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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	단조

  I. Prelude

  II. Adagio

  III. Finale

스트라빈스키	 불새	(1919년	버젼)

   Introduction 

	 	 서주

   L’oiseau de feu et sa danse 

	 	 불새의	춤

   Variation de l’oiseau de feu 

	 	 불새의	변주

   Ronde des princesses (KHOROVODE) 

	 	 마법에	걸린	공주들의	원무	(호로보드)

    Danse infernale du roi Kascheï 

	 	 마왕	카셰이	무리들의	지옥의	춤

   Berceuse 

	 	 자장가

   Final 

	 	 피날레

“나의	인생곡”에	대한	원고를	의뢰받고	가장	먼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가	떠올

랐다.	지금까지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시벨리우스	협주곡.	특히	2,	3악장은	15살	때	무대	연주	경

험	전혀	없이	비에냐프스키	콩쿠르	파이널에서	첫	연주를	했던	곡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생일날	정경화	선생님의	주선으로	런던	로열	알버트홀	대기실에서	이루어진	정명훈	선

생님의	오디션에서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과분한	찬사를	최고의	생일선물로	받은	곡	역시	시벨

리우스	협주곡이었다.

하지만	인생곡의	주인공으로는	시벨리우스만큼이나	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브루흐의	‘바이올

린	협주곡	1번	사단조’를	꼽으려	한다.	이	곡은	바이올린을	시작할	즈음부터	최근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는	동안	내내	내	곁을	지켜준	작품이다.

이	곡과	사랑에	빠진	것은	바이올린을	막	시작한	8살	무렵이었다.	정경화	선생님이	연주하신	브루

흐	협주곡	음반을	처음	듣고	어린	나이에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

고	곧바로	이	작품을	연주하는	게	나의	꿈이	되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2년	후	내	음악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안드리옙스키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선생님께서는	내게	레슨	때	가장	하고	

싶은	곡들을	순서대로	적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내	리스트	1번이	브루흐	협주곡인	것은	매우	당연

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레슨에	시험	삼아	1악장을	읽어오라고	하셨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했지

만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곡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레슨	때	선

생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격려해	주시며	2악장과	3악장도	준비해	오라고	하셨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4년	뒤,	그러니까	비에냐프스키	콩쿠르	출전	4개월	전	아직	14살이었을	때,	전	악장을	오케스트라

와	처음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콩쿠르에	큰	기대를	갖지	않았기에	콩쿠르와	상관없이	이	곡

을,	그것도	어린	시절	영국	생활의	첫	3년	반을	보낸	맨섬(Isle	of	Man)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너

무나도	기뻤다.	그리워했던	바다를	다시	만나고,	어릴	적	친구들과	재회하며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

던	마음을	안고,	기대와	떨림으로	무대에	올랐던	기억이	난다.	어렸지만	2악장은	기도를	올리는	듯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연주하려	했고,	3악장은	너무	신난	나머지	나	자신도	모르게	리허설	때보

다	템포가	빨라지기도	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자	놀랍게도	청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다.	내	생애	

첫	전석	기립	박수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열광적인	반응에	대해	사실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

이	숙연해졌다.	음악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오히려	더	깊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로열	아카데미(런던	왕립음대)	대학원	과정	때,	당시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스트

라디바리우스	Maurin(모랑)을	대여받았는데,	이	악기로	정명훈	선생님과	도쿄	산토리홀에서	연주

한	곡도	바로	브루흐	협주곡이었다.	그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음	G를	연주할	때의	바로	

그	신비한	울림이다.	홀의	좋은	음향시설	덕분에	반사되어	들려오는	G선의	울림은	마치	태초의	허

공과	어두움에서	빛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	울림	덕분에	곡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	정도로	연주자로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다.

나의 인생곡 -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턱관절	문제로	인해	통증이	심각해져	첫	수술을	받은	이후	살면서	여러모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

던	때,	사는	것에	대한	미련조차	없던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중국	데뷔를	취소하지	못해	정말	

오랜만에	악기를	다시	든	적이	있었다.	그때	연주했던	곡도	브루흐	협주곡.	보통	첫사랑은	아련하게	

남는다고들	하는데	그	시점에	내	인생에	재등장한	브루흐	협주곡은	첫사랑의	아련함이	아니라	첫사

랑	느낌	바로	그대로,	아니,	보다	더	열정적으로	곡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당시에	겪고	있었던	아

픔,	슬픔,	간절함이	곡	속의	어두움,	따뜻함,	경건함,	열정들과	오버랩되어	내	사연과	맞물리면서	내

가	음악인지	음악이	나인지	모를	만큼	몰두해서	연주를	이어나갔다.	연주를	마친	후,	청중들의	따뜻

하고	열정적인	박수와	함께	예전과는	또	다른	연주가	나왔다는	음악평론가의	평을	듣기도	했다.	바

이올린과	재회는	아주	잠시였다.	그	후로도	악기는	잡지	못하고	치료를	이어나갔지만	중국에서의	

연주는	큰	위로가	되는	짧지만	소중한	순간이었고,	어쩌면	언제	다시	연주할	수	있을지	모르며	불안

했던	그	시기에	용기를	불어	넣어준	한	자락	추억이	되었다.

수술	후	시간이	좀	더	지나	치료를	계속	받으며	단기간	연주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	당시	

83세이셨던	외할머니와	한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가졌다.	-외할머니는	부산	인코리아	오

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셨다-	당시	허리	수술을	급하게	하셔야	했던	외할머니는	손녀

와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연주를	하시고	싶어,	연주	다음날로	수술을	미루시고	진

통제를	맞고	연주에	임하셨다.	그때	함께한	곡도	바로	브루흐	협주곡이다.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중이었을	때,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

을	해주신	외할머니와의	연주…	등	뒤로부터	따스한	햇살이	밀려와	내	걸음을	가볍게	해주며	외할

머니와	함께	긴	터널	밖으로	걸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

서,	그전의	암울함	속에서	했던	연주와는	또	다른	음악이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나

와의	협연	무대를	늘	마음속에	품으셨고,	이날을	위해	은퇴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셨다.	결국	이날	

손녀와의	협연	연주를	끝으로	은퇴	무대를	치르셨다.	그때의	추억은	내	일생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로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음악은	작곡가뿐	아니라	연주자를	마치	엑스레이처럼	드러내는	것	같다.	연주자가	어떠한	삶을	살

아왔는지,	어떤	성향인지	연주를	통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으니까.

초년	시절부터	10대,	20대의	희비(喜悲)속에	늘	함께해	온	브루흐	협주곡.	이	곡은	어린	소녀에게	

말랑한	땅에	내린	단비처럼	신선한	충격을	주더니,	14살	때	여전히	어린	마음을	음악	앞에	숙연해

지게	만들었고,	20대의	화려한	무대에서	함께	만개한	뒤,	이어서	찾아온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의	

기간에도	늘	곁에	있었다.

깊은	위로가	되어	준	고마운	친구	같은	곡,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이	곡이	바로	진정한	나의	인생

곡이	아닐까	생각한다.

월간 <음악저널> 2020년 10월호 수록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2018년	4월	3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사건	추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70년	전	섬에서	일어

난	아픈	기억을	뭍에서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한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위해	전국	각지의	연주자

들이	모인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결성되었습니다.	구자범	지휘자,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바리톤	양준모,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과	함께	참	필하모

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베르디	레퀴엠을	연주하여	아픈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

2년	후,	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	참여	했던	부지휘자와	악장을	비롯한	주축	멤버들이	정규	오케

스트라를	결성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임시의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떼고,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	제대로	해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

회와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단체로서	한가지	더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	연주회	

및	외부	섭외	연주는	정당한	연주료를	받아야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연주,	즉	정기연주회만

큼은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획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제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심장수술 기금마련 음악회>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는	심장병	수술

이	시급한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한국

에	살고	있는	몽골인	부부의	아들	‘아난드’는	태어난지	5개월만

에	선천적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약	1000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하기는	이들에게	불가능

에	가까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

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부부의	직장도	없어졌을	뿐만	아

니라,	몽골로	가는	비행편도	없어졌으며,	몽골에서는	이	심장병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	아난드

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주회의	취지와	뜻에	크게	공감해주

신	소프라노	오미선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셨으며,	작곡가	드

보르작의	작품들로	구성된	연주회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오미

선님,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들	모두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지만	많은	관객분들께서	찾아주셨고,	티켓	판매액을	모아	아난드의	심장	

수술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난드의	수술은	성공적이였고,	참	필하모닉은	아난드에게	건강한	심장

과	새로운	삶을	선물	할	수	있었습니다.

제1회 정기연주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기금마련 음악회>

지난	제1회	정기연주회이자	창단	연주회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행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4일	장천아트홀에서	차이코프스키	제5번	교향곡	E	minor를	연주하였습니다.	지휘자

를	비롯한	단원들	모두	출연료를	기부하는	의미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연주하였습니다.	순수	티켓	

판매액만으로	목표액인	1500만원을	거의	달성하였고	모자란	금액은	운영진이	사비로	채워	한국실

명예방재단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7명의	시각장애인이	개안수술을	통해	밝은	빛을	되찾았

으며(2021년	4월	기준),	기금	소진	시까지	십여명의	수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께

저는 이번에 천사같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은평구 증산동에 사는 김ㅇ의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에게 천사같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김ㅇ의

음악회에 참석해주신 
수혜자 김OO님

수혜자 감사편지 김ㅇ의님 감사편지 손ㅇ자님 감사편지

개안수술 수혜자 명단

이름 나이/성별 수술병원명 상병명, 수술명 지원금액

손O자 77/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각막혼탁
각막이식

3,000,000 

김O의 63/남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수포성각막병증

각막이식
1,644,400 

최O희 59/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윤부결핍, 각막혼탁
부분층 각막이식

1,253,400 

강O길 49/남 건양대병원 각막이식 615,570

김O여 57/여 가천대길병원 망막질환, 기타 1,735,490

김O식 75/남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구적출 1,316,510

박O재 48/남 한양대 구리병원 백내장 404,550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난드

연주회를 찾아준 아난드와 부모님



“뛰어난	테크닉과	다양하고	놀라운	표현력,	뿌리	깊은	진지함과	진정성	있는	음

악이	매우	인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	

– 기돈크레머

한수진은	유학중인	부모를	따라	2세에	영국에	가서	5세에	피아노를	8세에	바이

올린을	배웠다.	8개월	후	런던의	소수정예	영재음악학교인	예후디	메뉴인	학교

에	입학하고	퍼셀	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학

을	수료한	후	런던	왕립	음악원	대학원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를	졸업하였고	펠

릭스	안드레브스키,	자카	브론,	정경화,	안나	츄마첸코를	사사했다.	10세에	로

열	페스티발	홀에서	비발디	협주곡을	협연하고	12세에	위그모어	홀에서의	첫	독

주	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등지에서	연주하며	영국	내	각종	콩쿠르

와	음악상을	석권했다.

15세	되던	해인	2001년	비에니압스키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과	방송청취자상	외	7개

의	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정명훈의	오디션	후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극찬을	받고	6차례	협연하였고	18세	되

던	2004년	정명훈	지휘의	시벨리우스	협주곡으로	한국무대에	데뷔	하였다.	

런던	심포니,	브라이튼	필하모닉,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고	안드라스	쉬프,	기돈	크레머,	유리	바쉬멧,	프

란츠	헬머슨	등과	챔버	무대에	섰으며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영국의	저명한	딜러인	챨스	비어의	후원으로	1998년부터	악기	지원을	받았고	2009년	익명의	후원자로	부터	1666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를	지원	받아	연주하고	있다.

영국	런던	왕립음악원	기악과	졸업

스웨덴	오로라	뮤직	페스티벌,	영국	다팅턴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지휘

서울시	오페라단	‘맥베드’	부지휘자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겸	지휘자

사사)	구자범

한수진 바이올린

임형섭 지휘자 

Studio Simdo→
Black+White Photography

제3회 정기연주회 <청각장애인 수술기금마련 음악회>

세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게	청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유아	한명,	그리고	후천

적으로	청력을	잃으신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성인	한분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김명자(가명, 55세)

15년전 남편과 이혼하며 혼자거주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마

땅한 거주공간이 없어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쪽방에서 살고 

있음. 외부활동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하고 싶지만 우울증과 *메

니에르병(내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난청, 어지럼증, 이명, 이

충만감의 4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인한 난청, 평형

감각 상실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상황.

외부활동을 한다 해도 들려오는 소리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자동차, 오토바이 등)

보호자로는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있지만 84세 이상의 고령이시

며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감금과 구타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 경제적, 신체적, 주변 인적자원이 부족한 대상자.

김명자님의	수술은	지난	3/26(금)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선행되

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인공달팽이관을	착용하

고	오늘	음악회에	참석해주십니다.

이번	연주	역시	출연료를	기부하는	의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지휘자를	비롯한	약	70명의	

단원	모두	출연료를	받지	않고	참여합니다.

수술 마치신 김명자님



-	중앙대	관현악과	Violin	전공	학사졸업

-		군포프라임,	코리안팝스,	서울그랜드필하모닉,	서울팝스,서울오케스트라,	

	 뉴서울필하모닉,	k필하모닉,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객원연주자

-	제주	4.3	참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

-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	칸	EP-1	‘바시타라‘,	기린	싱글	’아리오소’,	칸	EP-2	‘Infection’	발매

-	현)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Camerata	Antiqua	Seoul)	단원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Cham	Philharmonic)	단원

	 	 칸(KAN),	쇼루	아마렐루(Choro	Amarelo)	멤버

	 	 앙상블랑(Ensemble:Lang),	기린(GuiLin)	대표

•

현

악

•

-	프랑스,	파리	글라주노프	국제콩쿨	5회	-	1위

-	러시아,	뻬쩨르부르그	“Window	to	Europe”	국제콩쿨	5회	-	2위

-	우크라이나,	키에프	“Individualis”	국제콩쿨	8회,	10회	-	1위

-	이스라엘	Ra’anan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국립	오케스트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독주,	대한민국	-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	만찬	기념	청와대	연주

-	한국	예술	종합	학교	졸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	봄율	콰르텟	멤버

바이올린  닐루파르 무히디노바 <악장>

-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	졸업	 -	라이프치히	실내악	콩쿨	2위

-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LBMF)	참가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바이마르	국립극장	아카데미	단원,	중부	독일	방송	교향악단	프락티쿰	단원	역임

-	캠니츠	오페라극장,	튀링엔	챔버,	중부	독일	챔버	부수석,	차석	객원

-	게반트하우스&안드리스	넬손스의	바그너&브루크너	앨범작업	<도이치그라모폰>

-	블롬슈테트,	넬손스,	무터,	카바코스,	침머만	등의	음악가들과	함께	유럽&아시아	투어

바이올린  이지윤<제2바이올린 수석>

바이올린  권영신

-	선화예술학교	졸업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원

바이올린  김소란

-	2016	제23회	대구음협	1등

-	2017	스위스	사스페	국제아츠	아카데미	어워즈2등

-	2017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료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중

바이올린  김승윤

바이올린  김유리

현악기	명단은	가나다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

바

이

올

린

―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	이화여자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악장	역임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역임

-	Atlantic	Music	Festival,	Gramado	in	Concert	참가

-	이화여대	콩쿨,	한음	콩쿨,	스트라드	콩쿨,	음악교육신문사콩쿨,	코리아헤럴드	콩쿨	등	다수	입상

-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1등,	예전콩쿠르1등		

-	서울필하모닉콩쿠르2등,	한불국제	콩쿠르2등,	영산음악콩쿠르2등	및	영산실내악	콩쿠르3등	

-	Korea&China	International	competition입상	등	다수	콩쿠르	입상

-	Tar	uc	초청연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2012	대구	영재원	개인실기	수료

-	2017	제41회	가야문화콩쿨	현악	최우수	국회의원상

-	2019	제11회	헤럴드콩쿨	대학부	1등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중

바이올린  노서균

-	고양예술고등학교	졸업

-	가천대학교	3학년	재학

-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Russia	Omsk	3위

바이올린  단가현

바이올린  박은서

-	2018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	2019	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컴피티션	영아티스트부문	3위

-	2021	HKYPA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위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중

바이올린  박찬미

-	카자흐스탄	국립음악학교	A.Zhubanov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	국제	대회	수상자,	카자흐스탄	국립	심포니,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

바이올린  베네라 사드코바

바이올린  서혜주



-	가천대학교	재학

-	실내악	프로젝트	<바로크부터	20세기까지>,	성남아트센터	실내악	연주회	String	Quartet	연주

-	다수	오케스트라	단원	및	객원	활동

-	예원학교	졸업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	선화영재아카데미	수료

-	선화예술학교,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선화실내악콩쿨	대상

-	Swiss	Academy	of	Saas-Fee	International	Arts	Awards	3위

-	MusicAlp	International	Music	Academy	참가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중

바이올린  성연주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the	Arts	졸업	

-	Dissonance	Quartet	투어	

-	Forsyth	Country	Club	공연

-	Historic	1908	Court	house	Foundation	공연

-	Green	Mountain	Chamber	Music	Festival,	Chamber	Music	on	the	Hill	참가

-	David	Finckle,	Paul	Neubauer,	Arnaud	Sussman,	Joseph	Lin	마스터	클래스	참가

-	군포	프라임,	유니버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객원연주자

바이올린  유경민

바이올린  이선화

-	푸쉬킨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

-	영아티스트	콘서트	연주회

-	음악교육신문	입상자	연주회

-	차이코프스키	동상	건립	협연(서울사이버대학교)	정기연주회	협연(KBS홀)

-	러시아의	한국학자	바자노바	박사의	찬란한	세계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연주(러시아	대사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음반레코딩녹음(kpo)

-	음협콩쿠르	1위,	바로크콩쿠르,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입상

바이올린  이세미

-	고양예술고등학교	졸업,	서경대학교	4학년	재학	중

-	음악교육신문사	초청	유망	신예	음악회	연주

-	영	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	연주

-	일산	유스오케스트라,	고양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협연

-	일산	유스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	고양	울림	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	Creativo	Arte	International	Concours	최우수상

-	서경대학교	교내	실내악	콩쿠르	2등

바이올린  이영진

바이올린  이인주

-	고양예술고등학교	수석	졸업,	현)	경희대학교	3학년	재학중

-	난파콩쿠르	입상,	신예음악콩쿠르	2위,	한음음악콩쿠르	2등

-	예전음악콩쿠르	실내악	1위	등	다수	실내악	콩쿠르	입상

-	고양예술고등학교	정기연주회	협연

-	경희대학교	실내악	실기우수자	갈라콘서트	연주(연속	2회)

-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2위,	음악춘추	콩쿠르	2위,	서경대학교	콩쿠르	1위,	

	 KCO(구	서울바로크합주단	콩쿨)	3위	등	다수	콩쿠르	입상

-	음악교육신문사	초청	영아티스트	연주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졸업

-	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재학중

-	성신여대	향란	음악회	실내악	string	quartet	연주

-	연천	DMZ	국제음악제	뮤직	아카데미	7회,	8회	참가

-	렉스아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바이올린  이지은

-	말러리안시리즈	4,5	

-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념음악회

-	강남대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졸업

-	독일문화원	Buddy	Bear	제막식

-	Berlin	AOB	orchestra,	Jugend	Bayerische	Philharmonie	Orchestra	Europe	Tour	concert

바이올린  임주희

바이올린  정현아

-	Mongolian	Music	and	Dance	college	졸업

-	Mongolian	University	of	Art	and	Culture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케스트라	지휘과	장학

-	“Crescendo”	competition	in	USA	2nd	prize

-	Mongolian	State	Theatre	of	Opera	and	Ballet	-	7년	연주자,	1년	지휘	

바이올린  텔문 오치르

-	Junge	Deutsche	philharmonie,	Hamburg	strings,	Theater	Nordhausen	Loh-orchester	단원역임

-	Theater	Lübeck,Oldenburg	객원	단원역임

-	독일	Yehudi	Menuhin	장학재단소속	명예연주자

-		현재	계양구립오케스트라	수석,	TIMF앙상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과천시향,	성남시향,	

	 제주시향,	한경필하모니	객원

-	비올리시모	멤버,	덕원예고	출강

비올라  고빈<수석>

비올라  김수빈

―

비

올

라

―

현악기	명단은	가나다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비올리스트	김효준은	조선음악신문사	콩쿨	대상,	국제콩쿨	현악부문	대상	

등	다수의	콩쿨에서	입상하였고	유망주와	함께하는	음악회	협연,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식에	콰르텟	

초청연주,	Siew	Toh(Singapore)	초청연주와	같이	실력있는	연주	단체와	협연,	연주에	참여하고있다.	또,	실내

악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연주와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예술고등학교졸업,	서경대학교	재학중

-	대전침례신학대학	콩쿨,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쿨,	대전	카톨릭	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경기예술고등학교	졸업

-	음악교육신문사	3등

-	경희대학교	3학년	재학중

비올라  김주형

-	예원학교	졸업

-	계원예술고등학교	실기우수상	및	졸업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중

비올라  김혜민

비올라  김효준

-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중

-	한국	영아티스트	음악콩쿠르	현악부문	전체	1위

-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1위

-	음악저널	콩쿠르	3위

-	대한민국	신인	음악제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선정

-	코리아	모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장천홀)

비올라  나지수

-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	동대학원	석사졸업

-	제주도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천안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으로	연주

-	‘경남아트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초청	협연

-	BCMS	앙상블	멤버,	경남쏘사이어티	단원

비올라  박나윤

비올라  이유란

-	계원예고,	단국대학교	졸업

-	구리시교향악단	전국	음악	콩쿠르	첼로	2위,	교토	시립	예술	대학	교환학생,	말레이시아	TAR	UC	초청	연주,	

	 단국대	스트링	오케스트라	협연,	영산	아트	콩쿨	실내악	부분	2위,	음악	교육	신문사	첼로	3위,	

	 영산	아트	콩쿨	첼로	2위

-	현)	이화여자대학교3학년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석사)졸업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울산대학교	오케스트라등과	협연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원주시립교향악단	등	다수의	객원연주자로	참여

-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첼로  김한솔<수석>

-	2011년	고양	학생	예능발표회	연주,	제12회	영	아티스트	콘서트	연주

-	2014년	고양	학생	예술	발표회	연주,	고양예술고등학교	졸업

-	2019년	한양대학교	현악	실내악의	밤	연주

-	현)	한양대학교	재학중

첼로  김나원

첼로  김민규

-		광주예술고등학교	졸업

-	제	27회	광주음악협회	첼로부분	최고상

-	제	58회	호남예술제	고등부	첼로	금상

-	제	59회	호남예술제	고등부	첼로	최고상(광주시장상)

-	제	7회	국립목포대학교	현악	고등부	최고상

-	제	19회	월간에듀	콩쿠르	첼로	1등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첼로  설유승

-	경기예술고등학교	졸업																																																																											

-	바로크콩쿨,음악저널콩쿨,성정콩쿨,음연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부천시립교향악단	협연																																																																											

-	현)	연세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첼로  윤재열

첼로  이다영

―

첼

로

―

현악기	명단은	가나다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MM	졸업

-	Boston	University	DMA	졸업

-	현)	계원예중,	인천예고,	덕원예고	출강	중

-	단국대학교	재학중

-	연세대	음대	졸업,	영국왕립음악원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브리티쉬아일즈	뮤직페스티벌,	까살마지오레	국제뮤직페스티벌,	뮤직알프페스티벌,	

	 키리시마	국제뮤직페스티벌	등	다수의	뮤직페스티벌	참가,	Mischa	Maisky,	Ralph	Kirshbaum,	

	 Philippe	Muller,	Niklas	Eppinger	등	여러	마스터클래스에	참가,	

	 메이	머클/두글라스	카메론	첼로소나타	프라이즈,	요코하마	국제음악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	입상

첼로  이수연

-	계원예고	교내	실내악	콩쿨	1위

-	성남아트센터	‘성남	러브	뮤직	페스티벌’	연주

-	코리아헤럴드	콩쿨	1위	없는	2위

-	한·러	국제문화교류회	전국음악콩쿠르

-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콘서트콩쿠르	3위

-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소사이어티	연주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	중

첼로  이예원

첼로  최연선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	울산청소년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역임

-	롯데장학재단	장학생	선정

-	울산시립오케스트라,	USP	등	다수	협연

-	KBS	울림콘서트	울림상	수상

-	현)	경희대학교	기악과	1년	재학중

첼로  황해원

-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협연

-	제	28회	학생음협콩쿠르	3위

-	제	17회	서울바로크합주단콩쿠르	3위

-	제	39회	해외파견콩쿠르	1위	없는	2위	 -	그	외	다수의	콩쿠르	입상

-	과천시립교향악단,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역임

-	원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현)	단국대학교	재학	중,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원

더블베이스  이현섭<수석>

더블베이스  김여온

―

더

블

베

이

스

―

-	경기예고	졸업

-	성신여대	졸업

-	사사:	장승호,	이재준

-	예원학교	졸업

-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2021)

-	현)	Ars	앙상블	수석	단원,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중

더블베이스  김예준

-	성신여자대학교졸업

-	사사:	김창호

더블베이스  김혜림

더블베이스  박희진

-	현)	국민대학교	재학	중

더블베이스  최지현

-	2018	서울아트콩쿨	현악	1위

-	2019	음악교육신문콩쿨	고등부	1위

-	2019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고등부	2위

-	2019	음악저널콩쿠르	고등부	2위

-	2019	학생음악협회	콩쿠르	2위

-	2020	음악교육신문	콩쿨	대학부	1위

-	현)	수원대학교	재학중

더블베이스  함현승

현악기	명단은	가나다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영국왕립음악원	교환연수

-	독일	트로싱엔	음악대학교	석사	졸업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교	석사	수료

-	코리아헤럴드,	음악교육신문사	등	다수의	콩쿨	입상

-	유로-아시아	쳄버	페스티발	오케스트라	참여

-	서초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역임

-	통영국제음악제	TIMF,	스텐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등	

	 다수의	오케스트라	객원단원

-	우즈베키스탄	국립음악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	Alisher	Navoi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역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중

-	이화경향콩쿠르	2위

-	동아주니어콩쿠르	1위

-	서울대	관악콩쿨	3위

-	한국음악협회	콩쿨	2위

플루트  박찬희

-	서울	플룻콩클	1등,계원음악콩클	전체3등,우현콩클	1등,	협성대콩클	1등,	성정음악콩클	은상,한음콩클	1등,

	 서울대학교	관악	콩쿨3등,	경희대관악정기연주회	협연,	경희대	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연주	수석,	

	 4.3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연주

-	계원예고	졸업,	경희대학교	기악과	졸업

플루트  송지원

오보에  한승아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음악교육신문사	콩쿨	1등

-	KCO콩쿨	1등	

오보에  양우석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Düsseldorf	Anton	Rubinstein	Musikakademie	석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Mannheimer	Chamber	Orchester	객원수석	역임

-	현)	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객원	수석,	클라리넷	앙상블		휘	단원

-		4.3	사건	70주년	추념	음악회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계기로	깊은	뜻을	이어받아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하고자	합니다.

클라리넷  최정헌

클라리넷  율더셰프 아실베크

•

목

관

•

•

금

관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관악콩쿨	1위	 -	음협콩쿨	1위

-	금호	영	아티스트	독주회

-	서울예고	관악합주	협연

-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협연

-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KBS교향악단	단원

-	부산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재학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역임

바순  김소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

바순  김민성

호른   조현우

-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졸업

-	안산단원예술제	협연

-	연세대학교	협주곡의밤	협연

-	용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역임

호른  김예은

-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

-	제18회	우현음악콩쿠르	1위

-	제25회	음악춘추콩쿠르	1위

호른  이준형

―

오

보

에

―

―

클

라

리

넷

―

―

바

순

―

―

호

른

―

―

플

루

트

―



-	한양대학교	졸업

-	KBS교향악단	객원연주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연주

-	TIMF	앙상블	연주

-		한양대학교	학사	재학	중	원	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였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다양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연주자	및	단원으로	연주하였습니다.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대학심포니콩쿠르,	

한양대학교콩쿠르	등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실내악과	오케

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8	음악저널	콩쿠르	3등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중

호른  김규리

-	네덜란드	국립	암스테르담	음악원	클래식트럼펫	석사과정	졸업	및	바로크트럼펫	석사과정	수료

-	벨기에	브뤼셀	필하모닉	객원수석

-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역임	

-	북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역임	및	네덜란드	투어

-	국립	몰도바	유스	오케스트라	유럽투어	객원수석																-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2013-2015)

-	2018	정명훈과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코리안심포니,	대전시향

-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TIMF앙상블,	충북도립	객원

트럼펫  김광일

트럼펫  이가람

-	한양대학교	졸업(전액장학생)

-	서울대학교	동문회	콩쿨	1등,	부산	mbc콩쿨	3등,	동아콩쿨	3등,	해외파견	콩쿨	실내악	부문	3등,	

	 TNB국제콩쿨	실내악부문	2등,	제주	국제	관악	콩쿨	실내악	부문	3등

-	금호	영체임버

-	서초교향악단	단원역임

-	과천시립교향악단	단원

트롬본  이종원

-	서울대학교	콩쿠르	1위,	한양대학교	콩쿠르	1위,	가천대학교	콩쿠르	2위,	제	56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	한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테헤란밸리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	한양대학교	재학	중

트롬본  허지행

베이스 트롬본  신길수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	서울대학교	관악콩쿠르	1위

-	한국음악대학	관악콩쿠르	1위

-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튜바  박종후

-	참필하모닉	수석단원,	China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Orchestra	상임단원

-		지난	두	번의	연주가	누군가의	눈과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객석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이	환희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연주가	멈추

지	않는	참된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팀파니  황영광

-	인천예술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	인천시립교향악단	협연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

-	2019	Asian	youth	orchestra	

타악기  손혁진

-	한양대학교	졸업

-	현)	한양대학교	석사	재학중

타악기  고은채

-	경희대학교	3학년	재학	중

타악기  권오신

•

타

악

•

―

트

럼

펫

―

―

튜

바

―

―

트

롬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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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

트
롬
본
―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미국	오벌린	음악대학	학사	졸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음악원	석사졸업(성악반주전공,	장학생)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음악코치전공,	장학생)

-	음연콩쿨,	삼익콩쿨	및	다수	콩쿨	입상,	음악저널	콩쿨	오페라	반주부분	1등

-	프라임	오케스트라	협연

-	Opera	Program	및	다수	리사이틀,	마스터클래스	연주

-	현)	덜위치	컬리지	서울	영국학교	피아노	강사,	단국대	반주	강사

피아노  김정원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관현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	현)	앙상블	더하프	멤버

하프  최미래

•

피

아

노

•

•

하

프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O.Respighi”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가면무도회,	창작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등	주연으로	출연

- “세상의	약자를	대신해	외쳐야	하는	것이	예술가의	소명”

	 각각	아름다운	음악인들이	모여	예술가의	소명을	온전하게	해내는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한다는	것이	매번	감동의	순간입니다.

기획팀장  강채원

-		음악과는	한참	동떨어진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의	일부분이	되고자	참	필하모

닉을	돕고있는	김효경입니다.	

	 	저는	음악이	빛과	소금	같다고	생각합니다.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없이는	살

아갈	수	없는	것이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TV를	보거나,	카페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

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음악이	항상	함께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때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슬플	때에도	음악은	묵묵히	제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회의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려는	음악인들이	

모인	참	필하모닉은	지난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환한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참	필하모닉

의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음악이란	선물을	전하기	위해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빛

을	모아	세상에	큰	빛을	선물하고,	병들고	아픈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참	필하모닉과	함께하게	되어	진

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의	한	구절이자,	참	필하모닉의	정신과	단원분들의	마음

이	담긴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아직도	꿈	속에서	헤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함께	꿈꾸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

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획팀  김효경

악보계  정지원

•

기

획

팀

•

•

악보

•



기업	후원:	

협력	기관:

원일이앤씨(주)

•<청각장애인 수술 기금마련 음악회>에 도움 주신분들•

참	음악	친구들	(구자범,	김선정,	신동원,	양준모,	오미선)

디자인,	팜플렛	제작:	한지혜

팜플렛	및	홍보물	인쇄:	이양현

일러스트:	우형옥

사진,	영상:	이호남

개인후원:		강정란,	강신실,	고희경,	노순희,	박병대,	백옥경,	소신정,	소은정,	염미진,	

윤정희,	임진채,	장미경,	정윤혜,	정현주,	최현숙,	현진오

감사합니다

참	필하모닉	정기연주회의	티켓	수익은	전액	기부되고	지휘자	및	연주자들은	연주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음악회를	여는데	필요한	비용이	큽니다.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	악보	제작,	악기	대여,	그리고	홍보비용까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뜻	하나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티켓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정기연주회	진행을	위한	경비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원해주신다면	후원금을	더	좋은	음악회를	위한	목적으로만	정성스럽게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	필하모닉	후원	계좌: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민은행	018301-04-220945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채널	(참필)	또는	champhilharmonic@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옆,	플랫(♭)자리에	붙은	네츄럴(♮)	기호는,	

‘Don’t	be	flat,	be	natural‘을	의미합니다.	악보	표기법상	최대	

개수인	일곱	개를	넣어,	자연스러운	음악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음정을	독일어	알파벳로	표기할	때	‘도’는	C,	‘시’는	H,	‘라’는	A로	표기합니다.	각	알파벳	위에	

해당	음정을	넣었고	‘음-’	소리가	나는	M	위에는	쉼표를	넣어	참	필하모닉의	CHAM를	만들었습

니다.

‘자연스럽게,	참	되게’

•로고 설명•

•참 필하모닉 후원•



참 필하모닉 제4회 정기 연주회

청각장애인 수술 기금마련 음악회Ⅱ

(2021년 하반기 예정)

(주)망고텔레콤_SKT 공식인증 

가로수대리점
처리가능 업무

  - 무선업무: 신규가입 / 번호이동 / 기기변경

- 유선업무: 유선가입 / 보안가입

- 기타업무: 요금제변경 / 부가서비스변경 / 명의변경 /기타변경 

매장 위치 및 연락처

  매 장 명   주   소   인 근 역   연 락 처

가로수대리점 가로수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56길 46(신사동, 삼화빌딩), 1층 T world 신사역   02-6204-5527

가로수대리짐 강남구청점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3(청담동, 청우빌딩), 1층 T world  청담역 / 강남구청역   02-544-5451

가로수대리점 왕십리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동 110호(하왕십리, 센트라스 상가) 상왕십리역  02-2297-9850

가로수대리점 아현점 서울시 마포구 굴레방로 17(아현동, 청현빌딩), 1층 T world  애오개역 / 아현역  02-6097-3010

가로수대리점 중림점 서울시 중구 중림로 39, 2호(중림동)  충정로역   02-6263-2111

가로수대리점 목동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9(목동, 광장빌딩), 1층 T world  오목교역   02-2645-7712

가로수대리점 성산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6(성산동), 1층 T world  망원역 / 마포구청역  02-333-6803

가로수대리점 응암점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229(응암동), 1층 T world  새절역   02-6449-6010

가로수대리점 걸포점 경기도 김포시 걸포2로 21 106호  걸포북변역  070-7802-0202

가로수대리점 앨리웨이인천점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88번길 12 더샵스카이타워 1단지 상가동 102호 도화역 / 제물포역  070-8703-0707

참 필하모닉 QR코드

카카오채널	 -	참필

YouTube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Instagram - champhilharmonic

Facebook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	www.champhil.com

참 필하모닉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