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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초대장

   

학생여러분 ,

 여러분은 2019   국제베토벤아카데미에초대받으셨습니다 ! 

    올해마스터클래스는폴란드슈체친에서 7월 19  일부터 7월 25

일까지 ,  베를린에서는 7월 26  일부터 7월 28   일까지챔버뮤직

 워크샵이진행됩니다 .

        저희목표는전세계의젊은음악가들이모여좋은환경에서

 재능을향상시키고 ,      세계에서주목받고있는교수님들과 젊은

        음악가들의도움을받음으로인하여더좋은음악가가되기를

 기원하는것입니다 .

  이번여름에뵙겠습니다 !

Tomasz Tomaszewski 교수

Internationale Beethoven Gesellschaft e.V. 사장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바이올린교수

Deutsche Oper Berlin   베를린오페라악장

     
  
  



교수교수

   
Tomasz Tomaszewski  –교수 바이올

Deutsche Oper Berlin   베를린오페라악장 

University of Arts Berlin 교수

     바르샤바 쇼팽 음악대학교 졸업 후 레닌그라   드와 프라이부르그에서

공부하였음 . „Polski Kwartet“     그룹 멤버로써 뮌헨과 베오그라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였음 . Tomaszewski  교수는 Kammersolisten der 

Deutsche Oper Berlin   쳄버오케스트라창설자이자예술감독임 .

  그는 오랫동안 솔리스트 ,      지휘자 그리고 쳄버오케스트라 음악가로써 전

 세계에서 공연하였음 .    그의 디스코그래피는 대부분 독일 , 폴란드 ,

 일본에서녹음되었음 .

Tomaszewski   는 지난 30      년동안 교수로써 존경받으며 콩쿠르에서 자주

 심사원으로 초대받았음 .  그는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해왔음 .  그는 1989  년 Jerzy Heller 

International Music Courses공동설립자이고 , Slaskie Lato Muzyczne  페스티발

감독이었음 .

Tomaszewski  는 2006  년 Internationale Beethoven Gesellschaft 사장 , 2013

    년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설립된 European Forum for Polish Music  사장직을

맡고있음 .



교수교수

   Prof. Salt Chaoyang Lin - Violin 

     
  
  

Chaoyang Lin (aka Salt) is one of the most renowned 
violinists, composers and producers in contemporary China. In 
1988, Salt successfully competed at the Portsmouth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Competition where he was 
awarded the fourth prize with the Shanghai Conservatory 
String Quartet. In the same year, he was sent by the Chines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o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i.  e.  P.  I. 

Tchaikovsky) for further studies under the tutelage of the legendary violinist Zoria 
Shikhmurzayeva. 
In the late 1990s, Salt was active in the performance circuit, playing with major Chinese 
orchestras such as Shanghai Symphony Orchestra, Beijing Symphony Orchestra etc. He also 
collaborated with important Chinese composers including Zuqiang Wu, Wenjing Guo, and 
Xiaogang Ye, making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ntemporary 
music. During this period, Salt’s musical activitie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late master 
musician Isaac Stern and were featured in the follow-up sequel to the film From Mao To 
Mozart, an Oscar-winning documentary.
Salt has been giving violin classes in the Chinese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since 1996. 
He has nurtured a number of excellent musicians like Xiaomao Wang (the concertmaster of 
The National Ballet of China), Congcong Wang (soloist and prize winner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Jingye Zhang ( the concertmaster of Beijing Symphony Orchestra), as well as 
many other accomplished musicians who work in orchestras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years, Salt has issued a series of tutorial video works, including Secrets of Violin Playing, 
Violin Playing Skills, as well as many demonstration video disks for teaching classical violin 
pieces, such as Songs of the Wanderers, the Polonaise, Introduction and Tarantella, in total, 
more than 80 pieces of music.
Since 2005, Salt has also branched out into the fields of pop music and electronic music. He 
has collaborated with Ding Wei, one of China’s unique and most celebrated artists, to create 
and produce numerous pop music works, including Ding Wei’s latest album entitled Untied, 
released in the UK by Cocking Vinyl.
Over the years, Salt has worked with various filmmakers in China, composing
music scores for films and TV dramas. His oeuvres include music for TV dramas such as 
Ruyi’s Royal Love in the Palace, Vicissitudes in the Republic of China, Dwelling Narrowness, 
The Mobile Phone, My Brother Shunliu, Falling Leaves in Chang’an, You Are My Brother, 
Rise and Fall, If Life Had Cheated You, Tangshan Earthquake,
10 Years in Love; and for movies such as Qiu Xi, Zhalannuoer, The Tattoo, The 1911 
Revolution, Love Is not Blind among others. 



교수교수

   
Eugene Indjic –  교수 피아노

École Normale de Musique Paris 교수

  
     
  
  

      앤도버 필립스 아카데미 졸업한 후 그는 Erich Leinsdorf   에게로써 보스턴

  심포니와 함께 Brahms Piano Concerto no.2    연주초대장을 받음으로써 그

   오케스트라 최연소 솔리스트가 되었다 .   그는 하버드대학 Leonard 

Bernstein   장학생으로써 하버드대학 Laurence Berman, Leon Kircher

  교수에게서부터 음악학을 전공해 1969 년 Cum Laude   를 연주해

졸업하였음 .

  대학시절 그는 Mieczyslaw Münz  와 Rosina Lhévinhe   의 제자인 Lee 
Thompson  에게서 Juliard School of Music   에서 공부를 하였음 .  그는

바르샤바 ( 폴란드 1970), 리즈 ( 영국 1972)  그리고 루빈슈타인 (1974)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 미국 , 남미 ,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Bernstein, Bělohlávek, Casadesus, Fedoseiev, Gergiev, Gielen, Jochum, Kubelík, 

Leinsdorf, Sanderling, Sinopoli, Solti      등과 같은 지휘자와 함께 연주를 해왔

음 . Indjic   교수는 지금까지 Carnegie Hall, Avery Fisher Hall, Queen Elisabeth 
Hall, the Concertgebouw, the Musikverein, Salle Pleyel and Théâtre des Champs-

Elysées      등과 같은 세계적인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고있으며 .  그는

  연주뿐만 아니라 유럽 (  대부분 파리 Schola Cantorum),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마스터클래스를 , 쇼팽 ,  브로츠와프 Liszt ,  텔아비브 Rubinstein, 

Praha Spring Festival,  리즈보나 Vianna da Motta     피아노콩쿨등 에서 심사를

하였음 .

2010년에는 Prague Symphony Orchestra에서 Artist-in-residence지명받았음 .



교수교수

   
Catalin Ilea  – 교수 첼로

University of Arts Berlin 교수 

Catalin Ilea  교수는 Dimitrie Dinicu, Enrico Mainardi, Pierre Fournier  와
 함께공부하였음 .      그의솔리스트로써의경력은국제콩쿠르에서 4  번의

 입상으로시작하여 Staatskapelle,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Tonkünstler Vienna, the NDR Hannover, LA Philharmonics, the Bucharest 
Philharmonics, the Romanian Broadcasting Orchestra,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     등과같은오케스트라와연주를해왔음 . Catalin Ilea  는유럽 ,

북미 ,        아시아의최고콘서트홀에수많은협연초청을받아왔으며

„ Bruckner“ Linz, „Flandern-Festival“, „Warsaw Autumn“, „Cologne Music 
Days“, "Messiaen" Avignon, the UNO-Special Concerts New York, „Israel Music 
Summer“, „ Shanghai Broadcasting Festival“     과같은페스티벌에서수많은

공연을함 . 그는 Electrecord, EMI, EMS, Olympia, OWM   과같은

 음반회사에서 40    개가넘는음반을내었음 .  “그는 Musica Nova”  앙상블의

 설립멤버이고 ,  오랫동안 Trio Bucharest  와 Sharon Quartet   의멤버로

    활동해지금까지쳄버뮤직음악가로활동하고있음 .   그는 1994  년부터

   명문대학교인베를린예술대학교에교수이고 , „Casals“(스페인 ), 

„Brahms“(오스트리아 )      와같은국제콩쿠르심사원이었음 .   그는자주

독일 , 벨기에 , 이탈리아 , 폴란드 ,     한국에서마스터클래스를진행하고

있음 .     그의제자들은세계적인솔리스트와대학교수 , 베를린 ,  뮌헨

     그리고비엔나오케스트라에서음악가로활동하고있음 .



교수교수

   Piotr Borkowski  교수 -   지휘

Szczecin Art Academy ( 슈체친 예술대학 ) 교수 

  
     
  
  

1984 년부터 1989 년까지 바르샤바 국립 쇼팽음악대학 (CHOPIN 
MUSIC ACADEMY) 에서 보구슬라브 마데이 (Boguslaw Madey) 
교수의 지휘과정을 최우수 학점으로 졸업했다 . 1989 년 졸업연주인 
국립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최우수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이후로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비엔나 마스터 
클라스에서 한스 그라프를 (Hans Graf) 사사하고 , 이탈리아의 
아카데미아 뮤직칼레 키지아나에서 정명훈과 일리아무신 (Ilija 
Musin) 교수를 사사한 후 Diploma di Merito 를 수여 받았다 . 

1992 년에는 프랑스 브장송에서 국제 지휘 대회에 참여하여 최종 8 인에 들었으며 , 1995 년 2 월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지휘콩쿨에서 입상한 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 같은 해 8 월에는 트렌토에서 열린 안토니오 페드로티 (Antonio Pedrotti) 국제 
지휘대회에서 Diploma di merito 를 수여받았다 . 

국립 바르샤바 필하모닉 , 국립 폴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 쇼팽 심포니 오케스트라 ,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 독일 베를린 오페라 실내악단 ,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팔레르모심포니 오케스트라 , KBS 오케스트라 , 코리안 심포니 , 부천 
필하모닉 , 수원 필하모닉 , 대구 시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전주 시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 경북 
심포니 오케스트라 ,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전라북도 오페라단 , 서울바로크합주단 등과 함께 
작업하며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웨덴 , 독일 , 미국 , 러시아 , 브라질 , 중국 , 한국 , 우크라이나 , 
대만 , 멕시코 , 인도 등 위와 같이 우수한 오케스트라와 활동하였다 .

그리고 오페라 지휘자로서 모차르트 ( 돈지오반니 , 마술피리 , 코지 판 투테 , 피카로의 결혼 ), 
마스카니 ( 카발레니아 루스티카나 ), 도니체티 (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의 오페라 공연 뿐 아니라 
아시아 Rudzinski 의 Mannequins, 강석희의 보리스를 위한 파티 , 라흐마니노프의 알레코 등의 
연주를 함께 하였다 . 

또한 "SKARBO" 음반회사에서 여러 장의 CD 를 레코딩 하였으며 폴란드의 "MUZA", "POLONIA 
RECORDS", "ACTE PREALABLE", "DUX Recording Producers", “Global Sound Media”, 
“MUSICA SACRA EDITION”, NAXOS 등의 음반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CD 를 레코딩 하였으며 , 
폴란드 Phonographic Academy's prize 인 “ Fryderyk” 에서 2006 년 “올해의 음반 – 현대 음악”
과 2008 년 “폴란드 음악 최고의 레코딩” 두 번에 걸쳐 상을 받았다 . Wieniawski 국제 바이올린 
경연 우승자 윤소영과 고조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CD 를 레코딩한 음반은 DUX 에 의해 
출시되었으며 2013년 국제 클래식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 . 

1989 년 부터 2000 년 까지 바르샤바 국립 쇼팽 음악대학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1994 년 대구 
계명대학교 지휘과에서 객원 조교수로 역임하였다 . 1996 년 부터 2001 년 까지 효성 
카톨릭대학교 조교수 . 2001 년에서 2006 년 , 그리고 2007년에서 2011 년까지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로 재직했다 . 2006 년과 2007년에는 수원시립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 2008
년부터는 경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 2010 년에서 2012 년 까지 
새로 설립된 폴란드 고조프 필하모닉의 예술감독이자 지휘자로 역임하였다 . 

2015 년과 2016 년에는 뭄바이의 인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역임하였다 .
현재 , United Chamber Orchestra 의 예술감독 , 독일 베를린 오페라 실내악단 객원 지휘자 및 
작곡가 류재준이 결성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리더인 앙상블 오푸스의 상임지휘자로 
역임하였다 . 

2017년 부터 현재까지 폴란드 브로츠와프 오페라 객원지휘자 , 그리고 슈체친 예술대학 교수로 
활동하고있다 .



개요개요  
   

     
  
  

날짜 시간 장소 일정

2019.07.18 18.30 이전 베를린  베를린도착

2019.07.18 20.00 베를린   버스타고슈체친이동

2019.07.18 22.00 슈체친  슈체친도착

2019.07.19-
2019.07.24

10.00 – 18.00 슈체친예술대학교 수업

2019.07.25 10.00 – 13.00 슈체친예술대학교 리허설

2019.07.25 14.00  – 17.00 
19.00  – 21.00 

슈체친예술대학교 공연

2019.07.26 12.00 슈체친   버스타고베를린이동

2019.07.26 14.00 베를린   베를린도착

2019.07.26-
2019.07.27

16.00  – 21.00 
10.00  – 18.00 

베를린 수업

2019.07.28 10.00  – 12.00 베를린 리허설

2019.07.28 14.00  – 16.00 베를린 공연

 다음 5   수업이슈체친에서진행됩니다 *:

- Tomasz Tomaszewski교수 , 바이올린

- Salt Chaoyang Lin교수 , 바이올린

- Eugene Indjic교수 , 피아노

- Catalin Ilea교수 , 첼로

- Piotr Borkowski교수 , 지휘

 챔버뮤직워크샵은 Tomaszewski  와 Chaoyang Lin  교수께서진행하십니다 .

시간표 :  

*    각수업마다최소 5명 ,    전체마스터클래스최소 25명 ,   워크샵최소인원은 8명입니다 .



 슈체친마스터클래스 슈체친마스터클래스
   

  
     
  
  

  슈체친은 폴란드 최북서단 , 베를린에서

140km,  버스로 2   시간거리인 오데르강의

    양안에 시가지가 넓게 분종되어있는

도시다 .  인구는 400,000   여명 폴란드에서

   두 번 째 로 큰 항 구 도 시 로 3  개 의

  국립대학교가있는도시다 .

      „   “  수업은슈체친예술대학교인아름다운네오클래식풍 지구본밑궁전 에

     피아노가있는연습실에서 할예정입니다 .

     학생들의 숙소는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기숙사이며 .  더블룸엔 TV, 냉장고 ,

  전자주전자등가전제품이있고 , 2-4개방은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을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

     식사는 기숙사 안 식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 

 식당은 Pierogi (  폴란드식 만두 ), Kotlet 

Schabowy (  폴란드식 돈까스 ), Zurek (  호밀

빵수프 ), Barszcz ( 비트수프 ), Ogorkowa 

(오이수프 )     등 폴란드 전통요리가 대부분

제공됩니다 .

 숙소는슈체친성 , 쇼핑몰 , 카페 ,   식당등

      슈체친대표관광명소근처에자리하고 있습니다 .

„   “지구본밑궁전 -  위키페디아 출처

„   “지구본밑궁전 -  위키페디아 출처

 기숙사게스트룸



  포함된서비스  포함된서비스
   

  
     
  
  

 슈체친마스터클래스 -악기수업 :

-  교수님과 4  시간 1대 1 수업 (바이올린 ,   첼로는피아노와 2  번수업 )

-   마스터클래스폐회공연연주

-    슈체친예술대학교연습실 출입

- 더블 ,  트리플룸에서 8  일숙박
- 하루 3   번식사제공

-   베를린슈체친 왕복버스

 슈체친마스터클래스 -지휘수업 :

-  교수님과 4  시간 1대 1 수업
-  교수님과   프로챔버오케스트라와 4  번연습
-    프로챔버오케스트라와 공연연주

- 더블 ,  트리플룸에서 8  일숙박
- 하루 3   번식사제공

-   베를린슈체친 왕복버스

동반인 :

- 더블 ,  트리플룸에서 8  일숙박
- 하루 3   번식사제공

-   베를린슈체친 왕복버스

-    호스텔및펜션에서 2  일 숙박 (  베를린워크샵 )

 베를린워크샵 :

- 2   시간앙상블수업

-  연습실출입

- 폐회공연연주

-    호스텔및펜션에서 2  일 숙박 (숙식예약하신분 ) 

- 하루 3   번식사제공 (숙식예약하신분 )



수강료수강료  
     슈체친마스터클래스 (2019.07.18-26)

숙식포함

 신청수수료 수업료 합계

악기수업 € 250,- € 1.200,- € 1.450,-

지휘수업 € 250,- € 2.000,- € 2.250,-

동반인 - - € 350,-

신청수수료 수업 합계

악기 /
실내악수업

€ 350,- € 1.500,- € 1.850,-

동반인 - - € 520,-

 슈체친마스터클래스 (2019.07.18-26),  베를린워크샵 (2019.07.26-28) 

  숙식포함  

신청날짜가 곧 만료됨으로써 신청수수료를 밑 은행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IBAN: DE61 7603 0080 0250 0981 78 
계좌 소유자: Piotr Tomaszewski 
은행: Consors Bank  
BIC (SWIFT): CSDB DE 71 
은행주소: Bahnhofstraße 55, 90402 Nürnberg, Germany 
 
수업료는 슈체친 마스터클래스 시작 1계월 전까지 위 은행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도착하시는 날에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강료수강료

   

Application fee Course fee Total fee

Instrumental 
classes

€ 250,- € 1.100,- € 1.350,-

Conducting 
class

€ 250,- € 1.800,- € 2.050,-

Accompanying 
adult

- - € 350,-

 베를린워크샵 (2019.07.26-28)  숙식포함  

신청수수료 ¹ 수업 ² 합계

듀오 € 150,- € 800,- € 950,-

트리오 € 150,- € 1.100,- € 1.250,-

콰르텟 € 150,- € 1.400,- € 1.550,-

신청수수료 수업 합계

듀오 € 150,- € 550,- € 700,-

트리오 € 150,- € 700,- € 850,-

콰르텟 € 150,- € 850,- € 1.000,-

 베를린워크샵 (2019.07.26-28) 숙식제외



신청서신청서  
    슈체친

마스터클래스

숙식포함

 베를린

워크샵

숙식포함

마스터클래스

+워크샵

숙식포함

 베를린

워크샵

숙식제외

이름 성

출생날짜 국적

 이메일주소

program

Tomaszewski

교수

Lin교수 Indjic교수 Ilea교수

Borkowski교수

서명 (  미성년자인경우

           보호자서명 )

동반인

  지불증명서와함께신청서를

beethoven.academy19@gmail.com

 에보내주세요
  신청마감날짜 2019/05/31

mailto:beethoven.academy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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