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앨버타 대학교 한국말하기 대회 
 

2017 년 11 월 3 일에 앨버타 대학교에서 오후 1 시에서 3 시 사이에 HC L 1 에서 열린 한국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제 6 회를 맞이한 한국어 행사에는 총 34 명이 지원하여서 예선을 거쳐 23 명이 11 월 3 일 

본선에 진출하여 그들의 한국어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 날 행사에는 김건 밴쿠버 총영사, 곽태열 부총영사, 

크리스토퍼 룹케 동아시아학과장, 염진성 한인회장, 김중현 전 노년대학장, 문순원 한인장학회장, 우상욱  

노인회장, 박능재 전 얼음꽃 문학회장, 정무부 한인회이사 등, 여러 한인 교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곽태열 부총영사, 조율리 얼음꽃 문학회장, 이길 앨버타 위클리 편집장과 한국어 프로그램 

교사인 강주연 선생과 권진미 선생이 나와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김건 총영사가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각각 

500 불, 300 불, 100 불에 해당되는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2016 년에 열린 한국말 대회에서 1 등상으로 뽑힌 Fengjing Chen (고급반)과 Guangyan Li (중급반)는 한인 장학회의 

지원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2017 년 3 월에 열린 전 캐나다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그랑프리와 1 등상을 받는 

쾌거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앨버타 대학교에서 고급반과 중급반에서 수상된 학생 두 명은 2018 년 3 월에 

열리는 전국 캐나다 말하기 대회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한국말하기 대회의 수상자들입니다. 
 

 
 
 

2017년 앨버타 대학교 K-POP 콘테스트 
올해에도 앨버타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와 밴쿠버 총영사관은 앨버타 대학교에서 2017 년 11 월 3 일 오후 4 시에서 

7 시 30 분 사이에 성공적인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 년 한국 문화 행사의 주제는 한국 현대 대중 

문화의 꽃인 K-POP 콘테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앨버타 대학교 내외의 캐나다인들에게 현대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K-POP 문화를 소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동아시아학과와 밴쿠버 

총영사관이 협심하여 K-POP 행사를 진행시킨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7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발디딜틈이 없이 들어찬 관중들로 행사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건 밴쿠버 총영사와 Michael O'Driscoll 문과대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행사에는 곽태열 부총영사, 

Christopher Lupke 동아시아학과장, 염진성 한인회장,우상욱 노인회장, 조희양 한인여성회장,김중현 전 

노년대학장,김성렬 한인실업협회장,조율리 얼음꽃 문학회장, 조용행 한인회 부회장, 노웅규 한인회 부회장, 

남기철 세종문화회관 대표 등 주요한 한인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인 무용가 안정숙 씨, 

고람대오 합창단 지휘자 최미경 씨, 동아시아학과 권혁찬 교수, 앨버타 대학 세인트 조셉 교회 지휘자 Cerina Lee 

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행사는 K-POP 노래와 춤 등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56 명의 지원자들이 

(고급반) 

1 등: Mengxuan Li,    2 등: Jessica Lau          3 등: Melody Xie 

(중급반) 

1 등: Kris Ng,    2 등: Jovy Anne Natabio          3 등: Hannah Schmakeit 

(초급반) 

1 등: Yichen Zhou,    2 등: Erica Wong          3 등: Brittany Der 

(입문반) 

1 등: Danni Zhao,    2 등: Shuyu Zhu          3 등: Yu Huang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노래 부분에서 3 명이 선발되었고고, 댄스 부분에서는 총 6 팀이 선발되어 각각 

상장과 상금 500 불, 300 불, 100 불씩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K-POP 행사의 수상자 명단입니다. 
 

(노래 부문) 

1 등: Raina Qian (U of A),   2 등: Enrico Celiz (NAIT),   3 등: Emily Phan (U of A) 
 

(한국어 클래스 댄스 부문) 

1 등: ARMY – Carolyn Su (U of A), Yichen Zhou (U of A) 

2 등: Hallstars – Danielle Hall (MacEwan),  Ereinne Hall (U of A) 

3 등: Sphere91-Nova – Ayanna Ferrance (U of A), Holly Henderson (U of A) 
 

(일반인 댄스 부문) 

1 등: Seventhteen – joseph Latina (일반인), Lorenz Astillo (MacEwan), Mike Truong (St. Francis Xavier High School), Ryo 
Cifra (MacEwan) 

2 등: Benjie Aguinaldo (일반인), Oscar Lam (일반인) 

3 등: 4K – Donovan Tung (U of A), Enrico Montano Celiz (NAIT), James Angelo Rafailes Te Eng Fo (U of A), Renzo 
Escodero (MacE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