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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있는 음악회 V

GAZEBO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989년 4월 창립한 작곡동인 <소리목>의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곡동인 소리목은 2016년부터 <책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삶의 파장과 동시대의 시대성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하여 

순수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며 높은 예술적 성취도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제보(Gazebo)>를 키워드로 작곡가가 직접 선정한 책을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들로 음악회를 구성합니다. 가제보는 정원 안의 작은 돔(Dome)이나 정자(亭子) 같은 

공간을 뜻합니다. 외부와 연결과 분리가 동시에 되어 있는 가제보 안의 작은 공간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통해 소리목의 작곡가들은 사회 속에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함께 동시대 우리의 시대상을 <가제보>라는 키워드로 음악을 통해 반추하려 

합니다. 특별히 소리목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 청중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작곡가 분들, 팀프 연주자 분들 그리고 음악회를 더욱 뜻 깊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곡동인『소리목』회원 일동

프로그램	 <책이 있는 음악회 V>
가제보(Gazebo)작곡동인 소리목 제42회 정기연주회

박 정 은	 피아노 독주를 위한 <몸짓들> (2021/재연)

	 Gesten für Klavier
            Pf. 지유경

김 윤 진	 알토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세상 끝의 정자〉 (2021/초연)

	 The Gazebo at the end of the world  for Alto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Fl. 오병철  /  Vn. 이혜원  /  Vc. 길희정  /  Pf. 문종인

김 범 기	 트롬본 독주를 위한 〈가든 파티〉 (2021/초연)

	 Garden party for Trombone Solo 
 Trb. 제이슨 크리미 

홍 윤 경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허공의 공간〉  (2021/초연)

 An unoccupied seat for Flute, Clarinet, Violin, Viola and Cello
Fl. 오병철  /  Cl. 백양지  /  Vn. 이혜원  /  Va. 이경원  /  Vc. 허철 

 -  I n t e r m i s s i o n  -

최 진 화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관망(觀望)에 대한 소리〉 (2021/초연)

	 Sound for Observing : A Nice Gazebo for Flute, Cello and Piano
Fl. 권영인  /  Vc. 허철  /  Pf. 정선인

한 경 진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The Rainy Day〉 (2021/초연)

	 The Rainy Day for Flute and Piano 
Fl. 오병철  /  Pf. 정선인  

김 정 훈	 세 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공중정원〉 (위촉, 2021/초연)

	 The hanging garden for 3 Clarinets
Cl. 백양지  /  B.Cl. 김상훈, 남형준 I 0302 I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철학자 빌렘 플루서의「몸짓들: 현상학 시론」을  읽고 영감을 
얻어 작곡하였다. 몸짓은 몸의 움직임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몸과 연결된 도구의 
움직임이다. 또한 모든 몸짓은 생각의 실현이다. 우리 일상의 몸짓들, 그리고 
능동성과 자유의 몸짓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다. 이 작품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악장들은 빌렘 플루서의 정의에 따라 1. 글쓰기의 몸짓, 2. 
음악을 듣는 몸짓, 3. 만들기의 몸짓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글쓰기의 몸짓 :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흙벽돌 표면을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로 새기기 시작했고, 전통에 따르면 그것이 문자의 기원이다. 핵심은 
구멍뚫기, 즉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고, 쓴다는 것은 여전히 기입함을 뜻한다. 
그것은 구성적인 몸짓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는 집요한 몸짓이다. 서구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글쓰기의 몸짓은 특정한 선형적 성격을 따른다. 표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우측 상단까지 이동하고, 왼쪽으로 되돌아가서 먼저 쓴 줄 바로 아래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전진과 건너뛰기를 계속해서 우측 하단에 도달한다. 

2. 음악을 듣는 몸짓 : 음악을 듣는 몸짓은, 음악이 구체화되는 신체의 자세이다. 
특징적으로 이때 행동과 격정, 행위와 열정, 즉 음악과 신체는 더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음악을 들을 때 듣는 사람 스스로가 바로 그 음악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적응함은 바로 스스로 음악이 되는 것이다.
 
3. 만들기의 몸짓 : 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잡다’,‘쥐다’,‘만지다’,‘움켜쥐다’, ‘다루다’, ‘끄집어내다’, ‘만들어내다’가 있다. 이는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얼마만큼 우리의 손에 의한 만들기의 몸짓과, 두 손을 서로 
만나게 하려고 대상에 가하는 압박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몸짓들> 프로그램 노트 중

〈몸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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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들, 자유, 생명, 움직임

어떤 몸짓을 통해서 표명되지 않는 생각이란 없다. 

표명 이전의 생각은 하나의 가상성, 즉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생각은 몸짓을 통해서 실현된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몸짓을 하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다.

빌렘 플루서(Vilem Flusser)의 『몸짓들: 현상학 시론』 중 발췌

박정은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한양대학교 석사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Exellenzstudiengang Komposition) 졸업 
국내.외 다양한 콩쿠르 당선, DAAD 장학금(2014-15), 독일장학금(Deutschlandstipendien) 
현) 추계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출강



김윤진 

서울대학교 작곡과,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현) 수원대학교 출강, 소리목, 클랑제리에 회원, 피아노 듀오 <숨> 연주자

 @LUCY

〈세상 끝의 정자〉

‘세상 끝의 정자’ 라는 제목은 고려 말 문신이자 유학자 이색(李穡)의 글 유사정기(流沙亭記)에서 

따왔다. 그 당시 고려는 (1362년)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왕이 안동지역으로 피란하였고, 그가 잠시 

외가가 있는 영해에 들렀을 때 사촌 형의 부탁으로 정자에 관한 글을 썼었다. 

이 곡은 그 글의 시선을 따라 유사(서쪽의 끝, 사막), 우주와 마음, 

동쪽의 끝(영해부, 이색이 현재 머무는 곳)을 차례로 음악화하였다. 

메마르고 황량한 바람과 모래만 존재하는 사막을 묘사할 때는 단조롭고, 큰 변화가 없이 

특정음에 악기들을 배치시켜 정체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중간 부분은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적 구성을 짰는데 핵심적 문장이 이러하다. 

“인간을 안으로부터 살펴보면, 힘줄과 뼈가 묶여 있고, 

성정(性情)이 약하게 작용하는 중에 마음이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우주를 감싸안고 있으며, 현상과 사물을 접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마음과 우주(현상, 사물)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착안하여 두 단어를 세 번씩 

병치시키고, ‘마음’ 부분의 음악적 요소가 ‘우주’ 부분에 조금씩 녹아있게 배치하였다. 

이색은 정자(지금 앉아서 글을 쓰는 곳)에서 저 멀리 세상 반대편을 그리고 있다. 

비록 몸은 힘줄과 뼈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저 멀리 있는 세상 끝의 정자를 감싸고도 남을 기백으로 넘치고 있다.

<세상 끝의 정자> 프로그램 노트 중

세상 끝에 닿을 수 있는 마음 

천하가 아무리 크더라도 성인의 교화는 천하와 함께 무궁하게 전개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겉에서 본 것이다. 

인간의 몸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광대한 천하는 그 몸과 함께 하나로 어울린다.

이것은 안으로부터 본 것이다.

이색의 『유사정기(流沙亭記)』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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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석사 및 박사 졸업 

현) 국립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08 I

〈가든 파티〉

트롬본 솔로를 위한 ‘Garden party’는 트롬본으로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 

1888~1923)의 소설 「Garden party」를  묘사한 작품이다. 

이 단편소설에서는 부자와 가난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극명한 대조가 있다.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본 가난한 자들의 모습과 살아 있는 사람이 본 죽은 자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나누어져 이 어린 소녀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때 오히려 그 오빠의 말이 

더욱 큰 충격이었다. ‘인생이란 그런게 아니겠냐’는... 

이 작품은 이러한 작가의 구상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두 개의 극명하게 반대되는 

주제(A,B)와 또 다른 두 개의 극명하게 반대되는 주제(C,D)가 이 곡의 핵심 아이디어로 

곡의 시작 부분은 어두움, 희미함을 표현하였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파티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삶을 그리고 마지막 전개에서는 인생의 극명한 대조를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가든파티라는 화려함 속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이 곡에서 찾기를 바란다.

<가든파티> 프로그램 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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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삶, 가든파티, 트롬본, 인생(life)

  그곳에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서 멀어져 버린, 

가여운 남자의 비극적인 안식이 뜻밖에 너무나 아름답고 성스럽게 느껴진다. 

깊은 충격을 받은 로라는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뛰쳐나온다. 

“제 모자를 용서해 줘요!” 

이렇게 뛰쳐나온 로라를 맞은 오빠는 이런 로라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한다. 

“인생이란게 그런게 아니겠니”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의 『Garden Party』 중 발췌



〈허공의 공간〉
 @LUCY

배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간, 여백

인간의 의미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공간, 

여백이라고 불러도 좋고 무어라 불러도 좋은,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점은 

결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그 공간에 있다.

손홍규의 『배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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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소설의 구성을 모방함으로써 음악적 내용과 소설적 내용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두 남자의 대화로 시작되는 소설을 반영하여 음악적인 세팅도 플룻과 클라리넷 두 악기의 주고 

받는 대화로 시작한다. 이 두 악기의 대화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진행하기보다는 한 지점에 머물며 그 공간을 

채워 나가는 것에 집중한다. 플룻과 클라리넷의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 속에서 현악기들이 과거의 기억의 

파편들을 채워나가고, 이 두 개의 큰 흐름은 서로의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다가 서로 교차한다.

<허공의 공간> 프로그램 노트 중  

홍윤경

숙명여자대학교 재학 중 도미, 어스틴 텍사스 주립대학 학사
플로리다 주립대학 석사, 매디슨위스컨신 주립대학 박사 
Rednote Music Festival, SEAMUS, SCI National Conference 등에서 발표
현)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출강



최진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M), 동 대학원(MM) 졸업 
미국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MM, DMA: 작곡) 졸업

현) 국민대, 창원대, 충남대 출강

Robyn Sarah의 「A Nice Gazebo」는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풀과 나무와 빛으로 가득찬 정원 안의 가제보는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지만, 해가 지면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다. 

물론 빛이 나타나면 원래의 가제보와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안다. 

어둠에 많은 것이 가려지면, 그때부터 상념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가제보는 오픈되어 있지만, 

가제보 자체는 '진짜 집'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여럿이지만 인공적인 것과 진짜인 것은 다르다.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진짜인지는 스스로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을뿐이다. 타인의 마음에 대하여 인간은 얼마나 알수 있을까? 

왜 인간은 관계에 얽혀있는가?

<관망(觀望)에 대한 소리> 프로그램 노트 중 

관망과 방관, 진실과 거짓

나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친구이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나는 이 관계에 대하여 이미 끝나버린 시간, 과거의 시점으로 말한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는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고, 어쩌면 가끔은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간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우리의 길이 엇갈린다면 그때는 말하기를 멈출지도 모른다.         

 로빈 사라(Robyn Sarah)의 『A Nice Gazebo』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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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觀望)에 대한 소리〉



이 작품은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여 완성되었다. gazebo와 

연관하여 나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꽤나 오래전 잉글랜드의 한 지역에 위치한 

큰 정원을 방문하던 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날의 날씨는 이미 출발하던 때부터 

우중충하더니 결국 비를 맞으며 목적지인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다.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정원의 한 구석에는 가제보가 서 있었고 우산을 쓴 채로 비를 맞으며 꽤나 

고풍스러운 가제보와 잘 정리된 각종 식물들 그리고 멀리 펼쳐진 언덕들을 한동안 

바라보게 되었다. 이미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과 거칠고 차가왔던 비와 바람, 그리고 

멀리 펼쳐진 이국의 언덕들을 배경으로 서 있던 가제보를 보며 나도 모르게 한 편의 

소설과 한 편의 시를 떠올리게 되었다. 언젠가 지나쳐 간 영국 중북부에 위치한 

하워스(Howorth)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과  시인 

롱펠로우의 ‘The Rainy Day’를 그 시간에 떠올리게 된 것은 어쩌면 그 때의 내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작품은 상기한 바와 같은 이미지에 대한 작곡가의 음악적 해석이며, 작품의 

초반에서 제시되는 flute과 piano에서의 주제적 요소들이 다양한 작곡기법을 통하여 

재가공되어 일관성과 다양성의 확보라는 작곡 의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The Rainy Day> 프로그램 노트 중

한경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B.A.), 동 대학원 (M.A.) 졸업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박사
동아콩쿨 1위,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LUCY

바람, 비, 하늘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다. 영국 전체를 다 뒤져도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곳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람을 혐오하는 자에게는 더없는 천국이다.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누구도 지난 3주 동안 여름 날씨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앵초와 크로커스는 겨울에나 내리는 눈더미에 파묻혔고,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일찍 싹을 틔운 어린 나뭇잎들은 갑자기 엄습한 

추위에 거멓게 변하고 말았지요.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중 발췌

〈The Rain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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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시는 동명의 작품인 Arnold Schönberg의 <공중정원의 책, Op.15>에서 선택된 

Stefen George의 시 중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Schönberg는 이 작품의 작곡연대와 비슷한 

시기에 3개의 피아노 소품(Op.11), 5개의 관현악곡(Op.16) 등을 작곡했는데, 

모두 12음열주의의 체계적 조성파괴 방법이 정립되지 못한, 조성음악과 그와 동등한 무조적 시스템 

사이의 과도기적 방법론이 쓰였던 시기의 그의 음악적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전반적인 내용도 큰 의미에서는 Schönberg의 고민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등장인물인 청년의 정신적, 육체적 변신이 공중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청년의 각성과 함께 공중정원도 해체된다. 

그 중심에 ‘저녁의 우울한 정자’가 있는 것이다.

(Wir bevölkerten die abend-düstern Lauben)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에 대한 심상은 ‘우울함’, ‘창백함’, ‘예리함’, ‘습기 가득함’, ‘흐릿함’, 

‘황량함’ 등 의미적 거리가 큰 개념들이 대조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심상의 대비는 현재 본인이 작곡하고 있는 

극단적인 음악적 이벤트들의 배열과 흐름이란 부분과 많은 부분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을 음악화하기 위해 소리의 스펙트럼이 넓은 클라리넷을 선택하였다. 

이 세 대의 클라리넷은 동질성이란 부분에서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 동질성, 즉 중심에서 

이탈하여 각자의 경계를 확장하여 중심과 대비적 상황을 만드는 중추로서의 역할도 한다. 

마치 시에서 등장한 청년의 각성과 변신의 과정처럼…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은 작은 단위의 음악적 

조각들의 배열들로 진행되며, 이 조각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극적인 흐름과 무관한, 

어쩌면 인접된 조각들이 서로 당기는 인력관계나 의미있는 음악적 전후 맥락을 철저히 배제한 채 

등장하게 되며, 이는 연주자나 청중의 일상적인 감정의 흐름의 해체를 요구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정자(亭子), 이 시에서의 ‘Lauben’ 은 우리 정신의 집합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공간으로의 통로이기도 하다. 연결이지만 해체인 것이다.

<공중정원> 프로그램 노트 중

김정훈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현) 현대음악단체 project21AND 음악감독,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 조교수

해체와 또 다른 연결

Wir bevölkerten die abend-düstern Lauben.

우리는 저녁의 우울한 정자에 있었다.

슈터판 게오르게(Stefan George)의 시 『The Book of the hanging garden』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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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정원〉



 〈연주자 프로필〉

Flute 권영인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예비학교,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서울대 박사 졸업

・ 이탈리아 Padova 국제콩쿠르 관악부문 1위 외

・ 동아대 외래교수, KC대 교수, 서울대학교 Ensemble 2021 상임단원 역임

・ 현) TIMF앙상블, 316앙상블 단원

Flute 오병철

. 프랑스 에꼴노르말 음악원 졸업, 파리 국립음악원 졸업, 말메종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현) 과천시립교향악단 수석, Miyazawa 아티스트, 목관오중주 KME 멤버, 

현대음악앙상블 Eins 멤버, 한국페스티발앙상블 단원, 국립안동대, 숭실대, 

서울예고, 예원 출강

Clarinet 백양지

.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현대음악전문연주자과정 수료
. 독일 오스나부뤽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현대음악앙상블 Project21And 멤버

Bass Clarinet 김상훈

.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 입학,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 부산음악콩쿠르 1등, 한국음악협회콩쿠르 1등, 한국클라리넷협회 1등, 

한국음악저널콩쿠르 1등, 오사카국제콩쿠르 1등 등 국내, 국제 콩쿠르 다수 입상
.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Bass Clarinet 남형준

.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기 졸업

. 제59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9회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 1위, 

제4회 영창뮤직콩쿠르 최우수상, 제20회 서울음대관악동문콩쿠르 1위,  

제2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금상, 제21회 음악춘추콩쿠르 1위, 

서울시장배콩쿠르 관악부문 전체 대상

Trombone Jason Matthew Crimi

・ 미국 메릴랜드 음대 졸업, 줄리어드 음대 석사 졸업

・ 미국 내셔널 심포니(DC), 보스턴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버지니아 심포니 및     

독일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싱가포르 심포니,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 세계 각지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페스티벌 참여

・ Continnum 브라스 퀸텟 창단 멤버, Singco Rhythm Orchestra 창단 멤버 역임

・ 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서울대 출강

Piano 정선인
. 서울대 음대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전문연주자과정,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쇼팽의 밤, 서울-부다페스트 교류 음악회, 부천 필하모닉 
슈만 프로젝트, 독일 멘델스존하우스 초청 독주회, 바르샤바/북경/홍콩/뮌헨/

브뤼셀/뮌스터 등 현대음악제 참가, 서울대, 건국대, 동덕여대, 장신대 등 강사 역임
. 현) TIMF앙상블 단원, 가천대, 예원, 서울예고 출강

Piano 지유경
. 서울대 음대 졸업,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청중상 등 세 개의 특별상, 오를레앙 국제 현대 음악 콩쿠르 
윤이상 특별상, 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주간 초청연주, 

일신 프리즘 콘서트 연주자 공모 당선 및 연주 
. 하노버 국립음대 피아노과 외래교수, 독일 도로테아 에르스레벤 프로그램 
전임연구원 역임

. 현) TIMF앙상블 단원

Piano 문종인

・ 서울대 음대 졸업,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졸업

・ 뮤지컬 <안테모사> 음악감독, 2021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작 <디어루나> 

부음악감독

・ 현) TIMF앙상블 프로그래밍 디렉터, 스톰프뮤직 상임편곡자, 서울대 출강

Violin 이혜원

・ 연세대 음대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전문연주자실내악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통영국제음악제, 태국 방콕 아시아 음악제, 중국 칭다오 국제 음악제 등 참가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동덕여대 초빙교수 역임

・ 현) TIMF 앙상블 단원, Zenèsz, Quartet SOL 멤버, 경기예고, 선화예고, 전남대, 

상명대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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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F앙상블ㅣEnsemble TIMF

통영국제음악제(TIMF)의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1년 창단,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TIMF앙상블은 아시아 현대음악의 대표 단체로서 국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 젊은 

작곡가 및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름슈타트 음악제, 베니스 비엔날레, 바르샤바 가을축제, 클라라 

페스티벌, 홍콩 아츠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축제에서 한국을 넘어서는 아시아 작품의 음악성과 한국 

연주자들의 우수한 연주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Cello 길희정

.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Music ALP 참가, 스위스 TICINO MUSICA 참가, 독일 Isang Yun Festival, 
Felix Mendelssohn-Bartholdy Festival 참가

. 독일 Yehudi Menuhin 재단 후원 첼리스트, 독일 neue Kammerorchester 
Duesseldorf 수석 역임

. 현) TIMF앙상블 단원, 선화예중, 선화예고, 한세대 출강

Cello 허철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서울시향, 헝가리안챔버, 사바리아심포니, 콜레기움무지쿰 오케스트라 등 협연

・ 현) 강남대 초빙교수, 스위스 톤할레 객원수석, TIMF앙상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PLUS 챔버그룹, We Soloist 단원 

Viola 이경원

・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쾰른 국립음대 석사,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 독일 Mendelssohn Bartholdy Hochschulwettbewerb 2014 입상 외                 

국내외 다수 콩쿠르 입상

・ 뮌스터 국립음대 객원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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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Youtube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연 및 후원문의

총무 유도원  accompo@hanmail.net / 010-7638-1052

후원 계좌
국민 804802-00-071594  예금주: 서유라(소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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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원 명단

회장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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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강혜리  한경진  장대훈

연주  김범기  이재홍

회계  서유라  백자영

홍보  김수혜  김윤진  홍윤경  최창석

후원  강소정

 

회원

강소정  강혜리  고영신  길일섭  김기범  김동수  김범기  김수혜  김승림  김시형  김윤진  김정훈  김진호  김현기 

리치천  마도원  박은경  박은하  박정은  박창수  백자영  서유라  신동일  안종덕  양문희  유도원  윤승현  이애련  

이용희  이원숙  이재홍  이진우  이현주  이혜란  임영미  장대훈  장덕산  정미선  조석희  조인선  조창제  최승준  

최진화  최창석  팀슨마이클  한경진  허영한  홍윤경  황성곤

작곡동인 소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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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정원의)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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