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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수원시청소년예술단 단장

음악을 통해 ‘미래’를 꿈꾸다
청소년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을 만나 호기심을 키우고 자신만의 배움의 세계를 표현해 내는 것,
예술가와 같이 호흡하고 신나게 즐기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단 후 지난 13년간 많은 단원들이 자신을 꿈을 위해 어려움을 노력으로 헤쳐 나가는
과정 속에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고, 극복을 통해 자신을 꿈을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이 보여줄 무대는 모두가
새롭게 꿈꾸며 나아가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을 따뜻한 희망과
뭉클한 감동으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이번 정기연주회 공연은 단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기 위해 매 주말마다
연습하고 소통하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최고의 무대입니다. 아름답게 완성된 무대를 함께
응원해주시고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구하나 돋보이고 이끌어가기 보다 모두가 하나 되어 멋진 앙상블로 감동의 무대가 되기를
바라며,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끄는 김창석 예술감독님과 파트 선생님들,
단원 청소년 여러분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5. 28.

Program
Johann Strauss (1825-1899 오스트리아)

요한 스트라우스

Die Fledermaus Overture

오페라 박쥐 서곡

W.A. Mozart (1776-1791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K412 1st mov. Allegro

호른 협주곡1번 중 제1악장 빠르게

호른 독주 : 한준현 현)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단원

K314 1st mov. Allegro Aperto

플룻 협주곡 2번 중 1악장 빠르고 분명하게

플루트 독주 : 창시연 현)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단원

K218 1st mov. Allegro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중 1악장 빠르게

바이올린 독주 : 조유정 현)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악장

Jean Sibelius (1865-1957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Finlandia Op. 26. Andante Sostenuto - Allegro Moderato
핀란디아 / 느리고 부드럽게 - 빠르지만 급하지 않게

Claude-Michel Schönberg (1944- 프랑스)

클라우드 미셸 쉔베르크

Selections from Les Miserables
· 세상의 끝날에 · 꿈을 꾸었네

영화 레미제라블 모음곡

· 집의 주인 · 나 혼자서 · 군중의 함성을 듣는가?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오스트리아)

슈베르트

Symphony No .8 “ Unfinished” D.759
1st mov: Allegro Moderato

교향곡 8번 “미완성”

1악장 : 빠르지만 급하지 않게

2nd mov: Andante con Moto 2악장 : 느리고 움직임이 있게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2009년 창단한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은 꾸준한 연습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
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역주민들에게는 감동의 음악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교향악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여명의 단원들이 정기연주회와 지역사회 연주 활동을 통해 음악적 성취감과 봉사의 자세를 배우고 있
습니다. 재단은 청소년들이 내적인 정사함양과 음악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원시를 빛
낼 인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교향악단
연혁

2009 - 2011
2009. 8

제1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1대 지휘자 방성호 취임)

2010.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 출범식 축하공연, 신년 음악회
수원시민 초청 한여름밤축제 기획 음악회
제3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2011.

수원시장과의 열린 대화 식전공연(팔달구청)
제4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수원청소년 성년의 날 기념행사 축하공연(화성행궁)
제5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2012 - 2015

2016 - 2018

2012.

2016.

3.1정신 살리기 시민한마당 초청공연

제14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제6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청소년 음악축제 ‘하모니’ 공연

수원시민초청 한여름축제 판타지페스티벌 기획음악회

제1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전 공연

제7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2013.

3.1정신 살리기 시민한마당 초청공연
제8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제15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2017.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초청공연

제9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2015.

찾아가는 음악회
(아름학교, 한림도서관, 수원시립미술관, SK아트리움)

수원시장배 전국바둑대축제 초청공연(화성행궁)
2014.

찾아가는 봉사 음악회(수원아름학교)

찾아가는 봉사 음악회(수원연화장)

제16회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음악회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여름 밤 축제 기획 음악회
제11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2018.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전 공연(2대 지휘자 김창석 취임)

찾아가는 봉사음악회(수원버드내복지관)

2019.

제19회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12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음악회

수원시 청소년들의 오스케스트라 연합연주회

수원시청 8월의 만남 초청공연(수원시청)

수원시청소년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연주회

수원시민 초청 청소년과 함께하는 쿨 콘서트 기획 음악회
제13회 수원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2020 - 2022
2020.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공연

2021.

제21회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공연

2022.

제 22회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프로필

profile

예술감독 김창석

수원 유신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Austria Vienna Konservatorium

(오케스트라 지휘 및 음악이론 전공)
전)ㆍ수원시 문화재단 이사 / 수원시예술단 운영위원
ㆍ한음 쳄버오케스트라, 삼성 디지털 필하모니 지휘자 역임 외
현)ㆍ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 음악감독
ㆍ꿈쟁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ㆍ경기 심포니커 상임지휘자 외

| 협연 |

호른 한준현 (경기대1)

플루트 창시연 (병점고1)

바이올린 조유정 (서천고1)

단원소개

|바이올린1

조유정(악장)

창시환

박시현

원지윤

정다현

정서윤

유우영

신혜원

육서현

전준우

주서인

이수찬

강예나

박수진

김시우

권예진

최민주

박슬현

황휘중

|바이올린2

|바이올린2

김지호

심재원

| 바이올린3

오동하

이서윤

이재윤

정지후

정성환

이혜리

박시환

이주영

정현조

최승연

김도은

오서현

정지연

조수민

박지솔

양서진

한준현

김경찬

| 비올라

조형석

서예원

김 율

김영찬

| 첼로

신은채

| 더블베이스

정혜연

윤정은

| 플루트

허건무

창시연

| 클라리넷

| 호른
박지우

김건호

이슬아

황희주

신준하

| 트럼펫

| 트럼본

이지민

| 타악

박소담

홍훈택

남정현

지도자 소개
바이올린1

바이올린2

바이올린3,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최 혜 리

바이올린 심 병 준

비올라 정 하 진

첼로 이 현 덕

· 중앙대학교관현악과 졸업
· Roma nova musica&

· 리히트캄머
오케스트라 단원
· 가천대 석사 재학중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 말메종 국립음악원 졸업
· 계원예술고등학교 출강

· 전북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
· Cts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경기심포니커 수석단원

art accademia diploma 수료
· 데스터니 국제학교 바이올린 강사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권 미 림

플루트 진 다 애

오보에 김 은 정

클라리넷 염 은

· 계원예고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현) 성복중학교 강사

· 선화예중·고 졸업
· 단국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 조이라이프예술단 강사

· 수원대학교 졸업
· 경기 심포니커 오케스트라 단원
· dorothea 앙상블 단원

· 연세대학교 기악과 졸업
(클라리넷 전공)
· 영림 음악중점학교
클라리넷 실기강사 역임
· 서울맹학교 공덕초등학교 출강

호른

트럼본, 트럼펫

타악

호른 김 하 늘

트럼펫 김 용 휘

타악기 김 재 인

· 한양대학교 졸업
· 전주시립교향악단 단원

· 계원예고 졸업
·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 졸업
· 브라스비상 리더

· 계원예고 졸업
· 경희대학교 졸업
·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수원시청소년예술단 단원 모집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관심과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수원시청소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가진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일 ‘수원시청소년예술단’에서 아래와 같이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단원(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대상
분야

활동일시

활동대상

합창단

토요일 10:00 ~ 13:00

만 11세 ~ 24세 청소년

뮤지컬단

토요일 16:00 ~ 19:30

만 13세 ~ 24세 청소년

※ 활동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연중 수시

· 활동내용

분야별 전문교육, 정기 발표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syf.or.kr) 응시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

문화예술 담당 031)218-0439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