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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1월 3일(화) pm 8:00
2017 신년음악회 - PLUS
PLUS는 Performance Leaders Uniting Sounds의 준말로 음악계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그룹
이며,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일의 오케스트라인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의 부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Wayne Lin (웨인린), 또한 차
석인 바이올리니스트 Wojtek Dziembowski (보이텍 짐보브스키)와 비올리스트 Dale Kim
(대일 김/리더) 그리고 강남대학교 교수와 TIMF 앙상블의 단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허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위 솔로이스츠의 단장인 피아니스트 윤소영
이 함께하는 그룹이다.

Dale Kim Viola/Leader
캐나다 토론토 대학 졸업,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석사 졸업 및 박사 수료, 한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 졸업.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WE Soloists 멤버, 하임콰르텟 멤버

Wojtek Dziembowsky Violin
카를 시마노프스키 국립 음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차석, WE Soloists 멤버, 하임 콰르텟 멤버

윤소영 Piano
한양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연주 박사학위 졸업,
신시내티 음악대학 아티스트 디플로마 졸업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WE Soloists 단장

제7회 1월 17일(화) pm 8:00
오페라 ‘사랑의 묘약’
원제 ㅣ L’Elisird’Amore
장르 ㅣ 오페라
작곡 ㅣ 도니체티 (G. Donizetti, 1797 ~ 1848)
작곡년도 ㅣ 1832

네모리노 역 - 최호준 Tenor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성악과 수석졸업,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수료,
로마 A.R.A.M 아카데미아 졸업, A.M.I 아카데미아 오페라과정 수료

둘까마라 역 - 김준빈 Bass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성악과 졸업

벨코레 역 - 한진만 Baritone
경희대학교 성악과, 음악학 석사 졸업,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학

아디나 역 - 손주희 Soprano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이탈리아 Pavia F. Vittadini 국립음악원 성악과 수석 입학 및 졸업

정혜정 Piano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피아니스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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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2월 7일(화) pm 8:00
베리오자 피아노 듀오
피아노 듀오 베리오자(Berioza)는 피아니스트 전현주, 전희진 두 자매가 결성한 팀으로,
1995년부터 함께 러시아에서 유학했다. 1997년 팀 결성 후,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피아노 듀오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협회에 소속된 최연소이자 첫 외국인 연주자
이다. 2010년 독일 최고 권위의 ARD 국제 콩쿠르의 ‘피아노 듀오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팀 이름을 ‘램넌트’에서 ‘베리오자’로 개명하며 본격적
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베리오자는 러시아의 상징인 자작나무(러시아어로 ‘베료자’)를
뜻하며, 러시아 정통의 피아니즘을 선보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현주 Pianist
1984년생으로 3살 때부터 피아노 시작, 199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영재음악학교에 5학년으로 입학. 2002년에 수석으로 졸업, 200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수석 입학, 2007년 졸업 후 같은 해 12월 박사과정에 입학,
2010년 최고점수로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희진 Pianist
1987년생으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 199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상-페테르부르크 국립 영재음악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하고 2004년 수석으로 졸업.
같은 해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2009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음악박사학위를 수료하였다.

제9회 2월 21일(화) pm 8:00
알렉산더 쉐이킨(Accordion), 김현수(Violin)
알렉산더 쉐이킨 Alexander Sheykin | Accordion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프로 아코디언 연주자.
러시아 에카테린부르크음대와 우랄 국립 콘서바토리에서 아코디언 연주, 지휘, 교수법을
공부했다. 2004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EBS 교육방송 프로에서 연주자 및 음
악 교육을 맡았으며 그 외 KBS, MBC, SBS에 라디오와 TV에 출연하였으며 다양한 음반작
업과 프로젝트 연주 활동에 관여하였다.

김현수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음악대학
석사,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 최고독주자과정을 졸업, 프랑스 Schola Cantorum de Paris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크로아티아 Rudolf Matz국제콩쿠르, 오스트리아 Ruggiero Ricci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
르 다수 우승 및 입상한 그는 조이오브스트링스 악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챔버오케스트
라 악장, 국립경찰교향악단 악장, 로잔-제네바 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 악장, The Hemu
Orchestra 악장을 역임하였으며, 스위스 카메라타 로잔 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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