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 (Jee Soo Shin)

1981년 1월 31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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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품활동 (최근활동 순)
2013(예정) 앙상블오푸스 위촉 피아노 사중주 초연 예정
2012 서울 예술의전당 IBK홀 – 양재웅 피아노 독주회 - White Blessing 2-2 서울초연
2012 강릉 단오문화관,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 공간반응 퍼포먼스 점선소춤 작곡 및 연출
2012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스튜디오 하이 - 호른트리오와 토이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초연
2012 서울 예술의전당 IBK홀 -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아 위촉 After Fahrenheit 451 초연
2012 서울, 전주, 함양 – <NOKHA(노카)> 작곡, 제작, 총연출 및 순회공연 기획
2011 서울 문래예술공장 - 서울문화재단 후원 오제 escapade 1-3 작곡가 박은경과 공동기획 작폼 초연
2011 통영 윤이상 기념관, 프랑크푸르트(독일), 파리(프랑스) – 임수연 피아노독주회 White Blessing 2-2 초연
2010 영국 사우스햄턴 – New Music Festival 공동창단 및 작품 초연
2009 영국 Dartington International Summer School 초청 성악합주 워크샵 참가 및 작품 Salut 초연
2008 독일 다름슈타트 – 이은선과 공동작업후 음악설치극 Konzerstück 초연
2006 스위스, 남아공, 영국, 세르비아 등지 - Acrobat 앙상블 5중주와 인성을 위한 작품발표
2006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석사 졸업 작품발표회 작품 6곡 초연
2003 서울 세종문화회관 –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수상경력
2004 Reiffeisen-Klassik-Preis (Mozarteum 재단)
2006 Bernhard-Paumgartner Medal (Mozarteum 재단)
2007 Euritmia Concorso Internationale di Composizione (Phrygian Waves 국제 피아노콩쿨 지정곡 선정)
2010 Plucked from Nowhere Composition Competition (Álvarez Chamber Orchestra)

강의 경력
2008.5-2010.6

옥스포드 대학교 강사(external tutor) 역임

2008.10-2010.6

사우스햄턴 대학교 수업조교

학력

1996-1999

선화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피아노, 작곡

1999-200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작곡

2003-2006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University Mozarteum Salzburg)

석사(M.A.)

작곡, 음악이론

2007-2011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ampton)

박사(PhD)

작곡

신지수

2/2페이지

레지던시, 워크샵 및 페스티벌 참가경력 (최근 순)
2012.8.

I-Park 아티스트 레지던시 초청 (미국)

2012.7.

Free, Music Festival – 더하우스콘서트 10주년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참여 아티스트 선정

2010.12

Southampton New Music Festival 공동창립 및 강연/작품발표 (영국)

2009.8

Dartington International Summer School 초청 작곡 워크샵 참가 및 작품발표 (영국)

2007.8

Avantgarde Tirol 작곡세미나 초청 (오스트리아)

2007.7

Acanthes 전자음악세미나 참가 (프랑스)

2008.7
2006,7

다름슈타트 하계음악제 참가 및 작품발표 (독일)

2005.8

바이로이트 작곡세미나 참가 (독일)

2005.7

슈톡하우젠 세미나 참가 (독일)

사사
Michael Finnissy
Reinhard Febel
Franz Zaunschirm
장정익
이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