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s die alte Mutter 

Als die alte Mutter mich noch lehrte singen,
Thränen in den Wimpern gar so oft ihr hingen

Jetzt wo ich die Kleinen selber üb’ im Sange,
rieselt’s in den Bart oft,
rieselt’s oft von der braunen Wange!

Opera <Rusalka>
Měsíčku na nebi hlubokém 

Měsíčku na nebi hlubokém,
světlo tvé daleko vidí.
Po světě bloudíš širokém,
díváš se v příbytky lidí.

Měsíčku, postůj chvíli,
řekni mi, kde je můj milý.

Řekni mu, stříbrný měsíčku,
mé že jej objímá rámě,
aby si alespoň chviličku
vzpomenul ve snění na mne,

Zasviť mu do daleka,
řekni mu, kdo tu naň čeká.

O mně-li, duše lidská sní,
ať se tou vzpomínkou vzbudí.

Měsíčku nezhasni! Nezhasni!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노래

어머님이 내게 노래 가르쳐 주실 때,

그녀의 눈에 눈물 맺혔네

이제 나 스스로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치니,

내 눈에도 눈물 맺히네,

내 볼에도 눈물 흘러내리네!

오페라 <루살카> 중

하늘의 달님이시여

하늘의 달님이시여,

당신은 저 멀리까지 빛을 보내고,

온 세상을 거닐며,

인간들의 집안도 내려 보십니다.

달님이시여, 잠시만 제 곁에 머물러,

제 사랑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빛 달님이여, 그에게 전해 주세요,

내가 그를 안고 있다고,

한 순간만이라도 

꿈속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멀리서도 그를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전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인간의 영혼도 꿈을 꾼다면,

그가 깨어서도 저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오, 달님, 부디 떠나가지 말아요!

드보르작 -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노래 (Sop. 오미선)

 오케스트레이션: 정지원

드보르작 - 오페라<루살카> 중 ‘하늘의 달님이시여’ (Sop. 오미선)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G Major, Op.88

 I.    Allegro con brio

 II.  Adagio

 III. Allegretto grazioso 

 IV. Allegro ma non troppo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2018년 4월 3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사건 추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70년 전 섬에서 일어난 아픈 기억을 뭍에

서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한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위해 전국 각지의 연주자들이 모인 참 필하모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가 결성되었습니다. 구자범 지휘자,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신동원, 바리톤 양준모, 국립합창단, 안양

시립합창단과 함께 참 필하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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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자고 결

심하였습니다. 임시의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떼고,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

고, 제대로 해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단체로서 한가지 더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 연주회 및 외부 섭외 연주는 정당한 연주료를 받아야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연주, 즉 정기연주회만큼

은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획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제1회 정기연주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기금마련 음악회>

지난 제1회 정기연주회이자 창단 연주회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행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4일 장천아트홀

에서 차이코프스키 제5번 교향곡 e minor를 연주하였습니다. 지휘자를 비롯한 단원들 모두 출연료를 기부하는 의미로 출연

료를 받지 않고 연주하였습니다. 순수 티켓 판매액만으로 목표액인 1500만원을 거의 달성하였고 모자르는 금액은 운영진이 

사비로 채워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4명의 시각장애인이 개안수술을 통해 밝은 빛을 되찾았으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십여명의 수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을 적어 올립니다.

… 높은 안압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은 수술을 해

야한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 실명예방재단 박○○선생님

께, 성함은 모르지만 후원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눈은 잃었지만,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한 쪽 눈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

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올림

제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심장수술 기금마련 음악회>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는 심장병 수술이 시급한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한

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 부부의 아들 ‘아난드’는 얼마 전 선천적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약 

1000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하기는 이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코로

나 때문에 한국에서 부부의 직장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몽골로 가는 비행편도 없어졌으며, 몽골에서는 이 심장병 수술 자

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시급한 만큼 참 필하모닉은 기금을 꼭 모아 

전달 드리겠다고 약속 드렸고,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

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매우 잘 진

행되었고 아난드도 건강히 회복중입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히 소프라노 오미선님께서 함

께 해주십니다. 연주회의 취지와 참 필하모닉의 뜻에 

크게 공감해주시어, 출연료도 받지 않고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휘자를 비롯하여 무대에 서는 연주자 그 

누구도 출연료를 기부하는 의미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

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참 필하모닉의 다음 정기연주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특별 연주회 및 

다양한 단체와의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로서의 활동 외에 단원들이 결성한 작은 규모의 실내악 단체도 활동 

중입니다. ‘참 트롬본 4중주’는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며, 다른 실내악 단체도 활동 예정입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난드와 

아난드의 어머니

아난드의 수술 전 병문안. 

임형섭 단장 겸 지휘자와 아난드의 가족

지난 음악회 기금전달 수혜자 중 한분의 감사 편지지난 음악회에 참석해주신 

수혜자 김ㅇㅇ님



바이올린  닐루파르 무히디노바 <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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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 봄율 콰르텟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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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신

• 중앙대 관현악과 Violin 전공 학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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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객원연주자

• 제주 4.3 참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

바이올린  김민겸

• 가천대학교 관현악과 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석사 재학중

• 다수 오케스트라 단원 및 객원으로 활동

바이올린  김하영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현 국민대학교 2학년 재학중

현악

오미선 소프라노 

임형섭 지휘자 

화려함과 우아함을 가지면서도 무대와 객석에 전달되는 카리스마에 전율과 감동을 

을 느끼게 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프라노 오미선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

고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Conservatorio di Luisa D’Annunzio)에서 드플롬

과 조교과정을 수료하였다.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오페라학과와 베냐미노 질리 아카

데미, 비오티 아카데미와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귀국 후 국립

오페라단 상근단원(2003~2007)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았다. 

특히 크로아티아,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등 해외에서 가진 오페라와 공연은 물론 국

내에서 유수의 오페라단, 교향악단, 합창단의 주역과 협연 및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오미선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오페라, 오라

토리오 및 독창회에서 그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영국 런던 왕립 음악원 졸업

• 스웨덴 오로라 뮤직 페스티벌, 영국 다팅턴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지휘

• 서울시 오페라단 ‘맥베드’ 부지휘자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겸 지휘자

• 사사) 구자범

바이올린  박은서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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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수석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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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임주희

• 말러리안시리즈 4,5 

•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념음악회

• DS홀 실내악연주회

• 독일문화원 초청 - Buddy Bear 제막식연주

• Berlin AOB orchestra, Jugend Bayerische Philharmonie Orchestra Europe Tour concert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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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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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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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진

• 선화예술학교 졸업

•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학사 수석졸업후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반주과 학사 수석졸업

바이올린  이세미

• 음협콩쿨, S챔버 오케스트라 콩쿨, 한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콩쿨, 사계음악콩쿨 등 1위 및 총신대콩쿨 전체1위,

 바로크콩쿨, 음악교육신문콩쿨,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콩쿨 , 숭실대콩쿨 등 입상

• 푸쉬킨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 • 세종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및 실기우수, 정기연주회 협연

• 덕원예고 오케스트라 악장 및 실기우수, 정기연주회 협연(KBS홀)

• 선화예중 실기우수, 덕원예고 실내악콩쿠르 최우수상

• 차이코프스키 동상 건립 협연 (서울사이버대학교)

바이올린  최은지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컨서바토리 부속 영재학교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및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바이올린  이슬비

• 고양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졸업.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 참필하모닉 제주 4.3사건 추념음악회 프로젝트 참여

•  이번 연주회를 통해 관객분들께 감동을, 그리고 어린 아난드와 그의 가족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연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이올린  텔문 오치르

•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케스트라 지휘과 2학년

• 몽골 국립 오페라와 발레 극장의 음악가

바이올린  이영진

• 고양예술고등학교 졸업, 서경대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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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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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  인천예고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2학년 재학 중이다. 

•  난파콩쿠르 1등, 음악교육신문사 1등, 스트라드콩쿠르 2등, 음악춘추콩쿠르 등 다수콩쿨에서 입상하였다.

• 사사: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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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김한솔 <수석>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석사)졸업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울산대학교 오케스트라등과 협연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원주시립교향악단 등 다수의 객원연주자로 참여

•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비올라  권오현 <수석>

비올리스트 권오현은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도미하여 New England Conservatory 장학생 석사 졸

업,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으로 박사 3학년이다. 최근 PLZ festival 아티스트로 발탁되었고 현재 뉴욕

에서 Symphony in C, Helix Music Ensemble 에서 활동하고있으며 선화예술학교 출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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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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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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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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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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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김지우

• 성신여대 음악대학 졸업

• 2013 코리아솔로이츠오케스트라 콩쿨 첼로부문 3위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The Classic”연주

• 2015 SSF Fringe Festival 참가  • 2018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선정 

• 인천하이유스페스티벌 연주

• 국립한글박물관 11월 문화가 있는 날 <첼로와 음악과 당신과 시> 연주 

• 현) C comma 첼로앙상블, 어우름 string quartet, MAY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비올라  박나윤

•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 동대학원 석사졸업

• 제주도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천안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으로 연주

• ‘경남아트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초청 협연

• BCMS 앙상블 멤버, 경남쏘사이어티 단원

첼로  김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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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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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  설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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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상제 19회 월간에듀 콩쿠르 첼로 1등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비올라  주은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료 후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고 졸업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재학

첼로  최하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1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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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트  장지현

• 영국 체탐스 음악예술 학교 졸업

• 영국 왕립 음악 대학 졸업, 왕립 노던음대 석사 졸업

• 콘서트 페스티벌 국제콩쿨 1위, 영국플루트협회 국제콩쿨 3위

• 영국유스오케스트라 수석역임

• 제주 4.3 사건 추념 음악회 수석단원

플루트  김지우

•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독일 Rostock Musikhochschul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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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실비아 실매악음악콩쿠르 ‘영실비아상’

더블베이스  김여온

• 단국대학교 2학년 재학중

더블베이스  노은지

• 선화예고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재학

오보에/잉글리쉬 호른  임유빈

• 2012. 우크라이나·한국 수교 기념 음악회 우크라이나오케스트라 협연

• 2014. 국민일보·영산아트홀 주최 실내악콩쿠르 전체대상

• 2018. 금호 영 체임버 아티스트 선정(멜로우퀸텟), 춘천시립교향악단 연수단원 재직 (~2019)

• 2019. 스위스 Ticino Musika Festival 에서 폐막식 연주(스위스 공영방송 SRGSSR 생중계)

 부천시립교향악단 객원 부수석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현) 안양예술고등학교 출강

더블베이스  박재홍

•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졸업

• 현)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오보에  조연수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며 동아음악콩쿨 3위, 서울대학교 관악콩쿨 2위, 코리아헤럴드, 음악

저널 콩쿨 1위 등 다수 콩쿨에서 입상하였으며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뜻깊은 연주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

고 항상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싶다. 

더블베이스  박희진

• 경기예고 졸업

• 성신여대 졸업

• 사사: 장승호, 이재준

더블베이스  홍현지

• 단국대학교 재학

• 제주 조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 2018 음악교육신문콩쿨 현악 전체대상, 2018 모차르트한국콩쿨 현악 1위

• 제주 교원 오케스트라 강사, 제주YMCA 유스 오케스트라 강사

목관

클라리넷  최윤석

• 왕립 노던 음악원 학사 졸업 • 영국 BBC 필하모닉, 맨체스터 카메라타, Halle 오케스트라

• 영국 BBC Proms (Last Night) 연주 • 독일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 2013년 시드니 Ku-ring-gai 필하모닉 협연

• 현) 영국 Yeoman Artist • Chamber Orchestra of Manchester 창단

• ChoiMan Company 설립 • Gabor Varga, Matthew Hunt, Nicholas Cox 사사

클라리넷  율더셰프 아실베크

• 우즈베키스탄 국립음악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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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베이스  이현섭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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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재학 중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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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른  유선경

안녕하세요. 호른 연주자 유선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박해진 삶에 예술인들이 희망을 주고자 한뜻으로 모였

습니다. 우리의 연주가 힘든 시기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연주에 섭외해주신 

지휘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찾아와주신 관객여러분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연주의 수익금으로 좋은일에 쓰인다니 자부심을 갖고 좋은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호른  박효준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2011년 모스클리 필하모니 협연, 2015년 문화가 있는 날 

호른4중주 초청연주 

호른  조태준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 중

• 서울대 관악동문 콩쿠르2위, 해외파견 콩쿠르 3위

•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협연(서울대윈드), 영산아트홀 우드윈드퀸텟 아티스트 선정

• 금호 영체임버 아티스트

호른  염재빈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 원 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금호영체임버 오디션 합격, 서울대학교 콩쿠르 1위, 우현 콩쿠르 1위, 음악협회 콩쿠르 2위, 연세대학교 콩쿠

르 3위, 등 다수 콩쿠르 입상

트럼펫  김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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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부산MBC음악콩쿠르 1위,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

•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양주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역임

• KBS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 양주시립교향악단, 한양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협연

•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등 다양한 활동 중.                 • 현) 한양대학교 4학년 재학중

트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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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악과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있습니다.

트럼본  허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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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테헤란밸리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 한양대학교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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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순  김소연

• 부산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재학중

•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역임

바순  김민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금관



기획팀장  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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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가면무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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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담당  정지원

서울대학교 작곡과 2학년 재학중.

바이올린을 꽤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개인레슨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생님의 권유로 청

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습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내는, 서로 다른 음색이 모여 만든 하나의 

울림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세상은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

뀌었고, 어린 마음에, 음악이란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일거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음악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야지.’

그래서 저는 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사랑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음악을 위한 음악만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왜 예술을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로인해 정말로, 음악으로 세

상을 밝게 비추는 이 오케스트라를 사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래전, 음악으로 인해 느낀 위로를, 그 

행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획팀  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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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있는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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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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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삶에는 음악이 항상 함께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때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슬플 때에도 음

악은 묵묵히 제게 위로를 건냈습니다. 

사회의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려는 음악인들이 모인 참 필하모닉은 지난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환한 세

상을 선물했습니다. 이번연주회에서는 한 생명에게 빛이 되기 위해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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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의 한 구절이자, 참 필하모닉의 정신과 단원분들의 마음이 담긴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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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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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루를 덧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튜바  김태진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원

• 오사카 국제콩쿠르입상

•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 부산 MBC 음악콩쿠르 2위

팀파니  황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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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연주를 통해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노

력들을 모아 한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해주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도만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함을 고백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채워주신 객석이, 참필하모닉의 심장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합니다. 저희

의 연주가 감히 시대를 대면하는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프  최미래

• 제17회 학생음협콩쿠르 1위 • 제4회 한전아트센터 전국 음악콩쿠르 2위

• 제25회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콩쿠르 2등없는 1위

•  제6회 영산 음악 콩쿠르 하프부문 1위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관현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 현 코리안심포니 객원,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

• 사사: 윤혜순, 곽정, 서승혜, 배주은 

기획팀

타악

하프



참 필하모닉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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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심장수술 기금마련 음악회>에 도움 주신분들

참 음악 친구들 (구자범, 김선정, 신동원, 양준모, 오미선)

팜플렛 제작: 한지혜     사진 및 영상: 이호남

팜플렛 및 홍보물 인쇄: 이양현    촬영 감독: 목충헌 

포스터 디자인: 류한희    촬영 팀: 박서영, 임준택

디자인: 홍소정

공연진행: 이하은, 안세영    악보 어시트턴트: 손보경

개인 후원:  강정란, 김창완, 김연주, 김현주, 김영석, 김영희, 노순희, 박병대, 백옥경, 소계섭, 소병욱, 

소신정, 소현섭, 윤정희, 이승복, 정은숙, 황윤주

기업 후원: 

협력 기관:

감사합니다

참 필하모닉 QR코드

카카오채널 - 참필

YouTube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Instagram -‘champhilharmonic’
Facebook -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 www.champhil.com

참 필하모닉 소식



참 필하모닉 제3회 정기 연주회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수술 기금마련 음악회
(2021년 3~4월 예정)

로고 설명
높은 음자리표 옆, 플랫(♭)자리에 붙은 네츄럴(♮) 기호는, ‘Don’t be flat, be 
natural‘을 의미합니다. 악보 표기법상 최대 개수인 일곱 개를 넣어, 자연스러운 음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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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습니다.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구호는, 로고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참 되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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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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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주얼리
금·은·시계·예물전문점

대표 김 영 석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3-4 일번가귀금속 1호

TEL 02-762-6999   H.P 010-3434-6999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 하차 1번 출구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비원

청계천

■
1번출구 종로3가R 동대문종로2가

■단성사

신한은행 ■

  (피카디리)  
CGV■

일번가귀금속 1호

민트주얼리

원장 / 내과전문의 이 승 복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03

TEL 031-272-0082

원장 김 기 록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0 탑프라자 201호

TEL 031-306-2811

이승복내과

진료과목 임플란트·교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