김예진(유촌초2)

초등부34학년

▲금상

5이규현(수완초4)

31 엄준용(선운초4)

39 이서영(광주교대부설초4)

▲은상

4 박도연(화순초4)

14 장서연(하남초4)

25 김현서(광주남초3)

38 이찬홍(광주남초4)

▲동상

1 황지원(장성진원초4)

2 김나희(월봉초4)

3 김예은(태봉초3)

6 김윤지(광주삼육초3)

9 박지우(하남초3)

11 김소율(광주송원초4)

16 최봄(금부초3)

28 곽민경(살레시오초3)

44 정해림(광주남초4)

45 지유찬(광주송원초3)

48 채승희(용두초4)

초등부56학년

▲최고상

14 김지아(광주송원초6)

▲금상

16 나혜린(운남초5)

21 박소현(남악초6)

26 정승민(광주교대부설초5)

33 송창용(살레시오초6)

37 김우진(광주교대부설초

6)

38 정가현(문우초5)

▲은상

7 고다양(광주남초6)

11 조소연(광주송원초6)

17 한서연(전주교대부설초5)

22 김여진(살레시오초5)

30 김명지(광주송원초5)

39 채병훈(광주송원초5)

▲동상

8황지유(수완초5)

10 김신교(삼육초5)

12 최보람(살레시오초5)

13 강민서(유안초5)

23 조은성(광주양산초5)

28 김도현(살레시오초5)

32 이채운(문산초5)

36 정여진(광주송원초5)

※장려상입상자는호남예

술제홈페이지를확인바랍

니다

제 61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성악초등부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만난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 공연으로 아름

다운 음악회를 시작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기획으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눈길을끈다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모

두 7차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

리며 티켓 가격도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2만원으로책정했다

첫테이프는시각장애인하모니카연

주자 전재덕이 끊는다 작은 하모니카

하나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온

그는오는 8일오후 7시 30분열리는 전

재덕나의하모니카 공연에서재즈 퓨

전 라틴 소울 팝 등 다양한 장르 음악

을들려준다

6월공연의주인공은미국버클리음대

에서정통재즈를공부한재즈보컬리스

트말로다 국내대표적인재즈아티스트

로 스캣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정

통 재즈 뿐 아니라 개인 음반을 통해 한

국가사로쓰인재즈를선보이고있다

클래식팬들은첼리스트송영훈(경희

대 음대 교수) 독주회를 기다릴 듯하다

첼리스트 송영훈의 My Music My

Life(7월26일)는 그의 연주와 함께 이

야기를함께나누는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를

만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

기 어려운 공연이다 반도네온은 탱고

음악하면 떠오르는 아르헨티나 전통 악

기다

김동률정재형등의음반작업으로도

유명한 고상지는 정규 앨범 Maycgre

1을 발매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앨범

수록곡과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등을

들려준다

기타 앙상블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5

대의 기타로 구성된 그랑 기타 퀸텟(9

월21일)은 정통클래식과탱고 재즈 영

화음악등다양한장르음악을들려준다

10월에는 컨템포러리 뮤직 그룹 소

름(SOULEUM)을 만난다 가야금 해

금 대금 국악타악 소리 작곡 6명의젊

은 연주자로 구성된 소름은 퓨전 공연

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이

다

마지막 11월공연은피아노퀸텟과함

께하는 클래식렉처콘서트 하루키 미

야자키하야오를만나다다

하루키는클래식광으로유명하다 1

Q84 등장했던 야나체크의 신포니에

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

가 순례를 떠난 해에서 인상 깊었던 리

스트의 순례의 해 처럼 하루키 소설에

는어김없이클래식음악이등장한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에서 아름다

운음악을선사했던미야자키하야오역

시 히야시 조 등 작곡가와 호흡을 맞추

며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문학과애니메이션에음악이

어떤 장치로 쓰이는 지 연주와 해설로

만나는콘서트다

전석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예회관

회원 30%할인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아름다운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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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월 1회열려

8일 전재덕첫테이프

티켓가격전석 2만원

광주 출신 발레리노 전준혁(18)군이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폐막한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outh

America Grand Prix이하 YAGP)

에서 시니어 부문 그랑프리(대상)를 차

지했다

전군은 발레리노들의꿈인 영국로얄

발레학교에서 한국인 남성 발레리노로

는처음으로 3년정규코스를밟고있으

며 동양인 최초로 전액 장학금도 받았

다

2000년창설된YAGP는전세계 9

19세무용학도를대상으로주니어(12

14세) 시니어(1519세) 부문으로나뉘

어실력을겨룬다

한국인으로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석무용수 서희(2003) 마린스키 발레

단 수석무용수 김기민(2012)이 시니어

부문그랑프리를차지한바있다

전군은 4살때고모가운영하는발레

학원에서 처음 발레를 시작했다 전 군

집안은광주에서유명한무용가족이다

고모 세명이 모두 발레를 전공했다 숙

명여대에서무용을전공한전정미씨 유

니버셜발레단원으로 10년간 활동했던

정아씨 유니버셜발레단과 스웨덴왕립

발레단솔리스트를 거쳐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은선씨가그들이다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

원에입학한전군은김선희 조주현 김

용걸교수를사사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30일 전시실에

서 내가 그리는 마한 이야기를 주제로

제4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

최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특별전선비 금강산

을가다등전시실에서전시품(유물)을보

고 느낀 점에 상상력을 더해 그림을 그리

면 된다 심사를 거쳐 으뜸상(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상) 버금상(국립중앙박물관장

상) 등 5개 부문에서 총 59명을 선정할 예

정이다

광주전남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여할수있으며 10일까지이메일(hoeyun

@koreakr) 또는 팩스(0613339872)로

선착순 250명을접수받는다

수상자는 6월7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7

월1일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작

은 712월 박물관 전시실에서 볼 수 있

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najumuseum

gokr)참조 문의 0613307822 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클래식재즈탱고영화음악국악 

전준혁

광주출신발레리노전준혁

유스 아메리카그랑프리 시니어부문대상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그리기대회

지난 대회 솜씨상 수상작 빛가람초 김효

정어린이작품

독서와말하기를연계한다양한교육과

체험의장이펼쳐진다

광주시교육과광주MBC이공동기획한

제4회꿈을실은독서열차가 7월 26일부

터 28일까지파주출판단지에서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KTX를 타고 출판의 중심

지이자책의도시인파주의출판단지를방

문해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하

게된다

참가자들은 독서토론 독서스피치 골

든벨 활동을 펼치며 출판사 인쇄소 등을

견학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다또한 시골의사의아름다운동행 등을

펴낸 박경철 작가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제작한 심재명 대표와 대화의

시간도갖는다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광

주소재고교생(1학년)은신청서를작성해

2일부터 6월 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사

항은 광주MBC 홈페이지(wwwkjmbc

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

9455670번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꿈을 실은독서열차 참가자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