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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과
메노뮤직이 함께하는

재능나눔 콘서트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아래

음악이 흘러나온다

지긋이 눈을 감고 음악을 벗삼아

봄이 오는 소리를 느껴본다

01   Sonata no. 5 in F major,op.24 “spring” 1st mvt.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1악장) / L. v. Beethoven(베토벤)

02 Liebesleid(사랑의 슬픔) / F. Kreisler(크라이슬러) 

03  Schoen Rosmarin(아름다운 로즈마린) / F. Kreisler(크라이슬러) 

04  Meditation from ‘Thais’(타이스 명상곡) / J. Massenet (마스네)

05  Czardas(차르다시) / V. Monti (몬티)   

06  Estrellita(My little star)(나의 작은 별) / M. Ponce (폰세)

07  Libertango(리베르탱고) / A. Piazzolla (피아졸라) 

2008 메노뮤직 설립

2009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진행(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총 5회)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창단 및 후원

2010 바딤 루덴코 독주회_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연주회

 유니세프 자선음악회

 제 1회 한류 한식 가곡페스티벌

2011 막심 코시노프 내한공연

 세르게이 안토노프 내한공연 등 해외 연주자 공연

2012 서울역사박물관 MOU체결 및 해외 아티스트 재능나눔콘서트

 현대차 정몽구재단 <행복콘서트> 소외지역 초등학교 음악회 진행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신나는 예술여행> 11회 진행

2014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8회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신나는 예술여행> 15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행복마을 콘서트> 5회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4회 진행

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아카펠라, 합창, 통기타 수업진행

 국립세종도서관, 법무부, 국립부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3회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8회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달콤한 문화마을> 선정 2회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가 있는 날-청소년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선정 4회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가 있는 날-작은음악회> 선정 4회 진행

 농어촌희망재단 <찾아가는 순회공연> 선정 4회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힐링뮤지컬 짝꿍> 선정 9회 진행 

2016 국립세종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2016 신년음악회> 진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행복하십SHOW> 진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가 있는 날-작은음악회> 1회 진행

 강남문화재단 <행복하십SHOW> 공연

 _
Program

 _
mENo mUSIC

해설교수 황순학

피아니스트 황문희

바이올리니스트 황순빈

·이탈리아 Luisa D'Annuzio 국립음대졸업

·경기대학교 디지털 음악학과 외래교수 역임

·국제신대 음악학과 교수 역임

·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합창단 "UPT" 지휘자

·보스턴 음대 박사, 맨하탄 음대석사, 미시간 주립대 학사학위 취득

·미시간 MTNA 콩쿨 우승, Artist International Audition 특별상,

   뉴욕 인터내셔날 솔로 콩쿨 1등, 이태리 Ibla Grand 콩쿨 입상

·뉴욕 카네기 와일홀, 멀킨홀에서 독주회, 러시아 에미타쥐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소피아필, 폴란드 오폴레필, 체코의 야나첵필 등과 협연

·헝가리 피델리오에서 음반 출시하여 “황문희 피아노 작품집” 발매 

·현재 세종대 융합에술대학원 겸임교수, 상명대, 안양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계원예고 출강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우등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Diplom(석사) 및Konzertexamen 최우수 졸업

·한국일보 콩쿨,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쿨 1위

·소피아 필하모닉, 야나첵 필하모닉,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씨티 챔버 오케스트라, 서울 챔버 앙상블 등과 국내 외 협연

·북경 중국 음악원, 란주 서북음악대학 초청 독주회, 실내악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개최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이화여대, 상명대,중앙대,수원대 강사 역임

·현재, 국민대학교 조교수, 프레미에 콰르텟, 향음 앙상블 단원

봄의 향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