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연주곡

비발디 사계
왕벌의 비행
탱고
신세계 교향곡
베토벤 바이러스
차르다시
비로젯
캉캉
싱싱싱
허리케인
시네마천국ost.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버 더 레인보우
드림걸즈ost.
캐리비안 해적ost.
애니메이션 ost 메들리
드라마 도깨비ost.
007 ost. 외 다수

*보컬협연곡
여행을 떠나요
밤이면 밤마다
하하하송
Let's get loud
LOVE
영원한 친구
트롯트메들리
크리스마스 캐롤 다수
그 외 케이팝 다수.

루돌프 락(캐롤)
아메리카노(클럽ver.)
스무드 크리미널(마이클잭슨)
렛츠 겟 라우드(제니퍼 로페즈)
빌리진
잘못된만남 (김건모)
여행을 떠나요
붉은노을
허니
DJ doc 여름메들리
나 가거든(조수미)
포지션 I love you
아리랑
샤오핑궈 (중국곡)
월량대표아적심
데스파시토
그외
클래식, 케이팝 & 클럽뮤직 외 다수.

*샤인 1집 앨범

브레이브
어딕트
프로즌 하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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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HINE

SHINE 1집 정규앨범

1.Brave

2.Addict

3.Frozen heart

4.Arirang

샤인(Shine)은국내여성전자클래식그룹의 1세대다. 

전자악기를사용해음악을연주하며악기가모두무선으로되어있어활동적이고파워

풀한동작을연출할수있다. 그들이선보이는음악의장르는일렉트릭클래식이다.

일렉트릭클래식은빠른템포와강한비트를구사해관객을열광하게만든다. 아직까지

는대중에게생소하게느껴질수있지만멤버들이모두전자악기를들고댄스가가미된

연주를선보이는화려한퍼포먼스는보는이로하여금매료되게만든다.

샤인(Shine)은국내여성전자클래식그룹의 1세대인 1기멤버들이 2005년독립하면서

만들어진팀으로 2017년현재샤인3기가활동하기까지영역을넘나드는다양한무대

와, 국내뿐아니라해외에까지 2000회가넘는공연으로 <전자현악샤인>으로서의왕성

한활동과함께명성을쌓아가고있다.

정통클래식이중후한매력과깊이있는감동을준다면일렉트릭클래식은화려한율동

과자유로운무대연출로대중음악과같은친근함을준다.

샤인3기는멤버모두가솔로공연이가능한실력파연주자들이며, 듀오, 트리오, 4~5인

조앙상블, 보컬협연까지다양한구성으로공연을보여주는것이특징이다.

샤인1집은 1기멤버들의작품이며유럽지역과오세아니아,북미지역까지음원이유통

되고있고 현재 3기멤버들의앨범녹음작업이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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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수상

• 2015 대한민국 우수상품대상

• 2015 글로벌 브랜드 대상

문화예술 부문 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 대상

인기상 수상

• 2016 행복나눔 대상 수상

• 2016 글로벌 브랜드 대상

아리랑민족문화 대상수상

• 2016 국제 참예술인 대상 수상

• 2016 아시아 문예대상 방송연예 부분 수상

특별상

• 2017 대한민국 나눔대상 특별대상



Business area

Exhibition

Exhibition

마케팅적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많은 전시 행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 발표회

Marketing / Promotion

브랜드 마케팅 / 세일즈 프로모션 / 스타 마케팅

소비자가 기억에 남는 마케팅 서비스를 위해
고객을 흡입 시키는 공연을 제공합니다.

Marketing
promotion

Corporate & Public event / Festival

기업, 국가행사 / 페스티벌

참신한 기획, 다양한 연출, 품격 있는 행사를 위해 Quality 높은 공연으로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Inner

Promotion

Show
Business

Show Business

콘서트 / 시상식 / 컨벤션

대형무대 행사에 대한 공연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USIO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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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_01 Corporate & Public event / Festival

기업 내부직원 행사, 단합 대회, 페스티벌, 송년행사 등에 대한 풍부한 제작경험 보유.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 Inner promotion 진행

국민의식 전환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가 Festival 진행

시기적 이슈를 반영한 감성적 구성과 연출에 Focus를 맞추어 제작



│기업행사 & 런칭쇼
- 한전 연구원 한마음대회
- 현대자동차 비전 페스티벌
- 기아자동차 미니콘서트
-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기공식 축하공연
- 하이닉스 가을밤의 휴식 콘서트
- Air France 한국취항 25주년 공연
- Samsung P&I 전시관 공연
- ADT kick off 컨퍼런스
- LG 인재 개발대회
- 엘지U플러스 우수대리점 경영자 컨벤션
- 한국가스공사 연구원 성과발표회
- 코이카 임원 송년파티
- 허벌라이프 송년파티
-기아자동차 전국대리점 목표필달 결의대회
-우리은행 경영전략회의
- BMW 어워드 세레머니 외 다수.

│체육행사 축하공연
- 국제 인라인 마라톤대회
-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
- 전국 언론인 마라톤 대회
- 제10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 서울 월드 인라인컵 축하공연
- 하이서울 행복걷기대회
-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 월드컵 4강 응원콘서트
- 88서울올림픽 20주년 축하공연
- WK리그 개막식 축하공연
- 배구올스타전 오프닝공연
- 프로농구 전주KCC 플레이오프 외 다수.

│축제공연
- 2016 WFMF오프닝공연
- 삼척 장미축제
- 함평 나비축제
- 부평 풍물축제
- 서울숲 여름밤 축제
- 수원 화성 국제음악제
- 세종문화회관 도심 별밤 페스티벌
- 횡성 한우 축제, 강경 젖갈 축제
- 대학로 페스티벌
- 3사관학교 연합축제
- 한양 사이버대학교 축제
- 동원대학교 축제
- 레전드 할리 페스티벌
- 야마하 페밀리 페스티벌
- 다문화 전통 댄스 페스티벌
- 포천 예술인의 어울마당
-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 각종 대학 축제,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 다수.

Shine _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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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_02 Show Business

무대연출행사, 시상식, 방송, 콘서트 등 Show 제작 및 공연에 특화된 전문성 보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주최하는 워크숍 및 시상식 공연.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 제작 및 출연.

기술적인 장치연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세레모니에 대한 공연 솔루션 보유

Shine _ Experience



| 방송
-CCTV 외 중국방송 다수.
-KBS 드라마 어워즈 오프닝 생방송
-KBS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아웃사이더 협연)
-KBS 뮤직뱅크 생방송
-KBS 2TV 아침 해돋이공연 생방송
-KBS 2TV 광복70주년 특집생방송
-SBS 인기가요 생방송
-MBC 쇼 음악중심 생방송
-MBC 광 엑스포 생방송
-EBS,원음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다수
-매직 TV 행복 매직 콘서트
-리빙 TV 다수출연
-JTBC 위아자 나눔장터 축하공연 다수
-티브로드 할리 페스티벌 방송
-KTV 찾아가는 음악회-선물
-SBSsports,KBSn배구올스타전 오프닝생방송
-M.Net 예능출연 외 다수. 

** 광고출연 **
- 나라소프트
- 온라인게임 아이러브니키

| 포럼 축하공연
- 제주 세계 포럼 다수
- 서울 포브스(Forbes) 포럼
-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회 포럼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포럼
- 여성 CEO포럼
- 세계 도서관대회
-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전야제
- 국가지속발전 포럼 외 다수.

| 콘서트
- 세계 도서관대회 콘서트
- 장애인 돕기 행복콘서트
- 창동 열린극장 한여름밤의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별밤콘서트
- 화성음악축제 프린지콘서트
-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피콘서트
- 남이섬 샤인의 feel like dance콘서트 다수
- 김포시 보육교직원 드림콘서트
- 중장년 희망 토크콘서트
- 5색 가을 행복 콘서트
- 임진각 미니콘서트 외 다수.

** 샤인 단독 콘서트 **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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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_03 Marketing promotion

국내 다양한 기업들의 Marketing promotion에 대한 다양한 행사 진행.

연간 마케팅 프로모션 공연 연출 및 진행

한번 계약을 진행했던 Client사와의 차기 재 계약률 80% 이상

주요 Client와 프로젝트에 대한 전담 팀 운영

FUSION CLASS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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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브랜드행사 & 런칭쇼
- Nikon 신제품 런칭쇼
- Amos 헤어쇼
- 현대자동차컵 온라인게임 월드결승전
- 폭스바겐 런칭쇼
- BMW 패밀리데이 콘서트
- 갤러리아 백화점 VIP초청 콘서트
- 롯데백화점 오픈 축하공연
- 롯데백화점 VIP초청 입점브랜드 콘서트
- 현대백화점 VIP초청 브랜드런칭콘서트
- 신세계백화점 F/W 패션쇼
- 조이너스 F/W 패션쇼
- 아디다스 King of the road
- Amos 헤어쇼
- 여의도 IFC Mall 오픈콘서트
- 패션 따릉이 런칭 퍼레이드
- 중국 경위그룹 한국지사 설립식
- 중국 BTN 런칭쇼
- 중국 중마이그룹 한국대회
- 중국 미용박람회 PK런칭방송 다수
- 아이크로마 연맹 중국 10주년 춘천회의
- 코이코 해외전시 설명회
- 바디프렌드 송년회
- 엔터식스 임원,전직원 송년의밤
- 한미약품 한미인의 밤
- 건설 기술인의 날 축하공연
- 대한 창립 40주년 축하공연
- 주식회사 해마로 베트남 진출 축하공연
- 포스코대우 사명 및 CI 선포식
- 중국 BesTV와 한양홀딩스 한류콘텐츠

방송사업 런칭 & 업무협약식 외 다수.

| 시상식 & 이.취임식
- 롯데기공 스타대상 시상식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중앙회장 취임식
- 한국 여성경영자 총협회 회장 이.취임식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취임식
-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
-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
- 수협보험 전진대회 연도대상 시상식
- 영구크린 연도시상식
- JC 회장 이.취임식
- 국제로타리 회장 이.취임식
- 일산킨텍스 포장기계대상 시상식
- 국제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
- 올림픽 메달리스트 축하공연
- ING CUP CONVENTION 축하공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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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_04 Exhibition & Convention

게임쇼, 모터쇼, 전자기기전 등 대규모 산업전시에서의 전시관 공연 및 제작연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박람회 및 산업전등에 대한 공연 연출.

지스타 (게임쇼) 및 모터쇼 전시관 공연 제작 및 다수 출연.

주요 국가 전시 및 기업전시 프로젝트 다수 공연.

Shine _ Experience



│산업전시 & 상설공연

- 서울모터쇼 현대모비스 전시관
- 파주영어마을 써포터즈 발대식
- 한국 로터리의 날
- 한국 박물관 개관100주년 기념공연
- 여수엑스포 성공개최기원 공연
- 여수엑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 코엑스 P&I Nikon, 

Samsung
- 2016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 G-star 게임쇼
- 청계천 수중패션쇼 다수
- 장애인의날 축하공연
- 서울 국제 수산식품 전시회 공연

- 부산벡스코 한국경제TV 전시관
- 세계 자전거박람회 일산킨텍스
- 세계 아웃도어룩 박람회
- 한국산업전자대전 인텔 전시관
- 그린 에너지 엑스포
- 코엑스 전기자동차 박람회
-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100주년

- Enter-6 상설무대 정기공연 다수
- BMW Award ceremony
- 대전 중앙로 학생가요제
- 대전 중앙로 차없는거리
-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식 기념공연
- 중소기업 대전 오프닝 & 전시관공연
- 경주 비엔날레 상설무대 공연
- 강원랜드 세러데이 나잇 미니콘서트
- 워터파크 , 

스키장, 
해수욕장 상설공연 다수

- 2014 서울모터쇼 현대모비스 전시관 공연
- 2015 서울모터쇼 야마하모터스 전시관

외 다수.

Shine _ Portfolio



SHINE  REPERTORY

01 02 03Cross over 공연 Opening 공연 Solo & ensemble공연

대북공연, 비보이, LED퍼포먼스,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합주 및 합동 공연이
가능하여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임.

시상식 및 콘서트 연출 제작이 가능하여, 
행사에 성격에 맞은 다양한 오프닝 공연
및 기획공연이 가능함.

수많은 행사와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다
양한 장르의 공연 연출이 가능함.
또한 행사 Grade에 맞게 맞춤형 공연이
가능하고,
이색적이면서 새로운 공연 레파토리 구
성이 가능함.
(솔로,2인, 3인, 5인 보컬협연구성 가능)

FUSION CLASS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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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베를린 국립음대(UDK) Diplom 석,학사 졸업
<활동 경력> 
국민일보, 한세 음악 콩쿨1등
음악저널 입상
CCTV15. 乐上巅峰 준우승 (중국)
안후웨이위성TV . 我为歌王시즌2 출연 (중국)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콩쿨 입상
한미 콩쿨 금상
전국 효 음악 콩쿨 현악대상
제21회 음연이 선정한 ‘젊은이의 음악제’ (금호 아트홀) 
부암아트홀 초청 토요음악회
경상남도 음악제 협연 (3.15 아트센터)
한얼 음악 콩쿨 교육감상
차세대연주인특별음악회
@ 국내최초 전자첼로 단독콘서트 2014
Sommerakademie fuer Musik, Neuburg an der 
Donau bei Prof. Markus Nyikos / Forum artium. 
Meisterkurs bei Prof.Wolfgang Boettcher 수료
외 다수 연주,특별출현/ 창원,마산,진주시향외 다수협연
전) ELEC COOKIE ,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수석

현) 전자현악 샤인 멤버

<외국어특기>
독일어 , 중국어

* 솔로공연 가능

SHIN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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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중국 북경 중앙 음악 학교 바이올린 전공(2002 졸업)
▷ 총신 대학교 바이올린 전공
▷ 서울 예술 대학교 재즈 피아노 & 바이올린 전공

<활동 경력> 
크로스오버“tarantella, Happy angel” Violinist
▷ CBS TV CCM 가수 세션, 솔비 성시경 외 세션 ,
▷MBC 쇼 음악 중심 ,TVN 공부의 신
▷ 신관웅 Trio와 Moonglow, 천년동안도, 
라이프 카페 재즈 클럽 , 현 Soul to God 재즈 클럽연주

1집 앨범 ‘Angel’ 발매
▷중국(곤명,상해,청도,중경,우루무치 등)각종 축제 초청 연주
▷일본 오사카 국제 재즈 페스티벌재즈 바이올린 한국인 대표연주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한국인의 밤 초청연주
▷한국, 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인의 밤 초청 연주
서울 심포니,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 외 다수

현) 전자현악 샤인 멤버

<외국어 특기>

중국어

* 솔로공연 가능 *

SHINE Profile



V
io

lin
is

t “
M

I N
A
”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학사졸업
▷2005공주영상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우수상
▷2005공주영상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1등
▷2010 Ltaly “Conserbatorio Di Musica U. Giordano”

1년과정 수료

<활동 경력> 
▷제16회 양재 행복음악회 정기공연 가을낭만 콘서트
▷진주 유등 축제 축하공연
▷제3회 선사마을 작은 음악회
▷제2회 이스트힐스 골프대회 축하연주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음악회
▷인천 MICE 정례회 축하연주
▷전국 의료연합회 위로의 밤 축하공연
▷기타 다수의 연주 및 공연

현 ) 전자현악 샤인 멤버

* 솔로공연 가능 *

SHIN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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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France Musicalta diploma 취득
SBS 스타킹 출연
베트남(호치민) kpop 페스티벌
베트남 R16 세계비보이대회
2016 SBS ‘인기가요’ 가수 김강편
2017 k리그시상식.
2017 지상파 UHD개국 공동 축하쇼 ‘U HAVE A DREAM’
2017 M.I.S CHINA K-POP공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LIVESITE
2018 평창 패럴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2018 AMAEA 아시아의료미용협회 세계평화콘서트
2018 AMAEA Global TOP Masters Grand Awards 시상식
공연 및 `글로벌최고매력명예대사` 수상
현 ) 전자현악 샤인 멤버

* 솔로공연 가능 *

SHINE Profile



Violin,  Cello

SHINE (2인조)

Two Violin



1st Violin, 2nd Violin, Cello

SHINE (3인조)

1st Violin, Cello, Keyboard.



SHINE & 보컬 (3인조)



1st Violin, 2nd Violin, Cello, Keyboard

SHINE (4인조)



1st Violin, 2nd Violin, Cello, Vocal

SHINE & 보컬 (4인조)



1st Violin, 2nd Violin, Cello, 2Vocal

SHINE & 보컬 (5인조)



• Kpop , 해외팝등

• 다양한레파토리

SHINE & 걸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