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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복희(전남과학대교수)

허정화(순천대교수)

조선미(광주여대교수)

박효정(한일장신대교수)

선수정(서울대출강)

초등부 12학년

▲최고상

24 남여울(목포영산초2)

▲금상

9윤경환(조봉초2)

23 김세중(수문초2)

▲은상

7정연우(문정초1)

14 조승효(조봉초2)

32 고나은(문흥초2)

37 김채원(장덕초2)

38 김연수(목포영산초2)

▲동상

11 박수현(태봉초2)

12 김지모(조봉초2)

16 우지현(금호초2)

18 주하윤(운남초2)

22 장정연(운천초2)

40 김태희(조봉초2)

41 김태우(살레시오초2)

42 권유진(불로초2)

44 김하빈(조봉초1)

초등부56학년

▲최고상

73 이솔비(목포항도초5)

▲금상

7김현진(목포부주초5)

11 박가현(목포영산초6)

24 서민정(목포항도초5)

66 김민서(군산회현초6)

92 오유진(목포항도초6)

93 김지우(소호초6)

94 장서윤(목포항도초6)

▲은상

16 박시윤(만호초6)

22 이민교(태봉초5)

36 김보경(순천왕지초5)

44 진호영(치평초5)

45 김수빈(불로초5)

57 한다은(군산신흥초6)

67 남태희(광주남초5)

68 박희령(유안초5)

84 송유나(목포항도초6)

89 이지희(전주서일초5)

▲동상

1 이지우(전주여울초6)

4 선경화(구례북초6)

5 이도연(일동초6)

6 류우형(구례북초6)

10 이윤솔(태봉초5)

30 황다은(태봉초5)

31 최하령(불로초5)

40 윤수완(광주교대광주

부설초5)

54 송빛여울(일동초6)

58 박예원(2005년생)

91 조민성(고실초5)

심사위원

구재향(호남신학대교수)

홍경자(전주기전대교수)

황미경(순천대교수)

박재연(조선대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교수)

초등부34학년

▲최고상

55 양준혁(건국초4)

▲금상

21 김민서(목포부주초4)

42 김혜원(대반초3)

56 황시후(불로초4)

82 허소율(하늘샘국제기

독학교3)

83 한주원(태봉초4)

▲은상

1 이주현(전주여울초4)

7 박가인(목포영산초3)

8 이준범(봉산초3)

12 이지율(송원초3)

25 오지윤(진남초4)

44 한규민(대자초3)

50 정도영(경양초4)

76 조하은(태봉초3)

86 이민주(효덕초4)

92 박인영(광림초4)

▲동상

5 한수빈(구례중앙초4)

24 황수홍(수문초4)

27 정재원(진제초4)

29 최송이(큰별초4)

30 서희원(목포영산초4)

33 김문식(일곡초4)

34 박재준(진제초3)

41 이지윤(큰별초4)

51 김솜샤넬(대성초4)

64 최유림(계림초4)

79 강수아(일곡초4)

88 이담혜(살레시오초4)

89 사다미(태봉초4)

96 윤지우(조봉초4)

100 문서연(목포석현초3)

102 김소율(송원초4)

104 박진영(완주봉서초4)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제 61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명단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6광주비엔날

레포트폴리오공모를개최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2016 광주비엔날

레(9월2일11월6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1차 심사

를 통과한 작가 10명을 대상으로 비엔날

레전시 기간동안특별전을진행하며본

전시에 참여할 최종 2인을 선발한다 대

상 작가는 만 40세 이하 광주전남 출신

이나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작가다 참

가 희망작가는 지원서 작가 약력 포트

폴리오등을 20일까지방문또는우편제

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달발표한다

홈페이지(wwwgwangjubiennaleorg)

참조

재단은또 20일까지비엔날레에서전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될 도슨트 교육과정

참가자를모집한다

교육기간은 6월20일부터 8월28일까지

로 선정되면비엔날레기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성별연령

제한은 없고 경력자나 외국어 통역 가능

자는우대한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 내려받아 작성 후 최종학력증명서 등

과 함께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842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팀파니 드럼 봉고 심벌 큰북 작은북 세상의모

든타악기를만나다

타악그룹HAMCO콘서트가 10일오후 7시30분광

주문예회관소극장에서열린다 공모를통해문예회관

이진행하는화요예술무대선정작이다

HAMCO(HAppy Music COperation)는 광주시

립교향악단타악주자인리더이현동씨를비롯해강승

용 김기수씨가 주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타악 앙상블

팀이다

이번 연주에서는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스티브

라이히의 Music for pieces of wood 등을들려준다

존 케이지의 Credo in Us는 실생활에 쓰이는 캔을

비롯해라디오에서흘러나오는음악소리와피아노연

주가어우러진독특한곡으로피아니스트김준현이협

연한다 특히 이번 연주회를 위해 위촉한 이보렴 곡

타악기와튜바를위한소품곡(코끼리잠설치다코끼

리벌과의전쟁)이초연된다코끼리소리를담당하는

튜바가 주인공으로 등장 코 고는 소리 등을 들려주는

유쾌한곡으로광주시향상임단원심재영씨가함께호

흡을맞춘다

그밖에지코빅의 Sandy the Hurricane에서는베

이스톰톰스네어드럼등다양한악기를통해타악기

의매력을들려준다 티켓가격전석 1만원 문의 010

2806011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세상의모든타악기를만나다

타악그룹HAMCO 콘서트내일광주문예회관소극장

2016광주비엔날레포트폴리오공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도슨트교육과정참가자도모집

1991년은 지역클래식 피아노음악계

에의미있는해였다 지금까지도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피아노아카데

미와 광주피아노 듀오가 창단 지역 음

악계를풍성하게했다

교육현장에몸담고있는피아니스트

들 모임인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매년

두차례 다양한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열

어왔고향토작곡가작품연주회창작피

아노 독주곡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진

행했다 무엇보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인신인음악회를꾸준히진행지

역피아노음악발전에힘을쏟고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가 창단 25주년

을맞아 5월한달동안다양한행사를준

비했다

10일(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

관) 열리는 협주곡의 밤은 광주여성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변욱)와 함께

대표적인 협주곡을 연주하는 프로그램

이다 모차르트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구재향김은영) 부르흐

의 두대의피아노와오케스트라를위한

협주곡 작품번호 op88a(조혜원최연

주)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황제(동

수정)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2번(문현

옥) 등이레퍼토리다

12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공연은 광주피아노아카데

미 신인연주회 출신들의 기념 연주회로

꾸몄다 이슬강효미함지연김형미씨

가슈만의 판타지 C장조바흐부조니

의 샤콘느D단조 등을들려준다

피아노아카데미는 베토벤 피아노 소

나타 전곡 연주 등 아카데믹한 주제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왔다 13일(오

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

홀) 열리는 제47회 정기연주회는 올해

탄생 125주년을 맞은 프로코피에프 소

나타 전곡 연주회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지현김정아나원진성지영정희

연박수연씨가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9

곡중 6곡을연주한다

5월 마지막 날인 31일(오후 7시 전남

대학교 강당) 열리는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는 4대의 피아노에서 8명의 피

아니스트가 동시에 연주하는 음악회

다

특히 피아노아카데미 전 회원과 함께

한창꿈을키워가고있는초등학생연주

자들이함께무대에서눈길을끈다

김선철 곡 무등산을 비롯해 베토벤

의 에그먼트 서곡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리스트의 헝가리언 랩소디 2

번 슈베르트의 송어 구노의 파우스

트 왈츠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란

서곡등을연주한다

16일(오후 5시 호남신학대 예음홀)에

는워크숍도열린다피아니스트조은아

씨가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입상 이후

클래식의 대중화 현상으로본 스타플레

이어의필요성을주제로강연한다

현재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50여명

의회원이활동중이며초대회장을맡았

던 김선자 전남대 명예교수와 2대 회장

한정숙호남신학대교수의뒤를이어지

난해부터 박행숙 목포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광주 클래식

피아노 음악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학부졸업생들이신

인음악회를통해서연주자로첫발을내

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

한 후 유학을 다녀오고 다시 귀국해 전

국에 대학에서 지도자로 또 연주자로

활발한활동을하고있어요

박행숙 교수는 다양하게 준비한 이

번 기념 연주를 계기로 피아노아카데미

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가격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7117624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피아노선율이흐르는 5월
광주피아노아카데미창단 25주년 행사다채

지역대학피아노교육자모임

매년두차례정기연주회

젊은피아니스트의등용문

김선자명예교수 박행숙교수 문현옥교수 김정아교수한정숙교수

10일 협주곡의밤12일 신인연주회출신들기념연주회

13일 제47회 정기연주회31일 그랜드피아노콘서트

16일 호남신학대예음홀에서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