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글

Wednesday Noon Concert
수요음악회 안내

9. 27 Eric Zuber: Piano recital

2017

Wednesday Noon Concert
수요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견고한 테크닉으로 정제되고 세련된 우아함을
지닌 피아니스트

10. 25 "듀오 음악회"
피아노: 엠마누엘 슈트라세(Emmanuel Strosser),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

11. 22 Meredith Blecha/김선민
첼로 피아노 듀오 콘서트

2017

수요음악회
Wednesday Noon Concert
INVITATION

* 본 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제공해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 2017. 9. 27 (수) 오후 12:30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Profile

Program

인사말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로비에서 열리는 수요음악회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접하
며 바쁜 도시 생활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싶다는 작
은 희망으로 1999년에 시작하여 1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가을 학기 첫 수요음악회는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릭 주버의 독주회로 준비되어있습니다.
화려하고 명확한 아티큐레이션과 견고한 테크닉으로
정제되고 세련된 우아함을 지닌 피아니스트 에릭 주버
의 베토벤과 쇼팽의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상남경영원
에 준비되어있는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다가오는 가
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수요음악회가

L.v. Beethoven
Piano Sonata Op. 53 '발트슈타인'
Allegro con brio
Adagio molto
Allegretto moderato

피아노

에릭 주버 (Eric Zuber)

차세대 미국 피아니스트를 이끌어 가는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에릭 주버

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9개의 국제 콩쿨: Honens, Cleveland, Arthur
Rubinstein, 서울국제음악콩쿨, Sydney, Dublin, Minnesota, Hilton
Head (금상) 그리고 Boesendorfer (금상) 에서 입상했다. 그는 또한 줄리어
드 음악학교로부터 그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Arthur Rubinstein 상과
Gina Bachauer 상을 수상했다.
  에릭 주버는 케네디 센터,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Severence hall 에서 연주했다. 12살의 나이로 Baltimore symphony
orchestra 와의 오케스트라 데뷔를 마친 후 그는 Cleveland orchestra, the

F. Chopin

Andante Spianato and Grande
Polonaise brillante, Op. 22

Israel Philharmonic, Minnesota symphony, the Korean symphony,
Lreland’s RTE National orchestra 외 다수와 협연했다. 쇼팽 협주곡 1번을
Phoenix symphony 와 협연한 공연을 포함하여 그의 2013/14 년도 시즌
중 하이라이트는 라흐마니노프 2번 협주곡을 Indianapolis symphony 와
협연한 것과 더불어 Bowdoin 과 Verbier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에
서 연주 한 것이다.

보다 다양하고 좋은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에릭 주버는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석사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치고
커티스 음악학교에서 디플로마를, 줄리어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피바디
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Boris Slutsky, Leon Fleisher, Claude
Frank, Robert Mcdonald 를 사사했다.
현재 32세 나이로 미국 콜럼버스 대학 초빙 피아노 주임교수로 재직 중
에 있다.

상남경영원장
음악감독

이 동 진
김 영 호

Wednesday Noon Conc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