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술가의집 프로그램

문의 02-760-4835

공동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더하우스콘서트

시간과 장소

매주 수요일 7:30PM - 9:30PM
예술가의집 예술나무카페 (1층)

참가비

예술나무 한 그루(3천원/단, 청소년 무료)
커피와 차 무료 제공
참가비는 예술나무운동 기부

인터넷 접수 후 계좌이체, 또는 현장 등록
인터넷 접수: artisthouse.arko.or.kr
입금 계좌:신한은행 110-428-502444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 현재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런던왕립미술학교 방문교수,
AG타이포그라피연구소 소장
· 구텐베르크상(2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명예교사(2011)
· 1991-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역임
· 1985-1991 안그라픽스 대표 역임, 탈 네모틀 글꼴
안상수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 다양한 한글 글꼴 개발
· 홍익대학교(석사/학사), 한영대학교(박사) 졸업,
영국 킹스턴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취득

8.19
사진작가 강태욱

· 현재 건축사 사무소 한울건축 대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출강, 미국 건축사 정회원
· 한국건축문화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2008-2010):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반포577,
숭실대 조만식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
· 용산 전쟁기념관, 부산방송국, 데이콤 강남 사옥, 엘타워 등
다수 건축
· 제35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제10회 건축의 날 대통령표창 등 다수 수상
· 서울대 건축학과(학사/석사),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석사) 졸업

8.5

7.22

8.12
건축가 이성관

· 현재 ㈜Lie Sang Bong Co., Ltd 디자이너 및 대표
· 프랑스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뉴욕 패션위크,
서울 패션위크 컬렉션 등 국내외 주요 패션쇼 참가
· ‘올해의 디자이너’ 대통령 표창(2009),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문화장관상(2012)
· 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김연아 선수
프리의상 디자인(2011), A1GP 한국 팀 유니폼 및
자동차 디자인 등 다수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 서울시립미술관 ‘한글: 영감과 소통의 예술’, 청와대 초청
한글 작품 전시 등 다수의 전시 개최

· 현재 workroom K 스튜디오 운영(상업사진, 개인작업 병행)
· 백건우, 김선욱, 쟈스민 최, 손열음 클라라 주미 강 등
주요 연주자 포트레이트 작업
· 'On & Off the Stage' 사진전 등 다수의 개인/그룹 전시
· 2014 프랑스 파리시청 주관 ‘Ma vie des Halles’
사진전 출품 및 Coup de Coeur 수상
· 1999-2002 한국일보 사진기자, 2013 홍익대학교 강사 역임
·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프랑스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석사) 졸업

작곡가 류재준
· 서울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주)오푸스 대표이사
· 폴란드 고주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작곡가 역임
(2011-2012)
· 아르토 노라스, 리-웨이 친, 상하이 콰르텟, 랄프 고도니,
제라르 뿔레, 백주영 등 국내외 유수의 연주자 및 단체에
의해 작품 초연
· <진혼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녹음 및 발매 (낙소스
인터내셔널), <바이올린 소나타 봄> 녹음 및 발매 (텔로스)
· 서울대학교 작곡과, 폴란드 크라코프음악원 졸업
(강석희, 크쉬스코프 펜데레츠키 사사)

8.26

7.8

7.15

7-8월 출연자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
· 현재 쾰른 국립음대 재학(수석입학)
· 2014 마르크노이키르헨 콩쿠르 3위(아시아 최초),
2013 베이징 국제 콩쿠르 우승 외 다수 입상
· 플라우엔-츠비카우 필하모닉, 베이징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
등 다수 연주
· ERF 국제 음악 페스티벌, 엘주블자나 국제 음악 페스티벌
초청 연주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하교 졸업

플루티스트 윤혜리
·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 아울로스 목관 오중주,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
아시아 플루트연맹, 한국 플루트 교육자협회의 상임이사
·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입상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뉴욕 필하모닉 객원 수석, 뉴 월드 심포니 수석,
스페인 테네리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커티스 음악원, 파리국립음악원, 바젤 아카데미,
맨해튼 음악대학 졸업

※ 위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