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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

독일 마인츠 출생

＊

Mainz Konservatorium 14세 최연소 입학 (1999)

＊

Karlsruhe Musikhochschule 칼스루헤 국립음대 입학 (2000)

＊

칼스루헤 국립음대 KA과정 최우수 졸업 (2006, 지도 Prof. Ulf Hoelscher)

＊

인디애나 주립음대학원 Performance Diploma 과정 중 (지도, Prof. Jaime
Laredo) 칼스루헤 국립음대 최고과정(Konzert Examen) 최우수 졸업 (2008)

＊

학기 방학 기간 Prof. Midori Goto 특별지도 (추천서참고)

수상경력
＊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 더블 골드디스크 달성
(2014, 2015)

＊

대한민국을 빛낸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2011)

＊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음악 부문(2014)

＊

독일 라인란드팔츠 주를 이끌어갈 음악인 선정,
ZIRP (2007)

＊

독일 정부 산하 기관 Musikleben 콩쿨 우승자
선정, 1730년산 과르네리 무상지원,
2003부터 2014까지 기간 연장 지원

특별상(2005)
＊

드레스덴 Pisendel 콩쿨 대상(현 국제콩쿨)
(2004)

＊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콩쿨, 이태리 포스타치
니 국제콩쿨, 독일 Kloster Shoental 국제콩
쿨 입상 (2004-2006)

＊

미국 Meadowmount School of Music
Ivan Galamian 상 (2001)

＊

독일 하노버 Joachim Friedrich 콩쿨 우승
(2004)

＊

독일 총연방 청소년 음악 콩쿨
(Jugendmusiziert Bundeswettbewerb)
솔로 부분 1등 (2000)

＊

독일 총연방 청소년 음악콩쿨 (Jugendmusiziert
Bundeswettbewerb) 실내악 부분 1등, 실내악
부분 전체 대상 (2001)

＊

14세 마인츠 시립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유럽 주요도시 순회공연으로 데뷔

루마니아 R. Enescu 국제 콩쿨 2등 외 3개의

＊

LA 월트 디즈니센터 LA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

오케스트라 협연

＊

독일 브레멘 die grosse Glocke 신년 콘서트
브레멘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주곡 전악장

＊

서울 시립 교향악단 강변 콘서트

＊

G20 회담 기념 평화 콘서트(KBS 방송)

＊

2016년 세종문회회관 대극장 단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공연
신년음악회, 5.18 민주화운동 음악회 (KBS 열린
음악회 생중계) 등에서 KBS 교향악단과 다수 협연 ＊ 독일 Schleswig-Holstein Musik Festival
＊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멘델스존 전 ＊ 독일 Carl Flesh Akademie
악장 협연 바덴바덴 콘서트 하우스
＊ 독일 Beethoven Europe Festival
＊ 상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카챠투리
＊ 스위스 Tibor Varga Sion Festival
안 전악장 협연 상해 콘서트 하우스 외
＊

주요연주
＊

여수 세계박람회 2012 개막식 솔리스트
(KBS 외 세계 주요방송 생중계)

＊

카네기홀 한국인 최초 시즌 개막주간 독주회

＊

케네디 센터 특별 게스트 초청 연주

＊

멕시코 페스티벌 드 멕시코 요요마의 후임으로
타이틀 아티스트 (남미 60개 이상의 메인 스트
림 보도 및 방송)

＊

미 국회 컨퍼런스 오프닝 강연 및 공연자( 콜린
파월 전미 국방부장관, 애슐리쥬드 헐리우드 스
타와 함께 주요 게스트 3인 중)

＊

TED talks(3백만 조회 수 육박)

＊

유네스코 창립기념 콘서트 솔리스트

＊

영국 Dartington Festival

＊

오스트리아 Mozart Festival 외
기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

＊

여수시 엑스포 홍보대사

＊

청와대 임명 G20 정책 자문위원단

＊

몰타 국제 음악 콩쿨 최연소 부심사위원장 역임

＊

중앙음악콩쿨 최연소 심사위원 역임

＊

Masterclass 지도교수 참여 : 서울예고, 계원예
고, LA Youth Symphony Orchestra,
Washington COMPASS

＊

7개 솔로 정규음반 발매 (2개 유니버셜 뮤직
데카레이블 발매 및 더블 골드디스크 달성)

유니버셜 플라크디스크
http://jihaepa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