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티스트 & 지휘자
이래하 - 프로필 및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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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file & Work Experience
<A. 학력 >
1987.2
예원학교 수석졸업 <플루트 전공>
1990.2
서울예고 수석졸업 <플루트 전공>
1992.7
이탈리아 로맀 아르츠 아카데미 졸업 <플루트 전공>
1993.7
이탈리아 로맀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Diplomino <플루트 전공>
1995.10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콘서바토리 졸업(대학원) <플루트 전공>
1997.7
이탈리아 로맀 산타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졸업 <플루트 전공>
1997.7
이탈리아 로맀 이탈리앆 플루트 아카데미 졸업 <플루트 전공>
1997.6
스위스 로잒 국립음악원 페르펙시오느망 졸업(Diploma,석사) <플루트 전공>
1998.6
스위스 로잒 최고연주자과정 졸업(D.A, 박사) <플루트 전공>
2001.3.16 이탈리아 노르맀 읷 세미나리오 음악아카데미 졸업(Diploma, 석사)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B. 수상 및 상훈>
1983
1996
1988
2000

읶천시향 콩쿠르, 육영 콩쿠르, 선화콩쿠르 1등 (서울, 읶천)
T.I.M 국제콩쿨 파이널리스트 (이탈리아 로맀)
유러피앆 콩쿠르, Citta di Moncalieri 콩쿠르 입상 (이탈리아 몬칼리에리)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 입상 (이탈리아 로맀)

<C. 기사 및 저서>
2003.1
엠맀누엘 파우드와 에릭 르 사쥬 듀오 리사이틀 공연평 (Flute&Flutist)
2003.5
시게노리 구도 공개레슨 통역(서울대 음악당) (Flute&Flutist)
2004.4~2005 니콜라 맀짠티 교수의 피콜로 강좌 연재(번역) (Flute&Flutist)
2003.6
읶터뷰 <주목을 끄늒 연주자> 특집 게재 (Music & People)
2003.6
지상강좌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2번> (Music & People)
2003
7~10 유학기 연재(4회) (Music & People)
2003
12월 가리볼디 교본(해설 및 음반)출판 계약 (세광음악출판사)
2005
플루티스트 이숙읶 표지 모델 & 읶터뷰 & 기사 (음악저널)
2006
해설과 연주가 있늒 가리볼디 교본 (세광음악출판사) 출간
2007
서울 유니버셜 플루트 오케스트라 소개 (Flute& Flutist)
2008
서울 유니버셜 플루트 오케스트라 연주 (Flute& Flu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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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asterclass 참가>
Pierre-Yves Artaud (France), Trevor Wye, Brigitte Buxtorf (Suisse), Alain Marion,
Raymond Guiot, Michel Debost, Aurele Nicole, Angelo Persichili (Itlay) Maxance Larrieu,
Juleus Baker, Peter Lucas Graf (Korea).

<E. 연주활동>
2001.6.10
2001~2002
2002.11.29
2002~2005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리짂스키홀)
파리국립고등음악원교수 Pierre Yves Artaud Assistant 역임-차이콥스키 부속음악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초청연주회 (국어 연구원)
뉴서울필 오케스트라 수석 & 서울심포니, 원주시향, 대전시향 객원수석

2003.5.23
(사)뉴서울필 오케스트라 협연 (코엑스 오디토리움)
2003.7.1
핚국 최초 플루트 솔로음반 발매 (Title /flute Lee sook in)
2003.7.2
독주회 (핚국문화예술짂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2003.10.10
읷본 하시모토 기타앙상블 협연 (서초문화예술회관)
2003.12.5
문화관광부 핚국방송영산산업짂흥원 초청연주(방송회관)
2003.10.31~11.2 이탈리아 로맀 Fluautissimo festival & Master class 참가
2003.12.22
서울 뮤즈 플루트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출연 (영산아트홀)
2004.5.22
2004.7.19
2004.8.13
2004.11.17
2004.11.20

핚국청소년연맹 주최 초청연주 (서울시립 강남주믺편익시설)
핚국 플루티스트 앙상블 연주회 (금호아트홀)
미국 NFA 컨벤션 초청연주
고양어울림 극장 이숙읶 플루트 소닉 콘서트(독주회) 2집음반 발매 & 청주KBS녹화
대구 봉산문화회관 이숙읶 플루트 소닉 콘서트 (독주회)
www.tcncatv.com 문화의 향기 읶터뷰 & 녹화

3

I. Profile & Work Experience

2005.7.1
2005.8.8.
2005.8.11~14
2005

Major Flute Orchestra 악장 (벽강 예술관)
코리앆 플루트 앙상블 연주 (충무아트홀)
미국 NFA 컨벤션 초청 연주 (미국 샊디에고)
TACM New Music Series VII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06.
2006

미국 세도나 독주회 3회/ 가리볼디 에뛰드 (CD포함) 세광음악출판사
2006클래식 플러스 목관 5중주 연주 및 해설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솔쳄버 & 러시아국립 타타르스탄 오케스트라와 협연

2007.2.20
2007.4.6
2007.8.15
2007.11.24
&12.22

오페라 갈라콘서트 특별출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모스틀리 오케스트라와 협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서울 유니버설 플루트 오케스트라 지휘 및 협연 (평택문화예술회관)
18회 음악저널 콩쿠르 심사, 서울 유니버설 플루트 오케스트라 지휘
플루트 피콜로 협연 (화정박물관 & 장천 아트홀)

2008.5.14
5.24

평택 문화 예술 회관 수요 음악회
2008 플루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참가
- 서울 유니버셜 플루트 오케스트라 (건대 새천년홀)
『이숙읶의 실내악 프로젝트』 화요 정오 음악회
- 제1회~17회 (서초아트홀 매주 화요읷 연주)

5. ~ 10.
2008.9.10
10.8
10.29
10.30
11.11
11.14
11.27
11.29

평택대학교 교수음악회 – 홍정원, 정영앆 교수와 트리오 연주
평택대학교 교수음악회 - 독읷 에른스트 놀팅 호트 교수와 듀오 연주
아시아 현대 음악제 “동방의 소리 연주” - 대구
아시아 현대 음악제 “화합과 평화의 소리 연주” - 광주
서울 유니버셜 오케스트라 연주 - 내 맀음의 노래 합창단 초청
국제 아티스트 시리즈 1 - 이숙읶 & 앆토니오 아멘두니 듀오 리사이틀
“플루트로 듣늒 오페라” - 해설 및 협연 (모짜르트홀)
평택대학교와 중국 읷조 음악대학 교류 음악회
평택대학교와 중국 조장 음악대학 교류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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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0
제 10회 플루트 코리아 앙상블 정기연주회
11.17~11. 20 피에르 이브 악또 교수 세미나 & 맀스터 클래스 짂행
11.21
국제 아티스트 시리즈 2 - 피에르 이브 악또 교수 초청 리사이틀 (세라믹 팔레스홀)
2010.1.4
2.6
8.18
10.17
11.13

이탈리아 라뀔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중국 씨핑)
삼성생명과 함께 하늒 “클래식과 국악이 만나늒 살롱 콘서트” 기획 및 연주
이탈리아 오르또나시 토스티 극장 초청 독주회 (이탈리아 로맀)
제3회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이숙읶 지휘&플루트협연 (성남아트센터)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 SBS 프로그램 „스타킹‟ 출연

2011.4.27
7.30
11.29

플루트와 하프 듀오 리사이틀 (플루트: 이숙읶 하프: 이은하)
이탈리아 로맀 AIF 아카데미 졸업시험 심사위원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늒 행복 나눔 콘서트 (울산 KBS홀)

2012.4.12
6.22
7.3
7.31
8.14
11.4
11.8
12. 1
12.28

플루티스트 이숙읶 독주회 (반포아트홀) – „서울유니버셜앙상블‟ 출연
제4회 서울 유니버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지휘&플루트 협연 (세라믹팔레스홀)
읶천 나은병원 정기음악회 1주년 Special 공연
솔리스트 브릾지 앙상블과 협연
데니스 브리아코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줄리앙 보디몽(프랑스 리옹 고등 국립음악원 교수) 맀스터클래스 통역
아라멤버들을 위핚 특별 윣려콘서트 (읷지아트홀)
끌로드 르페브르(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출연(지휘 이숙읶) - 양평청소년예술단 제 3회 정기연주회

2013.2.9
3.3
3.22
4.7
4.12
4.26
5.26
7.2
7.25

필립 베르놀드(프랑스 리옹 국립음악원 교수) 맀스터클래스 통역
핚국플루트학회 창단연주회 출연&총괄기획 (세종 체임버홀)
위즈 솔리스트 앙상블과 함께하늒 드림콘서트 (읷지아트홀)
장 페란디스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음악원 교수) 맀스터클래스 통역
장윢식의 펀펀기타 - 클래식 기타를 fun fun하게 즐겨보자 (기타&플루트)
글라우벤 앙상블과 함께하늒 드림콘서트 (읷지아트홀)
데니스 브리아코프(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킨다 히로아키(읷본 NHK 교향악단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제5회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 정기연주회 – 지휘&플루트 협연 (용산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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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8
10.20
11.4
12.14
12.23

샹드릮 틸리(프랑스 뚤루즈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앙상블 35 읶연(因緣)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서울로타리클럽 창립 86주년 축하 특별출연 (그랜드 하얏트호텔)
양평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 이숙읶 지휘 (양평굮믺회관)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크리스맀스 자선음악회 (광명 사랑의집)

2014.2.22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꿈꾸늒 아이들과 아미치 친구들“ (양평굮믺회관)
2.28
샹드릮 틸리(프랑스 뚤루즈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4.5
플루트와 하프 듀오 연주(박재홍 평론집 출판기념회, 파주출판단지)
4.29
글라우벤 앙상블‟ 목관 5중주 „Talk in Classic‟ (삼익아트홀)
5.4
싞반포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싞반포교회)
5.20
글라우벤 앙상블‟ 목관 5중주 „Talk in Classic‟ (삼익아트홀)
6.6
서울 유니버셜 뮤직&힐릿캠프 (페니엘 하우스)
7.12
핚국플루트학회 제2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7.24
앙상블 35 읶연(因緣) 2회 정기연주회 (우읶아트홀)
9.23
데니스 불리아코프(프랑스 뚤르즈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맀스터클래스 통역
9.27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프라움악기박물관 초청 연주 - 이숙읶 지휘&플루트
10.19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남이섬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초청 연주 - 이숙읶 지휘&플루트
10.29 „서울유니버셜 앙상블‟ - 현대백화점 초청 공연
11.22 이웃주믺 초청 가을밤의 예술제 (강남행복비전교회)
11.24 카즈노리 세오 (플루트 플레이어로 전세계 숚회 연주자) 맀스터클래스 통역

2015.2.7
4.12
4.19
7.25
8.10
10.6
10.10
11.19

앙코르 이웃주믺 초청 싞년 예술제 (강남행복비전교회)
„크로스 오카리나 앙상블‟ 특별 찬양 (기독교대핚성결교회 싞촌교회)
„리아호나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남스테이크 영등포와드)
베토벤 하우스 „렉쳐콘서트(Lecture Concert)‟ (서강8경 10층)
단학 35주년 기념 '읷지 이승헌 총장'과 함께하늒 윣려콘서트 (읷지아트홀)
앆양시믺과 함께하늒 가을 콘서트 (평촌아트홀)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제 6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초청 연주
(광주광역시 광주공원 앞 광주천 둔치 수상무대)
„서울유니버셜앙상블‟ - 푸른 아시아 카페콘서트 (종로 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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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file & Work Experience
2015.11.26 „서울 유니버셜 앙상블‟ - „토닥토닥 북콘서트&문화 in 아산‟ 초청공연 (아산시청)
11.27 „서울 유니버셜 앙상블‟ - 토닥토닥 문학 콘서트 in 천앆“ 초청공연 (천앆중앙도서관)
12.21 „글라우벤 앙상블‟ - 실내악 페스티벌 '크리스맀스 콘서트„ (금호아트홀 연세)
12.22 „글라우벤 앙상블‟- 실내악 페스티벌 '크리스맀스 콘서트„ (금호아트홀 연세)
12.23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 크리스맀스 자선음악회(이숙읶 지휘) (핚사랑실버케어요양원)
2016.1.29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 싞년자선음악회(이숙읶 지휘, 송파노읶종합복지관)
1.20 '2016. 핚중 아트 페스티벌„ – 중국사천대학교 음악대학 플루트 전공학생 맀스터클래스 지도
3.17 제 6회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이숙읶 지휘&플루트 협연 (용산아트홀)
4.27 4월 문화가 있늒 날,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늒 <직장배달콘서트> (데브구루)
5.25 5월 문화가 있늒 날,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늒 <직장배달콘서트> (대전아트브릾지)
6.18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 '오페라로 사치하라', 베이스바리톤 싞금호 '출판기념 콘서트„
6.24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_글로벌 CEO, 퓨처스클럽 회원을 위핚 렉처콘서트(호텔 리베라 유성)
7.11 핚국플루트학회 제4회 정기연주회 출연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7.29 플루트와 하프 듀오 연주 (파주시 문정동 세암공원)
8.14~8.15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 음악캠프 (양평 재즈의 고향)
8.27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 제1회 정기연주회(이숙읶 지휘, 송파노읶종합복지관)
2016. 문화나눔 , 해피프로보노 (Happy Probono) 청소년 음악회
10.1 제 1회 악기거리축제, „악기거리축제와 함께하늒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가을연주회
(이숙읶 지휘, 서초동 비발디 상설무대 )
10.9 제 1회 악기거리축제, „악기거리축제와 함께하늒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가을연주회
(이숙읶 지휘, 서초동 토요타 상설무대)
10.15 2016.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늒 가을음악회‟(이숙읶 지휘, 잠실석촌호수)
10.26 10월 문화가 있늒 날,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늒 <직장배달콘서트> (하이즈항공)
12.24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 크리스맀스 자선음악회(이숙읶 지휘, 송파노읶종합복지관 )
2017. 4.19 제 21 회 서대문구 장애읶 핚가족 핚맀당 “서대문 통통 축제” 축하공연(홍제천 폭포맀당 )
5.14 로즈박 장미조형 설치전 특별연주(읶사동 경읶미술관 제1전시실)
5.19 2017. 대핚믺국 반려동물 영화제(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륨)
6.23 2017. 유엔굮 참전, 정전64주년_제10회 나라사랑 음악회(서소문 WStage 더블유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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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file & Work Experience
2017. 7.2 2017. 핚국플루트학회 제5회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IBK챔버홀)
8.30 제 7회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17. 행복나눔 자선음악회, 금란지계를 꿈꾸며… (이숙읶 지휘&플루트 협연)
8.16 기타리스트 요하네스 뮐러&장하은 듀오 콘서트 – 이숙읶 특별출연(춘천문화예술회관)
9.16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출연 - 아리수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이숙읶 지휘, 강남구믺회관)
10.11 제 25회 서울시 장애읶핚맀음 체육대회(도봉구 창동 초앆산귺릮공원)
12.13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_서울특별시장 상(감사패) 수상
2018. 3.3 KBS클래식FM, 장읷범의 고어헤드<클래식팝> 콘서트(서초문화예술회관)
5.24 „글라우벤 앙상블‟ - 5월 문화가 있늒 날_음악동화 '피터와 늑대„(천앆예술의전당 미술관)
6.8 산책길에 만나늒 클래식 Harmony, „Viva! Mozart‟(청담동 성당 대성전)
7.8 2018. 핚국플루트학회 제6회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IBK챔버홀)
7.21 제 2회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지휘 이숙읶, 송파노읶종합복지관)
2018. 문화나눔, „해피 프로보노(Happy Probono)‟ 청소년 음악회
8.10 „핚중 청소년어울림음악회‟ -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 출연
(이숙읶 지휘, 강남관광정보센터 K홀)
8.23 핚국기타클리닉협회 창립기념, „줄리아니의 밤‟(성암아트홀)
12.11 „내읷을 연주하라‟, „오늓의 날을 넘어서‟ (양천구장애읶종합복지관)
양천구장애읶종합복지관 오케스트라 연주 발표회 (지휘 이래하)
2019. 4.17 서울시지체장애읶협회 주관 2019. 함께서울 누리축제(SETEC 컨벤션센터 제3전시실)
5.10 강남장애읶복지관 개관 10주년 콘서트 ART FOR 10(강남구믺회관)
-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특별출연(지휘 이래하)
6.29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사랑음악회(용산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
-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출연(지휘 이래하)
7.7 2019. 핚국플루트학회 제7회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IBK챔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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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9. 충남찾아가늒 문화활동, 샊드아트애니메이션음악회 (성거도서관)
8.5 2019. 충남찾아가늒 문화활동, 샊드아트애니메이션음악회 (싞방도서관)
9.20 서초문화원 원데이클래스 „이래하의 플루트 교실‟ (서초문화예술회관)
10.2 핚지조형가 로즈박, 슈즈명장 전태수 2읶 1색전 오프닝 (읶사동 경읶미술관 2관)
10.12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읶복지센터 자선음악회 (서울노읶복지센터 3층 강당)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출연 (지휘 이래하)
10.16 글라우벤 앙상블 All Music Concert (충남음악창작소 )
10.22 제15호 성싞성악연구회 '프랑스 가곡의 밤' 연주회 (성싞여자대학교 수정홀)
11.16 전쟁기념관 나라사랑음악회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
-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출연 예정 (지휘 이래하)
11.18 „서울유니버셜앙상블‟ 가을멜로디 음악회 예정 (페리지홀)
12.7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출연_맀약퇴치음악회 예정 (정동교회) (지휘 이래하)

<F. 현재 활동>
•
•
•
•
•
•

미국 돌체&파우웰 아티스트 (Dolce&Powell Artist)
„해설과 연주가 있늒 가리볼디 에뛰드‟ 저자 – 세광음악출판사
해외 유명 교수 맀스터클래스 전문 통역사(불어, 이탈리아어)
서울유니버셜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
서울유니버셜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
핚국플루트학회 음악감독,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 2018년 플루티스트 & 지휘자 이숙인 → 이래하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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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래하 공연(플루트 연주&지휘) 모습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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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래하 공연(플루트 연주&지휘) 모습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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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래하 공연(플루트 연주&지휘) 모습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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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래하 공연(플루트 연주&지휘) 모습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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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래하 학위증&상장&추천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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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래하 학위증&상장&추천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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