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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연주회)

(Cremona String Ensemble & Korean music ensemble)

9.15.

화 11:00

경주 엑스포 백결공연장

9.16.

수 18:30

고령군 문화누리대공연장

9.18.

금 19:30

경주 문 화 예 술 의 전 당

▶Festival (동서양 악기전시회)

(East & West Music Instruments Exhibition)
- 9.15 ~ 16 고령군 문화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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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이탈리아 크레모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

(사)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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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과 이탈리아 크레모나시는 동서양 문화경제교류를 위한 MOU를 지난해 11월 10일 체결하였

인사말

습니다.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여운과 흥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아름다운 크레모
나시의 전경이 떠오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고령군의 가야금을 연계한 “동서양 문화·경제 교류 MOU” 체결이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크레모나 현악앙상블 연주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MOU 체결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교류에 대해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군은 AD 42년부터 520년간 대가야의 왕도로서 가야금을 창제한 우륵의 고장이자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지사

김 관 용

고령군수

곽 용 환

음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시는 스트라디바리의 본향이며, 과르넬리, 아마티 등 현악기 역사상 최고의 명품
을 만든 음악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가야금과 바이올린 선율속에서 두 도시가 함께 발전하길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음악을 통한 소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과 교류, 또 화합의 큰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서양 뮤직 페스티벌’은 가야
금의 도시 우리 경상북도 고령군과 바이올린의 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의 귀

2015. 9 .15..

한 만남입니다.

고령군수

곽  용  환

그동안 고령군과 크레모나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교류의
지평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이번 동서양 뮤직 페스티벌입
니다. 동서양 현악기를 대표하는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은 많은 사

유서깊은 고령군은 520년간 한국고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가야국의 왕도로써 세계적인 바이

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봅니다.

올린 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동서양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주신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곽용환 고령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실크로드경주2015의 동서양뮤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더욱 뜻 깊

이탈리아 크레모나시는 스트라디바리, 과르넬리, 아마티 등 현악기 역사상 최고의 명품을 만든 음

습니다. ‘유라시아 문화특급 - 실크로드 경주 2015’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악도시이며,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사에서 거장인 몬테베르디의 출생지로 몬테베르디 페스티블과,

주고 문화의 향기로 이 가을을 물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몬도 무지카 악기 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 음악인들이 늘 동경하는 곳으로 잘 알려
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음악을 통한 귀한 만남과 인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령군과 크레모나시는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700여기 고령 대가야고분군, 바이올린 제작술 )해 있

두 도시가 끈끈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가기를 바라고 응

Honorable Mayor of Cremona Italy

고 동서양을 대표하는 현악기 발상지로 역사·문화적인 동질성의 바탕위에. 이를 연계한 양 지역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ianluca Galimberti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통상까지 확대되어 상호간 우호 증진과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
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 합니다.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특히 2015 실크로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에서의 문화교류 연주회
를 통해 역사적인 실크로드 문화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할수 있게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경상북도와 고령군의 환대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9 .15..
경상북도 도지사

김  관  용

2015. 9 .15..
Honorable Mayor of Cremona Italy

Gianluca Galimb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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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Concert Program
Cremona String Quintet

(“Monteverdi” Institute of Cremona) 크레모나 몬테베르디 현악5중주단

▶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16일 고령군문화누리 연주
Quintetto in Mib maggiore per pianoforte e archi op. 44

Cremona String Ensemble
(“Monteverdi” Institute of Cremona) 크레모나 몬테베르디 현악앙상블

▶Young-Jo Lee (World-renowned Korean composer) 이영조 작곡
“Arirang” composed for the String Ensemble 현악앙상블을 위한 “아리랑”

(슈만 피아노 5중주 1,2,3,4 악장)
•Allegro brillante
•In modo d’una marcia. Un poco largamente
•Scherzo: Molto vivace
•Allegro ma non troppo
•Anastasiya Petrhysak violino I
•Andrea Nocerino violoncello

•Sa Won An violino II
•Maddalena Adamoli viola
•Yevheniya Lysohor pianoforte

▶Joon-ho Lee (World-renowned Korean Gayageum composer) 이준호 작곡
Gayageum concerto “Neungsohwa” 가야금 협주곡 “능소화”
•Gayageum KIM Sun-Rim (가야금 김선림)

Korean music ensemble SO:UL
(한국 창작음악 앙상블 SO:UL)

▶Johannes BRAHMS (1833–1897) ※18일 경주문화예술의 전당 연주
Quintetto in Fa minore per pianoforte e archi op. 34
(브람스 피아노 5중주 1,2,3,4 악장)

•가야금, 대금, 해금, 타악 주자를 위한 민요연곡 Gayageum, Daegeum, Haegeum, Perc.

•Allegro non troppo
•Andante, un poco adagio
•Scherzo: Allegro
•Finale: Poco sostenuto–Allegro non troppo–Presto, non troppo
•Veronica Giannotti violino I
•Lorenza Baldo violoncello

▶Medley of Korean “Minyo” for Gayageum, Daegeum,
Haegeum,Perc. 민요연곡

•Lorenzo Novelli violino I
•Colomba Betti viola
•Umberto Barisciano pianoforte

Cremona String Ensemble
& Korean music ensemble
크레모나 현악앙상블 과 한국 창작음악앙상블 팀 합동공연 (박철하)

▶Medley of Korean & Italia songs (Chul-ha Park) 한국/이태리 민요연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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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Proﬁle

The Musicians of the Schumann Quintet 슈만 피아노 5중주
Piano Yevheniya

Lysohor

Piano Umberto

Barisciano

1989년에 우크라이나 출생인 Yevheniya Lysohor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2006년도에 그녀는 vorobyev를 사사하고
최고의 투표를 받으며 Kiev Children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하여 이태리에서 Balini와 Di Bella
를 사사하여 ISSM Monteverdi in Cremona 에서 제일 높은 투표와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으며 Kiwanis Club 과 Lions club 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Yuvheniya는 여러 다른 솔리스트와 체임버 뮤직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는데, ‘I Classical Music Academy’
에서 Peter Frankl에게 받고 Fondi Music Festival에서는 Baglini 와 Chiesa 에게 받았다. 그녀는 많은 국제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는데 특히 Nijankivskiy 콩쿠르인 부치아니코 콩쿠르이다. 또한 그녀는 Miryam e Pierluigi Vacchelli 콩쿠르에서 Andrea
Nocerino (첼로) 와 같이 연주하여 2등을 하였다. 그녀는 Cremona Piano forum, Piano City Milano, Stradivari festival 등에서 많은
솔리스트와 체임버로 된 리사이틀을 많이 하였고. 플로렌스에서 “Bach to Black”를 연주하며 또한 밀라노에 위치한 “Gaber”
에서 연주하였다.

1991년 에 태어난 그는 피아노 Cimarosa Conservatory of Avellino에서 Massa를 사사하고 최고의 투표와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
다양한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Federico Marini” of Falconara Marittima과“유럽음악콩쿠르” of Mercato San Severino
에서는 1등을 하였고, 국제 피아노 콩쿠르“Vietri sul Mare”에서는 3등을 하였다. 그는“Bruno Mazzotta” and the Lombardia
Region의 우승자이다.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e Polonaise Brillante 와 두번째 리스트콘체르토와 쇼스타코비치의
첫번째 콘체르토는 Testa가 지휘하며 함께 연주하였다. 2015년 그는 솔리스트로 Schumann Cremona Pianoforum 그리고
Ponchielli Theatre in Cremona에서 연주하였고, 밀라노의 Gaber 에서 피아노 퀸텟, 현악들과 연주했다.그는 Schmitt-Leonardy
를 사사하며 Munich에서 공부를 하며 더 향상되었고, 2012까지 Baglini의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를 받아왔다.
그는 현재 Di Bella 와 ISSM Monteverdi 에서 그의 마스터 학위를 끝마치고 있다.

Violin Anastasiya

Violin Veronica

Petryshak

Anastasiya petryshak은 1994년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15살 때 그녀는 Cremona에 위치한 국제 아카데미인 “Walter
Stauffer” 와 stena의 Chigiana 아카데미에서 Accardo가 주도하는 전문 바이올린 수업을 자주 들었다. 17살 때 그녀는 Parma
콘서바토리 와 Imola의 “Incontri col Maestro” 아카데미에서 가장 높은점수와 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2015년에는 크레모나에
있는 ISSM Monteverdi 에서 Gorna에게 사사 받으면서 마스터학위와 마지막 시험을 높은점수의 투표를 받고 준 최우등생으로
통과하였다. 그녀는 16번째 ‘콘서바토리에서 최상의 졸업생과 2011년 이탈리안 음악 기관’에서 Belkin, Brohn, Amoyal. 중에
우승을하였다. 그녀는 솔리스트로 토스카니니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이탈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며 또한 베니스의
Theatre Fenice, 뉴욕의 Metropolitan Pavillion 에서 연주하였다. 2010년부터 그녀는 Andrea Bocelli 와 듀엣을 연주했는데,
Cremona 바이올린 박물관과 Stradivari의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인“스트라디바리의 친구들” 에서도 연주하였으며, 정기적으로
Stradivari, Amati, Guarneri del Ges 같은 고가의 악기도 연주해왔다.

Violin Sawon

An

Giannotti

베르가모에서 태어난 그녀는 6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하였다.그녀는 ESTA Italia, Crescendo di Firenze, Campi Bisenzio, Riviera
della Versilia, Riviera Etrusca, Citt di Massa, “F. Polverini” Citt di Castello, Piove di Sacco, “Carlo Mosso” di Torino등 많은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그녀는 12살 때 피렌체 the Cherubini Conservatory 에 제일 높은 투표와 준 최우등으로 합격이
되었다. 그녀는 Mozarteum and the Chigiana 등 에서 maestri C. Rossi, P.Vernikov, I. Volochine, S. Makarova, D. Bogdanovich,
M. Fornaciari, P. and A. Roczek Cohel Accardo에게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다.그녀는 이태리의 많은 도시에서 콘서트와
행사를 하였다. 그녀는 the Cherubini Orchestra of Florence와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연주했고, ORT 오케스트라와
Maggio Musicale Fiorentino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도하였다. 그녀는 Gorna를 사사하며 ISSM Monteverdi에서 바이올린
마스터 학위 중이다.

Violin Lorenzo

Novelli

서울에서 태어난 안 사원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 두경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다. 9살이 되면서 인천 영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며 두각이 나타났으며, 선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2011년에 그녀는 크레모나로 유학을 가며, De Lorenzi와 Claudio
Mondini 에게 사사를 받고 마스터클래스도 다양하게 참여 하였다. 그녀는 Laura Gorna, Silvia Chiesa 와 함께 채임버 음악을
공부하였다. 2014년에 그녀는 크레모나에서 열리는 스트라디바리 페스티벌에서 ISSM Monteverdi의 우등생만 연주하는
무대에서 리사이틀을 하였다. 그녀의 바이올린은 2015년 오동현이 제작하였다.

그는 1992에 로마에서 태어났다. 2002년에 Patrizia de Carlo에 사사하며 바이올린을 시작하였다. Conservatory of Santa Cecilia
에서는 Pepe and M Cornoldi를 사사하며 공부하였다. 2011년 그는 크레모나 University of Pavia로 가서 음악학을 공부하며
2015에 학사도 끝마쳤다. 크레모나에서 그는 바이올린 공부를 계속 하였는데, ISSM Monteverdi 에서 Antonio de Lorenzi,
Claudio Mondini 에게 사사 하고 현재는 Joseph Cardas와 공부하고 있다.채임버 음악은 Roberto Arosio 와 Silvia Chiesa를
사사하였다. Aula of the fifteenth century in Pavia에서 연주하며 크레모나 바이올린 박물관, 밀라노의 ‘Gaber’밀라노의 로얄
팔라스 등에서 연주하였다. 그는 로마 영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이태리와 다른 해외 연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음악학에서
합창단으로 이태리나 다른 해외연주로 많이 하였고, 라이브 연주와 여러 CD 녹음도 하였다.

Viola Maddalena

Viola

Adamoli

Colomba Betti

Fabrizio Scalabrin에게 사사를 받으며 Padua 콘서바토리 Cesare Pollini 비올라로 졸업한 그녀는 크레모나에 있는 아카데미 “Walter
Stauffer”에서 Giuranna에게 사사를 받고 Chigiana Academy of Siena에서 공부를 하며 그녀의 실력을 향상시켰다. 그녀는 Bracon
Briatore 와 Fiore 의 마스터클래스를 참가하였고, 많은 오디션에 합격이 되며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Gelmetti, Inbal, Scimone, Fedoseyev, Coleman and Tatarnikov 와 같이 저명한 지휘자가 있는 비엔나 필하모닉 에게 지원을 받는 국제
오케스트라 기관 attergau, Spierer 의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of the Conservatories of Veneto의 지역 오케스트라이다. 2010
년에 그녀는 이탈리안 영 오케스트라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였고, 2014-2015에 그녀는 La Scala Theatre에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연주하였다. 그녀는 Padua 오케스트라 그리고 Veneto 오케스트라와 연주하였고, Brescia and Bergamo의 피아노 페스티발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the FVG Mitteleuropa 오케스트라와 연주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Piero Toso가 지휘하는 Archi del Centro Universitario”
의 현악 앙상블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그녀는 Flore 사사하며 크레모나 ISSM Monteverdi 에서 마스터 학위를 받고있다.

1994년 이태리 Assisi 에서 태어난 그녀는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 처음 배웠다. 2008년도에 Perugia 뮤직 아카데미에 들어가며,
Piacenza 에 현재 공부 중 이다. 또한 그녀는 Cristiano Rossi 와 Daniele Gay 의 마스터 클래스도 참여하였다. Conservatorio
Morlacchi Orchestra 와 Nicolini Orchestra에 참여하며 2006년과 2013년도의 매년 오케스트라 워크샵으로 Trasimeno
Symphony Orchestra에 참여하였다 2011년 영국에서 열리는 Lake District Summer Music Festival 에 Young String Venture
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하여 연주하였다. 그녀는 2013년에 Wim Janssen에게 크레모나에서 비올라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으며
Silvia Chiesa 와 Marco Decimo 에게 채임버 뮤직도 지도받았다. 그녀는 현재 Pavia대학교 에서 음악학 전공으로 학사학위
중이다. the Lions Club에서 2015에 보조금도 받았다. 2012년도 그녀는 Aubespine Ensemble라는 앙상블을 만들며 전문화
시켰다. 그녀는 Federico Fiora에 제작된 “Brunella”를 연주한다.

Cello Andrea

Cello Lorenza

Nocerino

그는 우디네에서 첼로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크레모나에서도 계속 배우며, Silvia Chiesa를사사하고 ISSM Monteverdi 를
졸업하였다. 그는 Carlo Teodoro, Michael Flaksman 를 통하여 첼로에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Roberto Arosio and Maurizio Baglini
와 채임버 뮤직, the Friuli 신포니에타와 Arrigoni 현악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경험을 키웠다. ECMTA 에서
트리오로 구성된 연주를 하였고, 크레모나 피아노포럼에 초대되고, 밀라노의 Gaber에서 피아노와 함께 퀸텟으로 연주하였다.
2015년 7월 그는 유명한 Amiata Piano Festival에 연주하게 되었다. 피아니스트 Yevheniya Lysohor와 듀오로 “iClassical
Academy”를 위한 레코딩 연주도 하였다. 2014년도 그는 크레모나에서 열리는 “Stradivari Festival”에 참여를 하였다. the
Lions Club에서도 보조금을 받았으며, 그는 국제 채임버 뮤직콩쿠르“Vacchelli” 에서 상을 받았다.그는 현재 Pavia 대학교에서
음악학을 배우고있다. 그는 2013년에 Capicchioni의 특별한 제자인 Pio Sbrighi 가 제작한 첼로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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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o

그녀는 Rovereto에 있는 Municipal 음악 학교의 Nicolini에게 사사함으로써 음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Corbolini 에게 사사하여
the Conservatory of Trento Bonporti에 다니며 쭉 꾸준히 공부해왔다. 2015년에 그녀는 Silvia Chiesa에 사사하여 the ISSM
Monteverdi를 졸업하고 Detlef Mielk, Mosca, Fontana, Chuat, Irvine, Jankovic, Gutman등 많은 대가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했다.
그녀는 Stauffer 아카데미의 Filippini에게 사사한다. 2013년 Kiwanis Club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National Prize string Renato
de Barbieri 콩쿠르에서 2등을 하게된다. 그녀는 Perin 오케스트라, Boheme오케스트라, Trentino 영오케스트라, the L Mus
오케스트라, the Virtuosi 이탈리안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연주했으며, 그녀는 “The strings of the soul”, “Omaggio a Cremona”,
“Night at the Museum”, “Estate Calatafimese”, the “Settimana Gattopardiana”, the “Cultural Association Eridanus”, the “Festival
Pontino”, “Stradivari Festival”, “Foyer aperti” of Pordenone, “Meetings at Fazioli”, Rovereto 의 영 뮤직 필하모닉 단체, 그리고
ECMTA등 에서 많은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연주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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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Proﬁle

Gayageum Soloist 가야금 협연
가야금협연

김선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사, 음악대학원 국악기악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 박사(Ph.D.)
•제38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김선림과 가야금 음반 2회(영산회상과 푸른 아침을 머금다, 성가에 물들다)
•수원대학교 강사,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초빙연구원,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KBS국악관현악단 가야금단원,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
•현.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교수, 아시아금교류회 회원, (사)가야금연주가협회 회원,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Korean music ensemble SO:UL 한국 창작음악 앙상블 SO:UL
가야금

대금

Korean music Composer 한국 창작음악 작/편곡가
Lee Young-Jo 이 영 조
이영조는 Carl Orff와 독일에 있는 Wilhelm Killmayer, 그리고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in Chicago에서 공부하였다.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그는 작곡 부서의 위원장이 되었다. New Music Festiv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ontemporary Music (ISCM)의 게스트 작곡과로써 그는 부다페스트 암스텔담,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2005년 네덜란드에 집에서 작곡을 했으며, 모스코 Autism Festival 에서 게스트 작곡과로
참여하였으며, 그는 Shizuoka 국제오페라 콩쿠르, 국제 바이올린 솔로 콩쿠르, 부산 합창 페스티벌 & 콩쿠르 에서 심사를
맡았다. 초대 작곡 교수로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온 이후, 한국예술영재학교와 음악학교학장으로 활동 하였다. 그의 채임버뮤직,
합창, 오케스트라 곡들은 아시아, 유럽, 미국을 넘어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오페라 황진이는 베이징 (2000)의 여러
도시에서 공연하였고, 일본 도쿄(2001), 로스앤젤레스 (2002), 모스코(2003), 하노이(2004) 광주(2007), 서울(2012) 그리고
Torre del Lago, Italy (2014) 등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연주 되었다. 최근 한국오페라단체가 서울 예술의전당 2013년 10월에
그의 1987년도의 오페라 작품 처용을 공연하였다. 그는 한국 오페라단와 한국 합창단의 임원으로 이사도 역임하였다. 그는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감독이사의 위원장이며 한국 문화장관의 문화 교육 부서에서 활동 중이다. 2013년 8월 그는
한국정부로부터 문화 명예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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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보 라

•국립국악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국립국악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한국 가야금 연주자 협회 회원/한양가야금연주단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이수자
•97년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금상/98년 국립국악원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현악부문 은상
•99년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은상/제 2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창작부문 대상

김 정 수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서울국악관현악단 단원 / 전 경기 청소년 관현악단 단원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 / 대금연구회 간사
•제 16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해금

안 경 희

•국립국악고 졸업,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실내악단 ‘윤슬’ 동인,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국립국악관현악단 현연
•국립국악원 정기연주 협연
•독일 한국문화원 렉쳐콘서트

고 정 훈

Park Cheol-Ha 박 철 하

장구

박철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계명대학교와 대학원을 작곡과로 졸업하였다.
그는 독일로 가서 Younghi와 Pagh-Paan를 사사하였다.
그의 음악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서 연주되었다.
그는 몇 국제 음악 페스티벌의 앙상블을 지휘하였고,
현재 영남 대학교, 부산대학교, 김천예술고등학교와 울산예술고등학교에서 후원 양성 중에 있다.

•제14회 공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명고부대상(국무총리상)수상.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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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전시 & 공연 일정표

우륵가야금과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만남
동서양 뮤직 페스티벌 동서양 악기전시회
The Eastern and Western MUSIC Instruments Exhibition

크레모나 전시실

동서양악기 전시실

소공연장 로비
1회
프린지 공연

am10:00
am11:00

2회
프린지 공연

3회
프린지 공연

3회
프린지 공연

4회
프린지 공연

야외체험학습
드럼써클

2교시

바이올린
가야금 듀오

pm16:00
pm17:00

2회
프린지 공연

전시실입구

바이올린
가야금 듀오

pm14:00
pm15:00

1회
프린지 공연

바이올린
제작 체험실
접수 및 안내
1교시

바이올린
가야금 듀오

pm12:00
pm13:00

대공연장(16일)

바이올린
가야금 듀오
(16일 공연 없음)

대가야문화누리
개관식

pm18:30

동서양 뮤직페스티벌

pm19:30

축하공연 (박상민, 박미경)

바이올린 제작 체험학습 사전접수 안내
▶사전 참가 신청 접수 (선착순 회당 10명)

2015. 9. 15.(화) ~ 16.(수)

전시실 입구 앞 10:00부터 참가자 접수 및 안내
•제작체험 총 4회 : 15일 2회 / 16일 2회 (1회 10:00,
•참가비 : 15만원 (완성 바이올린 1점 제작)
•문의처 : 053) 621-1889
•E-mail : wooju230@naver.com
•카톡아이디 : wooju230

2회 14:00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찾아오시는 길
주 최:
주 관: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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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  
(주)코스모스악기, (주)송우무역, 디토 스트링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버스 606 고령축협 앞 하차
•문의 : 054) 95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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