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토토토이’를 기억하는 음악가들

김동규(철학자)

음악이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의술의 신인 아폴론은 리라를 

들고 다니는 음악의 신이기도 했죠. 그럼 음악이 가진 치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뮤직

이라는 낱말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뮤직은 뮤즈에서 온 말이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다

는 뮤즈들은 기억의 여신, 므네모쉬네의 딸들입니다. 말하자면 음악적 치유력은 기억에서 나온 것

입니다. ‘고통에 대한 기억’.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심인성 질병의 대다수는 트라우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기에 외면하고 부인하고 망각하려던 그 아픈 과거가 유령처럼 현재에

도 배회하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런 질환에서 벗어나려면, 아픔을 보듬고 기억해 주어

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려는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은 주목

할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토토토토이(ototototoi)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리스 의성어입니다. 격한 비명, 울부짖

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토해내는 외침,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탄식이라고 합

니다.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에 보면, 마지막에 이 탄

식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패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코러스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이제 내 외침에 화답하여 그대도 외치시오.

코로스: 슬픔에 슬픔으로 처연하게 화답하나이다.

크세르크세스: 나와 함께 소리 높여 노래 부르시오.

코로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ototototoi를 천병희 선생은 ‘아이고’ 번역했죠)

음악은 슬픔에 슬픔으로 처연하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뜻이 분간되지 

않는 말, 오토토토토이가 된 것입니다.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아픔이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된 것이죠. 

이것이 (니체가 말했던) 음악의 정신(Geist)입니다. 오랫동안 망각된 정신입니다. 그동안 오토토토

토이 음악 정신이 간헐적·일회적으로 뭉쳐 공연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정신으로 무장

된 음악인들의 결사체는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꺼이 참여

하신 뜻있는 음악인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임형섭 지휘자는 제가 진행하는 철

학 수업을 청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벗 구자범 지휘자가 그를 소개해 주었고, 그가 철학 수업을 

듣고 싶다고 청해서 그러라고 했죠. 별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9시 수업이어서 한 두 번 

참석하고 말 거라 예상했습니다. 허나 그는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고 심지어 기말고사까지 치렀습

니다. 성실함은 차치하고라도, 진솔하고 진지한 태도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가 

오토토토토이를 기억하려는 음악인들과 동행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의 음악엔 틀림없이 깊고 

융숭한 철학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가 기말고사 답안지에 남긴 이런 문구가 이런 믿음의 증거입니

다. “사랑이 고통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창조해내듯, 예술가는 고통을 통해 작품을 창조해낸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e단조, Op.64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I.   Andante - Allegro con anima

II.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III. Valse: Allegro moderato

IV.  Finale: Andante maestoso - Allegro vivace - 

     Moderato assai e molto maestoso - Presto

CHAM Philharmonic Orchestra



  

플루트 1 장지현

영국 왕립 음악학교 졸업

인천예술고등학교, 중앙예닮학교 강사

제주 4.3 사건 추념 음악회 수석단원

플루트 2 김지우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독일 Rostock Musikhochschule 졸업,

동아음악콩쿠르 1등, 중앙음악콩쿠르 1등, Kuhlau Flute International Competition Trio 부문1등, 

아트실비아 실매악음악콩쿠르 ‘영실비아상’

플루트 3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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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에 1 윤수연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뮌헨국립음악대학 석사 졸업

금호영재 영아티스트 독주회, 서울예술고등학교 관악정기연주회 협연, 부천시향, 프라임 협연

서울대학교 관악콩쿨 1위, 연세대학교 콩쿨 1위,우현음악콩쿨 1위, 신예콩쿨 1위, 오사카 국제콩쿨 2위,

Tchaikovsky competition 12 Oboists, 해외파견콩쿨 2위, 부산 MBC콩쿨 2위, 

Kco, 클래시칸, 이마에스트리, 연세 심포니 객원단원

오보에 2 양우석

“희망이 보이는 음악회,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이웃에게 공감을 나눠주세요” 

이 사회의 음악인으로서 아픔을 가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음악회에 참여했습니다. 

자그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클라리넷 1 최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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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관· 

임형섭 단장 겸 지휘자 

영국 런던 왕립 음악원 졸업

스웨덴 오로라 뮤직 페스티벌, 영국 다팅턴 뮤직 페스티벌 지휘

서울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역임

사사) 구자범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사회와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단체이다.

2018년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음악회가 열렸다. 그 때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모였던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악장과 목관, 금관, 타악 대표 그리고 부지휘자가 다시 모여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를 창단 하였다.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을 도우려 한다. 모든 정기 연주회

는 자선 음악회로 기획 되며, 그 외에도 신인 음악인 발굴을 위한 교육적 취지의 특별 연주회, 합창

단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이 계획 되어 있다. 단원들의 실내악 활동도 활발히 있을 예정이다.

다음 정기 연주회는 올해 하반기 심장병 수술 기금 마련 음악회로 예정 되어 있다.



  

클라리넷 2 율더셰프 아실베크

우즈베키스탄 국립음악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Alisher Navoi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역임

호른 2 김유빈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1학년 재학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금호 영체임버홀(멜로우퀸텟) 오디션 합격,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제 16회 우현 콩쿠르 1위,

제31회 부산MBC음악 콩쿠르 3위, 제 18회 서울대전국 관악 실기 경연대회 2위, 해외파견 콩쿠르 3위,

제 25회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1위, 제 31회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 호른 페스티벌 협연 (예술의전당),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독주회 (금호아트홀)

바순 1 홍유진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뮌헨국립음악대학 석사 졸업

바로크 콩쿨, 음악협회 콩쿨 2위, 가천대 콩쿨, 연세대 콩쿨 1위, 동아 콩쿨 3위, 해외파견 콩쿨 목관 전체 1위 

서울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성남시향, 세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한경필하모닉, 목관 오중주 ‘아울로스’,

Junge Muenchner Symphoniker, Brandenburg Junge Phillharmonie 객원

호른 1 어시스턴트 신정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료, 2018 독일 베를린 음악캠프수료, 

서울시향 주최 마스터클래스 참가(Stefan Dohr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2019 대전시립교향악단 협연

현) KT&G 장학재단 메세나 예체능 특기 장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

사사: 윤승호, 이석준, 석대웅

바순 2 정지연

현재 연세대학교 음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바수니스트이다. 

바순을 처음 접한 중학교 시절부터 서울대 관악 콩쿨, 음악 저널 콩쿨 1위 등을 수상, 

서울예고 입학 후 교내 콩쿨 2위, 연세 윈드 콩쿨 2위 등 각종 콩쿨에 입상하였다. 

서울예고 유스심포니 정기 연주회 및 연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하여 

실력을 쌓으며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바수니스트로 성장 중이다. 

호른 4 심지현

김홍박, 윤승호에게 사사하며 현재 한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접했던 관악부를 통해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 

목관5중주, 금관5중주, 호른앙상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뜻 깊은 취지의 음악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트럼펫 1 김광일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학사, 네덜란드 국립 암스테르담 음악원 석사 졸업, 벨기에 브뤼셀 필하모닉 객원수석,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역임, 북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역임 및 네덜란드 투어, 

국립 몰도바 유스 오케스트라 유럽투어 객원수석, 암스테르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정명훈과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객원,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 2년간 역임, 

디토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코리안심포니, 대전시향, 충북도립 객원

호른 1 윤승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전문사 졸업,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 디플롬 

동아음악콩쿠르 1위, 아카데미심포니, 충남교향악단 협연, 충남교향악단 수석역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역임 

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트럼펫 2 이현준

2019 제주국제관악콩쿠르1위, 2018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1위, 

2016 제33회 부산MBC음악콩쿠르 1위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2018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단원을 역임했다.

2019 금호 영 아티스트독주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현재 한양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다.

호른 3 정원철

김홍박, 윤승호, 이석준에게 사사하며 계원예술중·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2018년 한양대학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솔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였고 

2019년 아트실비아 금관5중주 영실비아 수상,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의 단원을 거치며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의 가능성도 보였다. 현재 음악가로서 발전을 위하여 독일로의 유학을 준비중이다.

이번 연주를 통해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트롬본 1 김승규

한양대학교 학사 재학 중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에서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Simon Tétreault, Jason Crimi 등 

유명 트롬보니스트들로부터 마스터클래스를 수료했고 전주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롬보니스트 문정윤,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롬보니스트 정희석, 한양대학교 교수 유전식에게 사사 하였고 

현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있습니다.

· 금관· 

· 목관· 



  

트롬본 2 이종원

동아콩쿨 부산콩쿨 및 국내 다수 콩쿨과 국제콩쿨에서 우수한성적으로 입상 하였으며 

서울시향, 수원시향 및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4년 전액장학생으로 재학중이다.

바이올린 권영신

중앙대 관현악과 violin전공 학사졸업

군포프라임, 코리안팝스, 서울그랜드필하모닉, 서울팝스, 서울오케스트라, 뉴서울필하모닉, k필하모닉,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객원연주자

제주 4.3 참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

바이올린 김소란

김소란은 선화예술중학교를 수석 졸업했으며,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수석 입학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아 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였다. 

한양대학교 학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과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린 강승현

예원학교 입학,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2등, 

Osak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Ensemble 2nd prize (1st prize N/A), 

태국 Royal Thai Navy Orchestra와 협연, Karis String Orchestra와 협연, 

17년 외교부 주관 공공외교 네팔 대사관 연주, 18년 한·태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초청 연주 및 협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베이스 트롬본 신길수

한양대학교 학사 재학 중 원 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였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다양한 페스티벌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연주자 및 단원으로 연주하였으며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대학심포니콩쿠르, 한양대학교콩쿠르 등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였고 

현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있습니다.

바이올린 김시우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2018년 이화여대 음악대학 수석 입학

현재 이화여대 관현악과 재학 중

튜바 임정빈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재학 중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원 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수석단원을 역임하였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 교향악단 등에서 객원 연주자로 연주하였으며 

금호 영 아티스트 독주회 및 다양한 작곡가들의 초연곡을 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독일 카를스루에 음대에서 석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바이올린 김유리

경원대 음대, 서울대 음악대학원 졸업. 기업 감성교육 강사 활동 경험을 살려 짬이 나면 클래식 음악 수업도 기획하고, 

재즈피아노나 타악기 등 새로운 영역 탐구에도 열심이지만 역시 가장 큰 애정을 보이는 일은 연주와 공연 기획이다. 

현대음악, 시대음악, 브라질음악 등을 연주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칸’, ‘쇼루 아마렐루’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기린’과 ‘앙상블랑’의 대표를 맡아 

다채로운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바이올린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악장)

프랑스 파리 글라주노프 국제콩쿨 5회 1위, 우크라이나 키에프 “Individualis” 국제콩쿨 8회, 10회 1위

모스크바 국립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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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추념 음악회 악장 베르디 -<레퀴엠>- 구자범 지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팀파니 황영광

참 필하모닉 수석단원,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NCPA) 상임단원, 

Asian Youth Orchestra (HK) 단원 (한국대표)

서울시립교향악단, 중국 국립교향악단,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 객원단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 Percussion Symposium 강의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는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주 4.3사건을 추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자진하여 그 비극의 넋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로 연대한 진

실된 울림이었습니다. 이제 참 필하모닉이 프로젝트를 넘어 사회와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동행하기 위해 눈을 뜹

니다. 참필하모닉과 화합하여 제 소리가 시대를 대면하고 감히 한 빛 되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금관· 

· 타악· 

바이올린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악 ·



  

바이올린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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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미

4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였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부산예술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매학기 전공우수자로 선발되어 연주하였으며 부산예술고등학교 예솔제 협연, 

부산 마루 국제음악제 영아티스트 부문 3위,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주곡의 밤 협연, 

부산 신포니에타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바이올린 임주희

강남대 독일바이마르 음악학부 졸업

말러리안시리즈4,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념음악회, DS홀 실내악연주, 독일문화원 초청 - Buddy Bear 제막식연주, 

한음필하모닉콩쿨 입상

독일 Akademische orchestra Berlin 단원, 

독일 Jugend Bayerische Philharmonie Orchestra Europe Tour concert 단원

바이올린 배성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후 도독하여 현재 뒤셀도르프 국립 음대(Robert Schumann Hochschule Düsseldorf)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Andrej Bielow를 사사하고 있다. 

또한 Tran Huu Quoc, So-Jin Kim 등 사사하였고, 

2018년 베트남에서 사이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바이올린 이지윤(제2바이올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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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조현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학사를 수시 입학 및 졸업 후 도미하여 NEC에서 석사와 연주자과정을 마친 후 

현재 UT Austin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TBC, 한국음악콩쿠르, 오사카국제콩쿠르, HKIVS Shlomo Mintz competition 등에서 1위 및 입상하였으며 

최근 Soloist of New England의 멤버로 합류해 뉴욕 링컨센터의 Bruno Walter Auditorium에서 공연을 마쳤다.

바이올린 박은서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중

Atlantic Music Festival, Gramado in Concert 참가, 이화여대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악장 역임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바이올린 장사무엘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바이올린 서혜주

덕원예고 실기우수상 및 졸업, 단국대학교 스트링 오케스트라 협연 및 악장 역임, 

단국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예전콩쿠르 1등,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콩쿠르 2등, 한불국제문화예술콩쿠르 2등, 

영산음악콩쿠르 3등, 한·중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바이올린 한빛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

음악교육사신문사 1등, 난파콩쿠르 1등, 음악춘추 입상

바이올린 이소영

바이올리니스트 이소영은 예원학교 졸업 후 만 18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해 지금 4학년에 재학중이다. 

초등학교 때 부터 여러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한음음악콩쿠르 1등, 음악교육신문사 현악부분 전체 차상, 

음악저널 입상, 음악 춘추 입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올린 이유진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블랑콰르텟 멤버 (2020년 8월 금호영체임버콘서트 예정)

바이올린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악 ·
바이올린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악 · 



  

첼로 김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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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재학 중

첼로 김예본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졸업

현 한예종 2학년 재학중

비올라 김효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비올리스트 김효준은 조선음악신문사 콩쿨 대상, 

EIMS 국제콩쿨 현악부문 대상 등 다수의 콩쿨에서 입상하였고 

SYSO 유망주와 함께하는 음악회 협연,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식에 콰르텟 초청연주, 

Yong Siew Toh(Singapore) 초청연주와 같이 실력있는 연주단체와 협연, 연주에 참여하고있다. 

또, 실내악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연주와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첼로 박은혜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Manhattan School of Music 석사 졸업, 

일본 키리시마 국제 음악제 참가, 한음음악콩쿠르 실내악부문 1등, 유니버셜음악콩쿠르 실내악부문 1등

100인의 첼로와 첼로듀엘로 공연(2015), 2018 One Month Festival 더하우스 갈라콘서트

비올라 박다영

예원 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를 졸업, 졸업 후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하였다. 

Mahler Chamber Orchestra Akademie에 발탁되었고, 

현재는 독일 데트몰트 음악대학교에서 Orchesterzentrum 석사과정을 재학중이며 

동시에 베를린 Konzerthaus Berlin 오케스트라에서 아카데미로 활동중이다.

첼로 강희현

더뮤직콩쿨 1위, 음악교육신문사 장려상, 

Karis String Orchestra 객원,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중

비올라 권오현(수석)

예원,예고,서울대 졸업 이후 도미하여 New England Conservatory 졸업,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Symphony in C, Helix Music Ensemble 단원이며, 

최근 카네기홀에서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모두가 힘든 요즘, 빛을 선물해드리는 연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껴야할 가치를 다시금 되뇌어 볼 

따뜻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연주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첼로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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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윤현선

최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한 비올리스트 윤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에서 실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 및 학부 졸업하였으며, 그 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전체 학위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다수의 독주회 뿐 아니라, 실내악 연주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에는 Julliard String Quartet, Brentano String Quartet, 

St. Laurence String Quartet, Shanghai String Quartet 등 저명한 실내악단과 함께 다수의 공연을 한 바 있다. 

첼로 신소명

Manhattan School of Music MM 입학 예정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미국 카네기홀 연주 

제주 4.3 사건 추념 음악회 단원

비올라 이성재

Ball State University Sursa hall recital, Seoul Chamber Orchestra concours 2nd prize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 시리즈 실내악 연주

Mike chen, Dimitri Murrath, 장중진 master class

현) 한국예술 종합학교 재학

비올라 이유란

대전예술고등학교졸업, 서경대학교 2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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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문명환, 이상회, 한연숙, 전혜성 

비올라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악 · 

첼로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악 · 



  

더블베이스 박인호

가천대학교 재학

가천대학교 콩쿨 3등

세종대학교 콩쿨 2등

더블베이스 박재홍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졸업

현)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단원

더블베이스 노은지

선화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재학

기획팀장 강채원 악보작업 정지원

첼로·더블베이스 (가, 나, 다 순) 
연주 자리 배치는 첫 리허설 때 제비뽑기로 정하였습니다.

더블베이스 이상탁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재학중

음악교육신문사 2등

더블베이스 임채문(수석)

울산시립 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과 협연. 원 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일본 세이지 오자와 아카데미 수석단원 역임. 캐나다 올포드 아카데미, 독일 칼 플레시 아카데미 등 

많은 아카데미 수료. 독일 바덴바덴 젊은 미술가 협회 박람회 초청연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음악학교 초청연주.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 극장 오케스트라 연수단원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졸업. 베를린 국립음대 석사 재학 중

더블베이스 함현승

2018 Seoul Arts Concours 현악부문 1위, 2019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고등부 1등

2019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콩쿠르 고등부 2위, 2019 음악저널 콩쿠르 고등부 2위

2019 음악협회 콩쿠르 2위, 2020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대학부 1위

· 현악 · 

· 도움주신 분들 · · 후원 · 

참 음악친구들 (구자범, 김선정, 신동원, 양준모, 오미선)

권이경 (촬영 및 영상제작), 조준형 (촬영)

김동규 (축사)

소신정

여상원 (사진)

이양현 (프로그램 북, 포스터 인쇄)

이호남 (웹사이트)

임종덕

임진채

최자은

한지혜 (프로그램 북 제작)

악보 제작팀: 손보경, 최혁렬, 이유진, 손보경

공연 진행: 이재윤, 김효경, 이하은

김선정

김영희

이지영

최재헌

최현숙

한두호

망고텔레콤

메디씽큐

애주가TV참PD

와이낫

코피티암

한빛회

INBYTE

첼로 한동윤(수석)

해외파견 음협콩쿠르 2위, 경원음악콩쿠르 1위

한양대학교 오케스트라 협연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동대학원 재학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