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유� 영� Yuyoung�Jin

현대음악 타악기 연주자 / 쓰레기소리수집가

개인� 정보

홈페이지     www.yuyoungjin.com
메일         perc.yuyoungjin@gmail.com

학력
2015 - 2017   최고연주자과정 Konzertexamen/Meisterklasse 타악기 전공 프라이부르크 음

대 

2015 - 2013   석사 Meister 타악기 전공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2007 - 2011   학사 Bachelor 타악기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2004 - 2006   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료

연주경력

2020

11월 화성        진_유영 프로젝트 #2 타악기 연주자에 대한 모든 것 (화성시문화재단지원사

업)

2월 Stuttgart    Theater Rampe 주최 초연 앙상블 로트 Project<Goddesses> 

2019

http://www.yuyoungjin.com


12월  서울       단독 솔로공연 진_유영 프로젝트 #1 이방인의 일기장 (서울문래예술공장)

4월  Freiburg    앙상블 로트 봄의 축제 단독 공연

3월  Freiburg    Percussion Duo ONE 듀오 공연

2월  Freiburg    „vor dem Lied“ 작곡가 이유정 초연

1월  Freiburg    극장 E-Werk Art’s Birthday 초청공연

2018

12월  Freiburg    작곡가 Thomas Lauck Einführung in die Metalle 초연

12월  서울         앙상블 모르프 지금여기 숭고 공연 전곡 초연 (서울문화재단 후원)

11월  Freiburg     앙상블 로트 „페르세포네의 길“ 단독 공연

9 월  Kenzingen   오르간과 타악기 연주회 „Orgel plus Percussion“

4 월  Karlsruhe    음악극Musiktheater Madame Lenin, 칼스루에 시립극장 초청공연

1 월  Freiburg     앙상블 로트 자기만의 방 단독 공연, 초청 데뷔 공연

2 월 Opfingen     Percussion Duo ONE 타악기 듀오 연주회

2017

10 월 Freiburg    Percussion Duo ONE 세번째 정기 연주회

                   작곡가 Thomas Lauck “Yak.. in Himalaya“ 초연

                   Mehrklang 현대음악단체 페스티벌 참가

7 월 Berlin       프로젝트 앙상블 Morph „Trans-Abstrakt“ 베를린 한국문화원 

                  (한국의 젊은 음악가 선정)

5월 Freiburg     프라이부르크 음대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초연, 작곡가 Carlos Cardens

                  Una y Uno für Schlagzeug,Violin und Kontrabass mit Orchester

3월 Basel스위스  Metronomquatett 초연, Jieun Jun

2월 Freiburg     Percussion Duo ONE 두번째 정기 연주회

기타� 사항

l Kualar Lumpur International Malaysian Contemporary Percussion festival 2016 초

청 연주

l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 하계음악제 참가

l 이탈리아 파도바 음대 초청연주 CONSERVATORIO STATALE DI MUSICA "C.POLLINI”

l Klaus Huber 탄생 90 주년 기념 음악회 연주

l 마케도니아 Days of Mecedonian music 현대음악축제 초청연주



l 우크라이나 Two days and nights of new music 현대 음악축제 초청연주

l 우수 능력 외국학생을 위한 독일학술교류처 DAAD 수상 및 장학금 수혜 (DAAD-Preis 

für hervorragende Leistungen ausländisher Studierende)

l 독일 장학금 장학생 선발 (Detuschland Stipend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