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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호(현암한국화가)김순덕씨 장

남 수빈군 장행식김경희씨 장녀 아름양

22일(토) 오후 1시 광주 S타워컨벤션 3

층메리골드홀

▲서정훈박명숙씨 장남 범석군 김기

석(대호이엔지)김인옥씨 장녀 수영양

22일(토) 낮 12시30분 서울강남피에스타

귀족 1층노블리티홀

▲장순례씨차남박인홍군정동기(아카

데미학원 원장)박금자씨 차녀 행연양

23일(일) 오전 11시광주시서구마륵동데

일리컨벤션 2층오비도스홀

▲박진상최덕희씨 장남 창훈군 이송

암(광림토건동성종합건설광림종합중

기 회장)정문숙씨 삼녀 보현양30일

(일) 낮 12시30분울산시남구삼산동롯데

호텔울산 2층크리스탈볼룸홀

▲고흥 동강중 7회 동창회(회장 송영

식) 졸업 40주년 행사22일(토) 오후 4

시7시 광주시 동구 황금동 파레스관광

호텔 8층연회장 0622227733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

진호) 2017년도 제43차 총동창가족체육

대회22일(토) 오전 10시 순천고 운동장

(준비기수 순천고 39회준비위원장 김한

얼) 문의 순천중고총동창회 사무처 061

7467700

▲전남고등학교 제9회 동창회(회장 임

낙평)졸업 40주년홈커밍데이22일(토)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

자광주호텔연회장문의행사위원장정회

함 01067900060

▲나주임씨 광주화수회(회장 임채규)

정기총회 및 제5회 장학금 전달식22일

(토)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 삼

희불낙 0622253233

▲학교법인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

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

(회장 이정원) 제21회 유은동문 한마음대

축제23일(일) 오전 10시 광주여상 운동

장 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

3612680

▲제1회 영광 군남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성래) 화합한마당30일(일) 오

전 10시 30분 군남초등학교 운동장 문의

신헌준 01046057530

▲수원백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백

형로)정기총회20일(목) 오전 11시광주

시 동구 운림동 4683 수자타 3층 뮨의

0622221145 01036348728

▲전주이씨대동종약원광주전남지원

서구분원(분원장 이정문) 정기총회20

일(목) 오전 10시 40분광주시서구금호동

서창농협 3층 대회의실 문의 0108831

8507

▲전주이씨대동종약원광주전남지원

장성분원(분원장 이기만) 정기총회20

일(목) 오전 11시 장성라이온스클럽 사무

실(장성병원 맞은 편) 문의 0102766

0945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남구분원(분원장이영석)정기총회21일

(금)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제봉로201 현

대BD 3층회의실문의 01090544529

▲경주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

훈)축제한마당22일(토) 오전 11시광주

시북구서하로 139 퀸스웨딩컨벤션 참가

문의정훈 01054498405

▲장흥임씨대종회(회장 임기호) 고려5

충신 향사봉행22일(토) 오전 11시 장흥

군 관산읍 당동길 625 시조공 사당 정안

사 광주 소태역 앞 오전 8시 출발 문의

01086022958

▲전주이씨대동종약원광주전남지원

구례분원(분원장 이용권) 정기총회24

일(월) 오전 11시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53 구례군분원 리화회관 문의 010

7624234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

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

을위한연말연시위로행사용으로음향장

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01072744321

▲김주원씨 별세 인호은숙인숙씨 부

친상 길은주강정아씨 시부상 최승권씨

빙부상발인 20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제1분향소 0622318901

▲강금주(광주 남광교회 권사)씨 별세

서형진(전 광주매일)이봉진(광주청소년

자립생활관장)이봉철(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서정희이은이씨 모

친상류국선(전 광주일보)양수승(수피아

여고교사)씨빙모상이정희(KT 근무)이

순진씨 시모상발인 20일(목) 광주시 동

구학동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동문회

종친회

알림

부음

추억낭만열정꽃바람부는봄밤아름다운선율에빠지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왼쪽)이 19

일 본점 17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경

찰청(청장이기창)과범죄피해자지원

과보호를위한업무협약식을열었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범죄피해자들

이정상적인생활을하는데도움을주

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아동

등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원하

기위해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범

죄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

주지방경찰청에 전달해 그 의미를 더

했다

김한광주은행장은 지역에서함께

살고있는범죄피해자들의아픔을조

금이나마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

나가겠다고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범죄피해자보호 1000만원 후원

광주경찰청과업무협약

꽃바람부는봄날밤 무등산 자락에아

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졌다 재즈 뮤지션

들의 흥겨운 음악 어린 바이올리니스트

자매의 낭만적인 연주 남성 성악가들의

웅장한 무대까지 다채로운 빛깔로 엮어

간 음악회 풍경은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

이었다

광주일보제5기리더스아카데미신춘음

악회 봄밤 열정에빠져들다가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무등산 커볶 1층 리부

트에서열렸다

철학자 최진석 심리학자 황상민 등 유

명인문학강사를초청 강의를듣고있는

리더스아카데미는 일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음악회를열고있다

소프라노유형민씨의사회로열린이날

공연의첫무대는이대인(기타) 전사무엘

(베이스) 김민호(드럼) 권웅(색소폰) 이

민영(피아노)씨로 구성된 재즈 밴드가 장

식했다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멘델스존

의 봄노래로 문을 연 공연은 영화 쉘부

르의 우산 삽입곡을 재즈로 편곡한 I

will wait for you로 이어졌고각멤버들

의화려한개인기는박수갈채를받았다

이어유형민씨가재즈밴드의연주에맞

춰 Over the rainbow Fly me to the

moon을 선사했으며관객들의환호에답

해 유씨와 밴드는 앙코르 곡으로 베사메

무초를들려줬다

이날공연에서는어린뮤지션들을응원

하는 의미있는 무대도 열렸다 광주일보

가주최하는 예술꿈나무들의큰잔치 호

남예술제 출신으로 현재 한국예술영재교

육원에서 공부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남린

(서울 예원학교 1년) 남빈(서울 신중초 5

년) 자매의무대였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제57회 호

남예술제에서바이올린부문최고상을수

상했던린양은이날브람스의 헝가리무

곡 2번을 들려줬으며 역시 한국예술영재

교육원에서 공부하는 동생 빈 양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을 선사했다

관객들의환호가이어지자린양은엘가곡

사랑의 인사의 낭만적인 멜로디를 들려

주고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보와스케르

쪼카프리스를 통해 화려한 테크닉을 선

보였다

피날레를장식한광주대표남성성악가

들의무대도압권이었다

피아니스트천현주씨의반주에맞춰바

리톤 김지욱씨의 My way로 문을 연 무

대는바리톤김대수 테너장호영세명이

아름다운화음으로함께부른 향수로 절

정을 맞았다 이어 김대수씨가 신고산 타

령를 선보였으며 테너 장호영이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를 부

를때는관객들의환호가터졌다 또유형

민씨와장호영이함께부른오페라 라트

라비아타중 축배의노래는공연의분위

기를달궜다

세명의남성성악가는이탈리아칸소네

오나의태양에 이어 참가자들과후렴구

를함께부른 푸리쿨리푸니쿨라로 공연

을마쳤고앙코르요청이이어지자마지막

으로 우정의노래를선사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의는

오는 25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의 저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강사로나설예정이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일보제5기리더스아카데미신춘음악회 봄밤열정에빠져들다가지난 18일무등산커볶 1층리부트에서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제5기리더스아카데미무등산자락서신춘음악회

호남예술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남린남빈 자매 연주

성악가김지욱김대수장호영출연 우정의노래 앙코르

18일열린음악회에서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을연주하고있는남린남빈자매

심사위원

박선욱(광주여대교수)

차은희(고구려대교수)

전통무용군무초등부

▲금상

1김기담외 4명(살레시오초)

전통무용독무중등부 12

▲금상

5윤정희(조대부속여중1)

▲은상

4정솔리(산정중2)

▲동상

1황윤하(상일중2)

전통무용독무고등부3

▲최고상

1김민경(광주예고3)

창작무용독무초등부 12

▲동상

1양예은(나주초2)

창작무용독무초등부34

▲금상

2오대원(광주서초4)

▲은상

3최연우(건국초4)

1 이주영(광주봉산초4)

▲동상

4박규빈(나주초4)

창작무용독무초등부56

▲금상

4 강예진(신안초6)

▲은상

2 김담영(큰별초6)

7 장예은(동림초6)

▲동상

5추예은(태봉초5)

1 양지현(용주초5)

창작무용군무초등부

▲은상

1 김지영외 3명(나주초)

창작무용독무중등부 12

▲금상

2 김나연(성덕중2)

▲은상

1 김을리(상일중2)

▲동상

3 송윤아(상일중1)

창작무용독무중등부3

▲금상

1 조은별(상일중3)

창작무용독무고등부 12

▲금상

1이영화(광주예고1)

▲은상

2 김종미(광주예고1)

▲동상

3조은빛(광주예고1)

창작무용독무고등부3

▲금상

1조인영(광주예고3)

심사위원

박준희(조선대교수)

박경숙(광주여대교수)

클래식독무초등부34

▲은상

1오윤서(고실초4)

클래식독무초등부56

▲금상

6이아림(광주송원초5)

1박건희(광주연제초6)

▲은상

7 정려원(광주서산초6)

5 김다현(건국초6)

▲동상

2차혜주(광주오치초5)

3박시은(대자초6)

클래식독무중등부 12

▲은상

5김민교(일곡중2)

2박선지(수완중1)

▲동상

1 김효린(장덕중2)

6추유경(동아여중2)

4박선주(수완중1)

3 김다원(숭의중2)

클래식독무중등부3

▲최고상

3 신연규(조대부속중3)

▲동상

2 김현지(성덕중3)

클래식독무고등부 12

▲금상

1이예진(광주예고1)

3 김민주(광주예고1)

▲은상

2 정유진(광주예고2)

클래식독무고등부3

▲금상

1 조민지(광주예고3)

창작군무초등부

▲금상

1 김지혜외28명(광주송원초)

창작독무초등부 12

▲최고상

5이아인(동림초2)

▲금상

6 송연지(광주광림초1)

▲동상

2 진소정(효광초2)

3박예린(태봉초1)

창작독무초등부34

▲금상

10심정연(2008년생)

▲은상

26 이정원(대자초4)

24최지유(대자초4)

13 서지후(주월초4)

▲동상

2차주은(광주송원초3)

28 신수아(광주송원초3)

3 백다원(살레시오초3)

14 김여원(광주송원초3)

19 정연아(광주송원초4)

15윤지영(불로초4)

1 김아리(광주송원초4)

22배우린(광주송원초3)

창작독무초등부56

▲금상

4김유민(광주송원초5)

▲은상

5조아로(광주삼육초5)

▲동상

2 김지윤(큰별초5)

창작독무중등부 12

▲동상

1송하은(장덕중1)

2 원채원(신창중2)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

제홈페이지를참고바랍니다

제 62회호남예술제입상자명단

한국무용

발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