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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신수경과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 듀오 연주회가 오는 5월1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

린다

이번 연주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도레미 초청

연주회로마련했다

피아니스트 신씨는 서울대와 일리노이

음대를거쳐인디애나음대에서박사학위

를받았으며현재전남대예술대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성 씨는 서울대와 독일 뮌헨 음대 등에

서수학했으며독일레겐스부룩필하모닉

부수석핀란드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부

수석을거쳐현재충남대관현악과부교수

로재직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에네스쿠의 전설 다

나윌슨의 마스크 장밥티스테아르방의

노르마 변주곡 피에르 가바예의 부타

드 아일랜드 민요 믿어주오 이 모든 것

이변할지라도 까를훼네의 슬라브환상

곡등이다

문의 0625300120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2015년 파가니니국제바이올린콩쿠르

한국인최초우승자인바이올리니스트양

인모(23)가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개 전

곡 연주를 선보인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유스퀘어금호아트홀

올해금호아트홀상주연주자인양씨는

2014 빅토르엘마레콘서트아티스트길드

콩쿠르 1위수상자다

카네기홀와일리사이틀홀에서의데뷔

무대를포함해파비오루이지지휘의덴마

크 방송교향악단 협연 제노바에서 파가

니니가생전에사용하던악기인 과르네리

델 제수(Guarneri del Gesu)로 연주한

리사이틀등에초청받은바있다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는 바이올

린을 배우는 전공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 가는 작품으로 24개의 짧은

바이올린연습곡이자연주곡이다 각각의

카프리스는각기다른고난도의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작곡됐다 파가니니가

악마에게영혼을팔았다는풍설을믿게할

만큼신적인연주기교가총망라 된 작품

이다

양 씨는 11세에 이원문화센터 꿈나무

콘서트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이후 15세나이로KBS교향악단과의무대

를 통해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데뷔했다

현재는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미리암프

리드 사사로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동

시에최고연주자과정에서유일한바이올

리니스트로발탁돼수학하고있다티켓은

일반 4만 원 학생 3만 원 문의 062360

8437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피아노트럼펫

색다른만남

신수경성재창듀오

내일 전남대예향홀
트럼페터성재창

심사위원

임지형 (조선대교수)

이숙영 (목포과학대교수)

현대무용독무초등부 12

▲금상

1 한지민(광주운암초1)

현대무용독무초등부34

▲금상

2 송수연(광주송원초4)

▲은상

1 신유나(광주송원초3)

현대무용독무초등부56

▲금상

4조성화(조봉초6)

5 전율하(광주송원초6)

▲은상

1 정희온(태봉초6)

2김소운(불로초6)

▲동상

3 정서인(광주송원초5)

현대무용독무중등부

▲금상

1 양홍주(운리중3)

현대무용독무고등부 12

▲금상

1김노연(광주수피아여자고1)

3김예은(광주수피아여자고1)

▲은상

2 정지은(광주수피아여자고2)

현대무용독무고등부3학년

▲최고상

1류인웅(숭의고3)

▲금상

2김규리(광주예술고3)

▲은상

3 정승원(숭의고3)

현대무용군무초등부

▲금상

1 전율하외 25명(광주송원초

26)

 실용무용(밸리댄스) 군무

초등부

▲금상

1손유경외 8명(나주초34)

 실용무용(밸리댄스) 독무

초등부34

▲동상

1 박민지(나주초4)

 실용무용(밸리댄스) 독무

초등부56학년

▲은상

1안나윤(빛누리초5)

 실용무용(밸리댄스) 독무

중등부

▲동상

1 박연지(빛가람중3)

 실용무용(재즈댄스) 군무

초등부

▲금상

1 천정은 외 3명(광주월봉초

45)

 실용무용(방송댄스) 군무

초등부

▲금상

1 박규빈외 6명(나주초25)

1 김가현 외 5명(나주금천초

46)

 실용무용(방송댄스) 독무

초등부34학년

▲금상

3 정수연(나주초4)

▲은상

1김은수(나주금천초4)

▲동상

2 양예은(나주초3)

 실용무용(방송댄스) 독무

초등부56학년

▲은상

1 남송아(나주금천초6)

실용무용(팝핀) 독무 초등

부56학년

▲은상

1 박주영(광주용산초6)

 실용무용(얼반댄스) 독무

고등부3학년

▲은상

1염진경(대성여자고3)

 실용무용(얼반힙합) 독무

중등부3학년

▲금상

1 박세은(장덕중3)

 실용무용(얼반힙합) 독무

고등부 12학년

▲금상

1김규희(장덕고1)

 실용무용(걸스힙합) 독무

중등부 12학년

▲은상

1김다희(성덕중2)

 실용무용(걸스힙합) 독무

중등부3학년

▲은상

1 이민지(광주동명중3)

 실용무용(걸스힙합) 독무

고등부 12학년

▲은상

1 박은서(숭의고1)

실용무용(왁킹) 독무 고등

부 12학년

▲금상

1김수빈(2001년생)

▲은상

2 박채은(보문고2)

 실용무용(힙합) 군무 중

고연합

▲금상

1 기나현외 18명(무빈업댄스

스튜디오)

▲은상

1 전해원 외 3명(리즈실용예

술아카데미

실용무용(힙합) 독무 고등

부 12학년

▲은상

3안유빈(운남고1)

▲동상

2 박지원(정광고1)

실용무용(힙합) 독무 고등

부3학년

▲은상

1 기나현(빛고을고3

심사위원

김신영 (목포대교수)

신수경 (전남대교수)

조성경 (남부대교수)

박효정 (한일장신대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교수)

피아노고등부 12학년

▲금상

11 양보미(광주예술고2)

14김세진(광주예술고1)

36김시원(광주예술고2)

47강정혁(전주예술고2)

▲은상

20 정유정(전주예술고1)

38 홍승하(전남예술고2)

40 유유빈(광주예술고2)

43 이주연(전주예술고2)

52 박요한(전남예술고1)

▲동상

4 박찬미(전남예술고2)

5 박지현(전주예술고1)

8 김민지(광주예술고2)

16 정지민(광주예술고2)

22윤다정(광주예술고2)

23 배준희(전남예술고2)

30 이성익(전남예술고2)

35 이승민(전남예술고1)

42김한비(2001년생)

44 이채원(전남예술고2)

45 박소은(광주예술고1)

48 조별이(광주예술고1)

49 곽하은(전남예술고2)

피아노고등부3학년

▲최고상

2 이동화(광주예술고3)

▲금상

4윤다예(전남예술고3)

39 윤지현(광주예술고3)

▲은상

27 이채연(광주예술고3)

41 이현정(문정여자고3)

▲동상

1 오현지(여수여자고3)

5심세희(광주예술고3)

8 김은서(광주예술고3)

10 최은혜(정읍여자고3)

17김찬경(광양백운고3)

18박태준(2000년생)

21 나은수(대성여자고3)

28 김유리(전남예술고3)

33 송향(전남예술고3

심사위원

박행숙 (목포대교수)

구재향 (호남신학대교수)

홍경자 (전주기전대교수)

박재연 (조선대교수)

선수정 (경상대교수)

피아노중등부 12학년

▲금상

7김민서(군산회현중2)

19 진호영(광주동명중1)

32 장서윤(목포중앙여자중2)

▲은상

6 이솔비(전주예술중1)

12김현진(목포애향중1)

24김하솜(광주진흥중2)

29 김지우(여수안산중2)

▲동상

1황다은(광주중앙중1)

16류우형(구례중2)

28박소영(광주중2)

33 이윤솔(광주경신중1)

38남태희(조선대학교부속중1)

피아노중등부3학년

▲최고상

14김아인(담양여자중3)

▲금상

15 신연우(전주예술중3)

▲은상

2 이민지(구례여자중3)

16 최다인(구례여자중3)

19 김민서(목포하당중3)

20 이준영(목포영화중3)

21김명훈(비아중3)

▲동상

5 유지수(영흥중3)

6김민중(순천팔마중3)

7 정준화(풍암중3)

10 유지원(전주예술중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

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

니다

제63회 호남예술제 무용피아노 입상자 명단

피아니스트신수경

양인모

광주시립미술관(관장조진호)은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18전 초대

작가로최종 5명의작가를선정했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국내외 청년

작가 중 작품활동이 활발하고 창의력과

실험성이돋보이는작가를지역별로선정

해선보이는광주시립미술관의대표전시

로 2001년부터 매년 57명의 작가를 정

해전시회를열고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김성수(전

북조각) 안동일(대구사진) 윤세영(광

주회화) 윤지선(대

전 평면설치) 이은

영(부산설치) 등 5명

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작가 선정을 위해 광

주시립미술관 학예연

구직과 함께 전국 시

도립미술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각 지

역거점미술관(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

관 전북도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이

선정에참여했다

5개 시도립미술관 큐레이터 회의를 통

해총22명의작가를추천받은후지난 3월

2일 하정웅미술관에서 작가선정세미나를

개최했고 작가의 작업 성과와 전시 환경

등을고려해광주시립미술관큐레이터회

의를 통해 최종 작가를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작가의 작업실을 방문 작가면담 및

작품세계를조사하고 5월에는하정웅미술

관에서선정작가워크숍을열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은 민주평화인권을 대표하는 하정웅미

술관에서 7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

최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현대무용

피아노고등부

피아노중등부

실용무용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작가 5명 선정

윤세영작가

파가니니콩쿠르우승양인모

카프리스 전곡 연주

금호상주음악가오늘금호아트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