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제6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심사결과

 콩쿠르 개요

  m (예선) : 2021. 8. 6.(금) ~ 7.(토) / 김천파크호텔

             221명(중등부 25명, 고등부 73명, 대학․일반부 123명)

  m (본선) : 2021. 8. 14.(토) / 김천파크호텔

             35명(중등부 9명, 고등부 22명, 대학․일반부 30명)

  m (심사방법) : 국내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 심사위원 명단 별첨
 심사결과

 ※ 대상 및 고등부, 대학․일반부 1~3위는 시상식 연주회 이후 현장공개(누설주의)

구  분 소  속 성  명 훈  격 부  상

대  상 연세대학교 정현우 경상북도지사 상장, 10백만원

대학부
일반부

1위 서울대학교 장슬기 경상북도지사 상장, 6백만원

2위 연세대학교 이혜지 김 천 시 장 상장, 3백만원

3위 서울대학교 백승립 대구MBC사장 상장, 2백만원

고등부

1위 계원예술고등학교 차원서 경상북도지사 상장, 3백만원

2위 김천예술고등학교 이가은 김 천 시 장 상장, 2백만원

3위 부산예술고등학교 박신규 대구MBC사장 상장, 1백5십만원

중등부

1위 부산예술중학교 최윤서 경상북도지사 상장, 2백만원

2위 부산예술중학교 김은우 김 천 시 장 상장, 1백5십만원

3위 예원학교 김준 대구MBC사장 상장, 1백만원

대학부
일반부 장려상 한양대학교 윤한성 파파로티재단 

이사장 상장, 1백만원

고등부 〃 선화예술고등학교 홍서영 〃 상장, 1백만원

중등부 〃 예원학교 이우주 〃 상장, 5십만원

대학부
일반부 파파로티상 이화여자대학교 양소희 파파로티재단 

이사장 상장, 1백5십만원

고등부 〃 대기고등학교 김영광 〃 상장, 1백만원

중등부 〃 가창중학교 최주선 〃 상장, 1백만원



 2021 제6회 경상북도

 파파로티성악콩쿠르 예/본선심사위원명단
심사
일자

심 사 위 원

2021.8.6.
(금)

중등부 
및

고등부

김충희 (테너)

‣ 부산대학교 교수

‣ 유럽무대주역가수

‣ 서울대학교 졸업

윤명자(메조소프라노)

‣ 이화여대 교수

‣ 쾰른음대 졸업

‣ 독일가곡연구회장

 이태원 (테너)

‣ 김천대학교 교수

‣ 김천시립합창단

  지휘자

‣ 서울대학교 졸업

유소영(소프라노)

‣ 경북대학교 교수

‣ 달라스콩쿨1위등

‣ 서울대/대학원졸

심사위원장

류현승(베이스바리)

‣ 상명대 교수

‣ 델모나코콩굴1위

‣ 국내외오페라주역

2021.8.7.
(토)

대학부

및 

일반부

 허미경 (소프라노)

‣ 인제대학교 교수

‣ 템플대이스트만졸

‣ 버팔로국제콩쿨등

  국제콩쿨 입상

 김철호 (테너)

‣ 삼육대학교 교수

‣ 이태리 Tito Schipa
  국립 음악원 졸업

‣ 구리시오페라 단장

  김승철 (바리톤)

‣ 계명대학교 교수

‣ 이태리 코센사
  국립 음악원 졸업

‣ 국내외오페라주역

 최윤희(소프라노)

‣ 영남대학교 교수

‣ 미주리대학 졸업

‣ 메프로폴리탄 ,NATS콩  
   쿨입상

심사위원장        

이광순(테너)

‣ 안동대학교 교수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태리 S.Bartolomeo
  국제 성악콩쿨 2위



심사
일자 본선 심사위원

2021.8.
14.
(토)

중고대

일반

통합

심사

신지화 (소프라노) 이화여대 성악과 교수

KBS,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부천시향과 협연.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 음악회 및 오사카 월드컵기념 음악회 

출연.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초청 독창회 출연.

현재 이화여대 음대 교수 및 전세계에서 독창자로 활동 중

오미선 (소프라노) 성신여대 성악과 교수

이탈리아 조바니 탈렌티 국제 콩쿨 수비아코 음악원 콩쿨 입

상 아트리 콩쿨 페루쵸 탈리아비니 콩쿨 빈첸초 벨리니 콩쿨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

원 입학 이플로마및 조교과정 디플로마

김성진 (테너) 인제대학교 성악과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 국립 음악원 졸업

프랑스 마르세이유 콩쿨 1위,파리 콩쿨 2위 외 다수의 국제콩쿨 입상

LG 아트홀에서 음악춘추사 초청 귀국 독창회 및 명동성당 본전 초청 독창회

최종우 (바리톤) 한세대학교 성악과 교수

동아 음악콩쿨 ,안젤리카 카탈라니 국제 성악콩쿨 우승, 비오티-발세시아 국제 성

악콩쿨 준우승, 베르디-부쎄토 국제 성악콩쿨 준우승, 파르마 국제 성악콩쿨 우승

쟈코모 라우리볼피 국제 성악콩쿨 우승, 훼룻쵸 탈리아비니 국제 성악콩쿨 준우승

호세 카레라스 국제 성악콩쿨 우승

제노바 왕립 음악아카데미아 최고오페라가수과정 졸업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김성진(지휘자) 김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연세대학교 / 한스아이슬러대학 졸업

‣제6회 경상북도파파로티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지휘예정

브란덴부르크오케스트라, 자프란 앙상블, 오케스트라 아이오와, UI 체임버오케스트

라, 시더 래피즈 오페라, 부산신포니에타, 성남시립교향악단, 카메라타 안티콰 서

울, 아트센터 인천의 2019년 오프닝 작품인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