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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는 40여 년, 대학 예술 교육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대,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예술 교육의 위대한 힘과 필요성을 믿고 지켜왔습니다.

가르치는 이들이 예술가이고 배우는 이들이 예술가가 되어온 40년, 

앞으로의 40년, 그 다음의 40년 추계의 캠퍼스는 지성, 교육, 순화의 

교육 이념으로 끊임없이 예술가를 키워낼 것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의 40년 

예술 교육 노하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Arts Lear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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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문학 수업

열풍 현상이 

이를 증명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추계예술대학교는 40년 예술 교육을 통해 정통 예술교육의 올곧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영상, 실용음악 등 현대 사회에 필요한 

대중 예술 분야에도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Why 기업 조직원들의 

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

조직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

 01 02

기업 문화의 

예술적 발전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업 이미지 획득

03  04

What

기업에서 

예학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요?

기업의 생존을 위해 경영, 경제, 마케팅을 배우고 

기업의 품위를 위해 와인, 커피, 패션을 알았다면 

기업의 행복을 위해서는 예술을 알고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는 문화를 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문화에 대한 접근, 예술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각 분야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추계예술대학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학 프로그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에 타이틀만 바뀐 기업 교육,

기본이 없는 응용의 교육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실기, 적용, 봉사로 사회와 나누는 방법까지

40년 예술 교육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추계예술대학교와 의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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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는 

산업 분야에도 

예술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

 04

‘인간의 본질’을

짚어주는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 필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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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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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학 프로그램 Arts Learning
Program

나도 합창단 중역 합창단, 부부 합창단, 우리끼리 합창단 등 합창에 뜻이 있는 모임의 합창 지도.

산울림과 송골매 그 언저리 기타, 드럼 등 밴드 연주에 필요한 실기 수업과 연주.

내 이야기를 

풀어 쓰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자서전 쓰기.

나도 한때는…

메세나! 문화마케팅의 진화 및 그에 따른 전략적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

대중문화

씹어 먹기

대중문화 분석을 통해 동시대 문화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조직 내 세대간 문화차이 극복과 

대중 이해의 새로운 틀거리를 알아본다.

훈민정음의 비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창제 과정에 얽혀 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뒷이야기를 조명한다.

여기까진 알아야지,

클래식 음악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던 클래식 음악 속, 숨은 이야기와 더불어 

리더로서 왜 알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배워가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

미술! 

참~ 쉽죠!

우리가 가진 미술에 대한 거리감이나 두려움을 허물고 미술 감상자가 되어 

창의적으로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미술의 세계.

회화에 내재된 사유 조선시대 회화에 내재된 시대의 사유.

나도 

아트 콜렉터

고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전문 콜렉터의 영역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작품의 정보 수집과 

갤러리·작가 선정 방식을 찾아 미술 수집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

세기의 러브레터 역사와 문학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세기의 러브레터들을 조명한다.

영화 속에 

이런 꼼수가?!
영화 읽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영화가 말하는 정치, 철학, 인문, 음악을 배우는 시간.

박물관에서 BMW 팔기
기업의 새로운 문화마케팅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예술경영에서 벤치마킹 해보는 시간.

들어 두면 보물이 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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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人一技
대금, 가야금, 트럼펫 등 한 가지 악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뜻을 같이하는 그룹으로 함께 배우고 익히기.

문학을 꿈꾸다 詩를 감상하고 쓰는 법.

나도 군자다 사군자와 문인화를 그리는 법.

동양의 향취를 그리다 수묵화를 통하여 산수화 및 인물 표현을 배움.

전통의 빛으로 현대를 그리다 전통 채색화를 현대적으로 연구하고 실습해보는 시간.

아담과 이브 남녀 누드모델을 통해 인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는 시간.

찰나의 순간 사진실기를 통해 사진 속 피사체의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움.

나도 한때는… 미술의 

발자국을 찍다
유화와 수채화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

DIY
내손으로 나만의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 보며 목공작업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

마음을 찍어요
다양한 동판화와 목판화, 석판화, 콜라그래프까지 

실기 실습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

CEO 문화 오찬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대중문화까지 대학 교수 및 현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으며 나누는 문화 오찬.

행사와 예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창립 기념일, 고객과 함께 하는 날 등 

기업, 단체의 중요한 행사에 함께하는 문화 예술 공연.

봉사와 예술
연탄 나르기 봉사, 다문화 가정 방문 등 구성원의 봉사 활동시 

모두가 함께 예술 문화 공연을 보고 듣고 참여하며 행사의 뜻을 나누는 시간.

함께해서 즐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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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중 Kang Ho-jung

음악대학 국악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실내악단 ‘슬기둥’창단 동인

난계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

KBS-1FM 〈국악 한마당〉 진행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악장’이수자

(사)한국전통예술단 ‘소리나루’이사장

이효분 Lee Hyo-bun

음악대학 국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졸업

가야금 독주회 7회

논문 〈고악보의 싯가에 관한 연구〉

-보호자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13, 14집)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채보 발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전수 조교(문화재청장)

저서 《우리 樂그림을 품다》

(궁리, 2009년 우수교양도서 선정)

국악

Professor
Profil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김영환 Kim Yeong-hwan

음악대학 성악과 

서울대학교 성악과

이태리 피렌체국립음악원 성악과

‘쟈코모 아갈라’ 국제 성악 1위,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G.B 비옷티’ 

‘카를로 콧치아’ 국제 성악 등 입상 

오페라 〈아이다〉〈마농 레스코〉〈에르나니〉

〈리골렛토〉〈토스카〉〈춘향전〉 등 

다수 주역 출연

북한 평양봉화 예술극장에서 남북 교향악단

(KBS교향악단 / 조선국립교향악단) 

합동 연주회 출연

김금희 Kim Keum-hee

음악대학 성악과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태리 밀라노 국립 베르디 음악원 및 

오지모 아카데미 졸업

동아콩쿨, 아태리 칼리아니 국제 콩쿨입상 및 

팔마국제콩쿨 1위

오페라 〈사랑의 묘약〉〈춘희〉〈라보엠〉

〈리골렛토〉〈마농〉 등 주역 출연

전국 소년소녀가장 돕기 시민연합 홍보대사

전국 여성 세무사 협회 자문위원

(前)평·통 자문위원

이재화(보현) Lee Jae-hwa(Bo-hyun)

음악대학 국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거문고) 박사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조교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보존회 대표

임전거문고회 대표

아시아 금 교류회 이사

성악

조창연 Cho Chang-youn

음악대학 성악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이태리 로마 몬떼로똔도 아케데미아

오페라 〈리골렛토〉〈라보엠〉〈멕베드〉〈춘희〉 

등 다수 주역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메시아〉

〈마태수난곡〉 베이스 솔리스트

한국 오페라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한국 성악가협회 이사장

(前)솔리스트앙상블 대표

진귀옥 Jin Kwi-ok

음악대학 성악과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태리 빠스까라 국립음악원 졸업

이태리 오시모 아카데미아 졸업

이태리 만토바 국제콩쿨, 술모나 국제콩쿨, 

티토 스키파 국제콩쿨, 빠도바 국제콩쿨 등 

다수 1위 입상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NO. 9 심포니〉 등 독창자로 다수 공연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 〈운명의 힘〉

〈호프만의 이야기〉, 〈목소리〉 등 

다수 주역 출연

나승서 Na Seung-seo

음악대학 성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 

디플로마

이탈리아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디플로마

또띠 달 몬떼 국제 성악콩쿨 1위

국제 베르디 성악콩쿨 1위

삐에뜨로 마스까니 국제콩쿨 1위 등 다수입상

오페라〈파우스트〉〈리골렛또〉〈춘희〉〈라보엠〉

〈멕베드〉 등 다수 주역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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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Kim Hae-young

음악대학 피아노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Austria Wien Musik Hochschule 졸업

독일 Duisburg 대학교 Musikwissenschaft 
박사 과정 수료

Pleven, Haskobo, Vindin Philhamonic 
Orchestra와 협연

Austria Wien, Greece, Helsinki Conservatory 
초청연주 등 국내외에서 독주회 및 연주회

김용배 Kim Young-bae

음악대학 피아노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미국 Virginia 주립대학 졸업

미국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졸업

2004~2007년 예술의전당 사장 

피아노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Professor
Profile

박인미 Park In-mee

음악대학 피아노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B.A, 학사)

미국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M.A, 석사)

미국 Manhattan School of Music
(D.M.A, 연주박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수석입학

동아콩쿨 1위 입상

New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KT chamber Orchestra, The Lithuani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협연

유소영 Kim Hae-young

음악대학 피아노과

미국 커티스 음대(학사)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석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

이화경향콩쿨, Stravinsky 국제콩쿨 1위

뉴욕 쇼팽콩쿨, Maria Callas 국제콩쿨 입상

다수의 독주회와 협연

전경주 Jeon Kyung-joo

음악대학 피아노과 명예교수

이승열 Lee Seung-youl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국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수원시향 악장 

서울챔버 바로크 합주단 비올라 수석

필하모니아 현악4중주단

관현악

박윤수 Park Yoon-soo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년 수료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악원

미국 맨하탄 음악원

미국 뉴욕주립대 석사

김순영 Kim Sun-young

음악대학 관현악과

커티스 음대 졸업

국립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서울시향 협연

서울 String Quartet, 예음클럽 멤버 200회 

연주와 다수의 실내악 연주 및 독주회 

벽산문화재단 이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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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희 Yang Seung-hee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짤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졸업

럿거스 뉴져지 주립대 박사

동아콩쿨 및 Artist International 수상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Oswego 교수 

Atlantic music festival 초빙교수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안희찬 Ahn Hee-chan

음악대학 관현악과 

세계 트럼펫 협회 초청 펜실베니아에서 

독주회

2012 프랑스국제트럼펫아카데미 초청연주 

및 특강

YAMAHA 아티스트

코리아브라스 콰이어 리더

분당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Professor
Profil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박영민 Park Young-min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Mozarteum 국립

음대 지휘과 최우수 성적(Auszeichnung) 졸업

오스트리아 Paumgartner 메달 수상

일본 Aspen Japan Management 소속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연주 활동 중

현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이창수 Yi Chang-su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대학원 졸업

미국 Temple University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아콩쿨 입상

코리안심포니 수석

문성준 Moon Seong-joon

음악대학 작곡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Hochschule 
der Kuenste in Berlin) 수학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교

(Hochschule fuer Musik‘Hanns 
Eisler’) 디플롬

동아콩쿨, 중앙콩쿨 입상

1997, 2006 World Music Days 입선

2006 ICMC 입선, 2010 ACL in Tokyo 입선

국내 및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일본, 쿠바에서 작품 발표

작곡

박인호 Park In-ho

음악대학 작곡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독일 Essen 국립음대 작곡과 석사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한국위원회 회장

(2006~2011)

아시아작곡가연맹(ACL) 한국위원회 부회장

(2003~2007)

한국음악상 본상(2006), 13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1994)

20회 대한민국작곡상 최우수상(2001) 

27회 대한민국작곡상 최우수상(2008) 

3회 대원음악상 작곡상(2008)

이윤석 Lee Yun-seok

음악대학 작곡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B.A.)
독일 슈트트가르트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K.A.)
독일 칼스루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K.E.)

 

주요작품

-Trio for Clarinet, Cello and Piano
-Quintet for Flute, Clarinet, Violin, 
  Violoncello and Piano
-피아노 솔로를 위한 〈낮과 밤〉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변주곡〉 

-room9

동양화

이길원 Lee Kil-won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6회 및 회원전 출품

(일연회전, 회화 2000전, PAGO전)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외 각종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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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주 Suk Chul-joo

미술대학 동양화과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20회(학고재, 금산갤러리, 동산방외)

2007 ‘호흡’전(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외 300회

2008 상해아트페어(중국, 상하이, 학고재), 

시카고 아트페어(미국, 시카고, 학고재)

2010 조우-제주도립미술관 개관1주년기념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1990 제9회 미술기자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평론가협회 창작부문대상 수상

박순철 Park Soon-chul

미술대학 동양화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10회(인사아트센터, 한벽원 갤러리, 

The K 갤러리, 갤러리 상, 한향림 갤러리, 

조선일보미술관, 갤러리 사비나, 공평아트센터, 

덕원갤러리)

Professor
Profil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강영민 Kang Young-min

미술대학 서양화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tudio 
Art 전공

개인전: 가나컨템포러리, 스페이스 캔, 

그림손, 영은미술관, 사루비아다방 외 다수

단체전: 이미지의 틈(서울시립미술관), 

신호탄(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경기1번국도(경기도미술관) 외 다수

구영모 Koo Young-mo

미술대학 서양화과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뒤셀도르프 미술대학교 졸업

개인전 다수(박영덕 화랑, 토탈미술관, 

관훈 미술관 외)

단체전 다수(한국 현대미술제-예술의 전

당 미술관, PASSAGE 2009 Leipzig –
Universal Cube 독일 라이프찌히 외)

서양화

최진욱 Kang-Young-min

미술대학 서양화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1999 태평양을 건너서-오늘의 한국미술, 

퀸즈미술관 뉴욕

2004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2011 제11회 개인전(일민미술관, 서울 외)

김지현 Kim Ji-hyun

미술대학 동양화과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개인전 10회

제2회 이당 미술상 수상

초대전 및 단체전 250여회 출품

최수환 Choi Soo-whan

미술대학 서양화과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졸업

개인전 6회

(유아트 스페이스, 시카고 갤러리X 외)

단체전 다수(2012 구멍_예술과 통하다,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레지던시 2009-2012 장흥아뜰리에, 장흥

판화

서정희 Seo Jeong-hee

미술대학 판화과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파리 국립미술학교 판화과 졸업

1996 ‘올해의 예술인상’ 미술부문 수상

(한국평론가협회 주관)

개인전 12회 

단체전 및 기획전 다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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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Profil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한지승 Han Ji-seung

문학·영상대학 영상시나리오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1996년 〈고스트 맘마〉로 영화계 데뷔

(각본, 감독)

영화 〈찜〉〈하루〉 감독을 거쳐〈재밌는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등 제작

TV 드라마 〈연애시대〉 연출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연출

영화 〈싸움〉〈파파〉 각본, 감독

김성호 Kim Sung-ho

문학·영상대학 영상시나리오과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브루클린 뉴욕시립대 영화연출 수료

뉴욕 뉴스쿨대학원 미디어학 석사

영화 〈그녀에게〉〈거울속으로〉〈눈부신 하루〉  

       각본 및 연출

저서 《필름메이커의 눈》

       《스마트시네마 제작 매뉴얼》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집행위원

박찬일 Park Chan-il

문학·영상대학 문예창작과

연세대학교 독문학사

연세대학교 독문학 석사

연세대학교 독문학 박사

카셀Kassel대학교 독문학 박사후과정 

시집 《나비를 보는 고통》

《나는 푸른 트럭을 탔다》

《모자나무》 외 다수

수상: 편운문학상, 박인환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김희재 Kim Hee-jai

문학·영상대학 영상시나리오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 학사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 석사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박사 수료

영화 〈실미도〉〈공공의 적 2〉〈한반도〉

       〈국화꽃 향기〉 각본

에세이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

         《그래 괜찮아 미안해》

기업 특강: ‘대중문화 씹어먹기’ ‘SERI CEO’  

문예창작

윤호병 Yoon Ho-byeong

문학·영상대학 문예창작과

육군사관학교 이학사 

서울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문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문학 박사

저서 및 역서: 《비교문학》 《현대성의 경험》 외 

                   40여 권

학회 및 외부활동: 세계문학비교협회 부회장, 

평화방송/평화신문 시청자자문위원

수상: 시와 시학상 평론상, 편운문학상 평론상

        본상

김다은 Kim Da-eun

문학·영상대학 문예창작과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석사

Université de paris Ⅷ 불문학 박사

소설 《당신을 닮은 나라》《이상한 연애편지》        

       《훈민정음의 비밀》 등 20여 권

       제3회 1억 고료 국민문학상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도서 다수 선정

기업 특강: ‘세기의 러브레터’, 

               ‘훈민정음의 비밀’

정원철 Jung Won-chul

미술대학 판화과

독일 카쎌미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15회

한국현대미술 100년 Ⅱ, 평화선언2004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세계의 미술가 100인전을 비롯, 200여회의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

제9회 서울 국제 판화 비엔날레 우수상 수상

류블랴자 국제 판화 비엔날레 일등상

국립현대미술관, 중국국립미술관, 헝가리 

기욜시립미술관, 네덜란드 코브라 미술관,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미술관 등에 작품 소장

강승희 Kang Seung-hee

미술대학 판화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5회(서울, 워싱턴, 동경, 제주, 광주, 

부산, 대구)

작품소장(Public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대영박물관(영국), 

와카야마근대미술관(일본), 오사카문화재단

(일본), 우크라이나 독립센타(러시아)외 다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
daybreak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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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Professor
Profil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프로필

대학원

서영덕 Seo Young-doc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부산대학교 경영학학사

KAIST 경영공학 석사

KAIST 경영공학 박사

한국영화아카데미 프로듀싱 수료

김다은 Kim Da-eun

대학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석사

Université de paris Ⅷ 불문학 박사

소설 《당신을 닮은 나라》《이상한 연애편지》        

       《훈민정음의 비밀》 등 20여 권

       제3회 1억 고료 국민문학상

       문화예술위원회 우수도서 다수 선정

기업 특강: ‘세기의 러브레터’, 

               ‘훈민정음의 비밀’

김은영 Kim Eun-young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영국 City University (London)

예술정책경영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학 박사과정 수료

영화 〈세 친구〉〈거울 속으로〉〈사랑니〉

〈Mirrors〉(미국) 제작/프로듀서

저서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영화 읽기》(공저), 

논문 《박스오피스: 영화경제와 시장 지배의 

논리》《영화관객 연구: 텍스트결정론에서 

소비의 맥락까지》 등 다수

안성아 Ahn Sung-ah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연세대학교 경제학사

KAIST 경영공학 석사

KAIST 경영공학 박사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영화 마케팅 바이블》 등 번역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산업 애널리스트로 

활동

영상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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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김정수 Kim Jeong-soo

명예교수

한국음악협회 부회장

한국창작음악연구회장

한국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장

서울시 국악 관현악 단장 및 상임지휘자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김성경 Kim Sung-kyung

교육대학원

서울국악관현악단 단장 및 상임지휘자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기획 총연출 및 

운영위원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사)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 이사

한갑득류 현금상조 보존연구회 자문위원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조은아 Jo Eun-ah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사

Paris III 대학(Sorbonne-Nouvelle) 
언어학 석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공연영상전공 석사

Institut Superieur de Management 
Culturel 박사준비과정 디플로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수료

한국예술경영학회 홍보부회장

문화예술기관 운영 평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컨설턴트

박은실 Park Eun-sil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시카고 예술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기 위원

국무총리직속 국토정책위원회 1기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28대 위원

문화예술 나눔 및 기부, 문화예술정책, 

지역문화 창조도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