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Museum Night 2019
봄향기 가득
수제비누 만들기: 강지영

2019. 4-6pm
봄 향기 가득한 비누를
04.27
만들어 보는 워크숍
토요일

6-8pm «콘서트: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꽃다발 만들기 : 오차원

2019. 3-5pm 여름철 한철인 꽃과 풀을 가지고
08.31
꽃다발 만들기
토요일
5-7pm «콘서트 : 한여름 밤의 피아노»
2019. 3-5pm
11.02
토요일
5-7pm

가을편지 : 권오신

다양한 판화 및 드로잉 기법을 사용해
편지지를 만들고 편지를 작성하는
워크숍

«콘서트 : 가을편지»

반짝반짝 모빌: 김시하
2019. 3-5pm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과 털실 등
12.28.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모빌 제작 워크숍
토요일
5-7pm «콘서트: 겨울이야기»

*선착순 20명

강지영 |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제비솝(jebisoap)
천연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핸드메이드 천연비누를 제작한다. 또한,
휴드로잉 미술학원 원장과 일러스트 작가를 겸임하고 있다.

오차원(오유미) | 홍익대에서 산업디자인과 조소를 전공하고 전시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을 살려 꽃과 차가 있는 공간인 '오차원'을
기획하고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일상 속의 작은 휴식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꽃이 주는 위안과 아름다움의
힘을 전하고자 매일 새롭게 감탄하며 황홀한 꽃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라파미

가나아트센터
GANA ARTCENTER

버스정류장

킴스관광호텔
KIMS HOTEL

토탈미술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2길 8
문의. 02. 379. 7037
홈페이지. http://totalmuseum.org
토탈멤버십 회원권
1년 5만원
혜택. 멤버 및 동반1인 무료입장, 뮤지엄 콘서트 무료 초대,
전시도록 무료 제공

권오신 |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회화, 판화전공
일본 타마미술대학에서 판화전공하고, 석판화와 회화, 렌티큘러
작업으로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을 넘어, 파편화된 기억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속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시하 | 중구 장애인복지관 드림블라썸 아카데미와 웜핸즈 국민
공공외교 예술 워크숍에 참여했고,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동료 작가들과 예술적 가치 및 다양한 예술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콘서트 : 겨울이야기>
2019. 12. 28 Sat., 5-7pm

조원희

R.Schumann: Papillons Op.2
로베르트 슈만: 나비 Op.2
왕혜인

E. Chabrier: Feuillet d'Album IV ,
에마뉘엘 샤브리엘: 소품집 4
M. Ravel: Alborada del gracioso
모리스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이한빈

이한빈: 행복(Happiness)
남궁송옥 Vocal · 김한나 Piano

Irving berlin: Isn’t this a lovely day
어빙 벌린: 사랑스런 날이 아닌가요
김한나: 세월
R. Burns Auld: lang syne
로버트 번: 작별
우영은 · 윤효정

P. I. Tchaikovsky: The Nutcracker Suites
Overture/March/Dance of the Sugar plum
fairy/Russian Dance ‘Trěpak’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Op.71a 중
서곡/행진곡/별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의 춤 ‘트레팍’

최수빈Cello · 황인교 Piano
S. Rachmaninoff: Vocalise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이지은 Violin · 황인교 Piano

V. Monti: Czardas
비토리오 몬티: 집시의 열정
이지은 Violin · 최수빈 Cello

Hendel-Halvorsen: Passacaglia
헨델-할보르슨: 파사칼리아
김순배 · 황인교

G.F.Handel Largo-Hallelujah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라르고-할렐루야

연주자 소개
김순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석사 및 박사. 한민대학교 교수. USC방문교수 역임.
한국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협회 대표. 한세대학교 피아노페다고지
대학원 겸임교수.
황인교 | 예원학교·서울예고·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USC 전문
연주자과정 졸업. 군산대학교, 한세대학교,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출강. 한세대학교 연주학 박사과정 재학 중.

왕혜인 | 서울대학교 학사, 독일 뷔르츠부르크 음악대학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소마와 음악 연구소 운영.
우영은 |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
음악원 피아노 최고 교육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현 충남
대학교 피아노과 겸임교수, 뮤지토리 키즈 프로그램 디렉터

윤효정 | 경희대학교 졸업 쾰른 국립음대 피아노 석사 졸업. 쾰른
국립음대 가곡 반주 석사 졸업. 현 대전 예술 고등학교,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출강
조원희 | 독일 뷔르츠부르크국립음대 디플롬 및 독일 뉘른베르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ndiplom) 졸업.
현재 나사렛대 겸임교수, 선화예고 출강
이한빈 | 피아니스트·작곡가. 미국 버클리음대 졸업. Gray by
Silver_작곡가 & 피아니스트

이지은 | 선화예중·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음악원 석사 졸업. 라이징스타 국제음악콩쿠르 입상.
디지털싱글 발매, 작곡 및 편곡, 프로듀스
최수빈 | 예원학교·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이화경향 콩쿠르2위. 스트라드. 음악저널 1위. j.k앙상블 협연
(예술의 전당)

남궁송옥 | 동덕여자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보컬 전공). CBS TV,
CTS TV 다수 프로그램 진행. 백석예술대학교, 숭실대학교
기독 실용음악과 출강

김한나 | Canada Humber College Jazz Piano 전공.
Humber College Community school 강사 역임. 최선배
앨범 ‘Home above’ 프로듀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