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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및 프로그램

【행사개요】

○ 일     시:  6월 29일(수) 오후 7시

○ 장     소: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

○ 주     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 기획/협력:  금호문화재단 (음악감독: 첼리스트 김민지)

○ 후     원:  갤러리 피아노

○ 연     주:  금호솔로이스츠(바이올린 윤은솔,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박재홍),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최은식, 더블베이시스트 이영수

○ 주     제: 초하정경 初夏情景

----------------------------------------------------------------

【프로그램】

로베르트 슈만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Op.113

Robert Schumann Marchenbilder for Viola and Piano, Op.113

Nicht schnell | Lebhaft | Rasch | Langsam, mit melancholischen Ausdruck

연주: 최은식 Viola • 박재홍 Piano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오중주 A장조, ‘송어', D.667

Franz Schubert Quintet for Piano, Violin, Viola, Cello and Double Bass in A Major, "Trout", D.667

Allegro vivace | Andante | Scherzo. Presto | Theme and Variations (on the 

song "Die Forelle"). Andantino | Finale. Allegro giusto

연주: 윤은솔 Violin • 최은식 Viola • 이정란 Cello • 이영수 Double Bass • 박재홍 Piano



(붙임 2)

출연자

음악감독 | 첼리스트 김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툴루즈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허드슨 밸리 필하모닉 현악 콩쿠르, HAMS 국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등을 

우승했다.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아시아인 최초 첼로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사회 | 클래식 음악 큐레이터 이상민

워너클래식에서 마케팅 이사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유수 연주자들의 앨범을 발매했다. 음악 잡

지 등에 클래식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클

래식 교양 강의, 콘서트 MC 등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주 | 금호솔로이스츠 

금호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

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중 하나이다. 2007년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

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카자흐스탄, 영국 등지에 초대

되어 무대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각지의 관객들에게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4년간 1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

해왔으며, 한국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며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

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조전 음악회의 연주를 맡아, 기존 멤버들에 더하여 특

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석조전 음악회는 금호솔로이스츠 멤버 바이올리스트 윤은솔, 첼리스트 이정란, 피

아니스트 박재홍과 스페셜 게스트 비올리스트 최은식, 더블베이시스트 이영수가 함께한다.

윤은솔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은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2008년 독일 앙리 마르토 콩쿠르에

서 2개의 특별상 수상, 이탈리아 포스타치니 국제 콩쿠르 우승, 토룬 국제 콩쿠르 3위 수상으

로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하모니,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

니, 인천시향, 부산시향, 중국 텐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활발히 활

동하는 동시에 아벨 콰르텟의 멤버로서 실내악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예원

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입학하여 예술사와 전문사과정(김남윤 사사)

을 졸업, 동대학원에서 독주자과정 중에 도독하여 뮌헨 국립음대에서 마스터·마이스터 과정(크

리스토프 포펜 사사)을 마쳤으며, 현재 연세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최은식 Viola * 스페셜 게스트

서울예고 재학 중 LA필 수석 비올리스트에게 발탁되어 도미,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

악원에서 수학한 최은식은 보로메오 현악사중주단 창단 멤버로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

션과 프랑스 에비앙 콩쿠르를 우승했고 에머넷 현악사중주단 멤버 또한 역임했다. 링컨센터와 

케네디센터, 위그모어홀, 산토리홀 등 세계 유수 무대에 올랐고, LA 월트 디즈니홀 개관 기념 

연주회에서 에사페카 살로넨 지휘로 연주했다. 한국 광복 50주년 기념 공연 연주, 1997~2001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에 선정되었고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과 전주 실내악 페스티벌 예

술 감독을 맡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신시네티 음악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정란 Cello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전문사과정을 수석 졸업한 이정란은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특별상, 루토슬라브스키, 모리스 장드롱, 모구에르 루이스 클라레트 국제 첼

로 콩쿠르 2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현대음악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모가도르 극장과 

씨테 드 라 뮤지크, 독일 게반트하우스 등 저명한 무대에 올랐고 바덴바덴 필하모닉, 핀란드 

심포니, 안달루시아 체임버 등과 협연하고 라비니아, 도빌 등의 음악 축제 무대에 초청받았다.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협연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 국내 대표 

무대를 장식하고 있으며 서울시향의 부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트리오 제이드, 금호솔로이스츠 

멤버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영수 Double Bass * 스페셜 게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도러하여 차이콥스키 국립 음악원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이영수는 

유학 시절부터 볼쇼이 홀 협연, 라흐마니노프 홀 독주회 등 두각을 나타냈고, 귀국 후 서울시

향 더블베이스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한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베이스앙상블 미

스터 베이스 단원, 앙상블 ‘수’ 단원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연주자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마스터클래스와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와 서울예고에 출강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또한 한국 콘트라바쓰협회 부회장으로 한국 더블베이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박재홍 Piano 

박재홍은 2021년 페루초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4개 부문 특별상을 석권하며 가

장 각광받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필, 서울시향, 국립심포니, KBS교향악단 

협연, 워싱턴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지나 바카우어 페스티벌을 비롯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

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여러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뮌헨 헤

라큘레스홀, 런던 스타인웨이홀 리사이틀과 유럽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와 경기필(정명훈 지휘) 협연, 이탈리아에서의 이 포메리지 무지칼리 오케스트와의 재협

연 등 주목받는 무대에서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를 전체 수석 입학

했고, 현재 4학년으로 피아니스트 김대진을 사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