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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과 팝음악을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해석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극찬과 실력을 인정받은 그룹 !

다양한 실험성과 예술성, 대중성까지 겸비한 기존의 음악장르를 뛰어넘는 100% 라이브로 폭발적인 무대매너와 환상적인 사운드로 관객을 사로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수많은 컨셉 의 공연활동과 세 번째 음반활동으로 백여곡 이상의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때론 친숙하게 때론 유니크 하게 다른 팀들과는 단연 차별화
된 수준의 공연 팀 이라 할 수있다.

공연의 컨셉 에 따라 보컬 4인조 , 3중주, 2중주 ,1인솔로까지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으며 댄스팀, 타악, 국악 등 다른 장르의 공연 팀들과 협연이 가능하다. 

품격 있는 VIOLET 의 음악은 앞으로도 국내와 해외 활동을 병행하며 멋진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과 즐거움을 선사 할 것이다 . http:/blog.naver.com/elecviolet

Classical Crossover !

Electric Violet
국가대표 전자현악

수많은 수식어의 선두주자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연주자들이 모였다.

전자현악 그룹 바이올렛 !

전자바이올린/전자첼로/플루트/보컬
최고의 연주실력과 미모를 고루 갖춘
화려한 무대매너를 자랑하는 그녀들 .

전통클래식부터 일렉 , K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화려한 음악과 그녀들만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http://blog.naver.com/elecviolet


❖ 한류문화 예술단 선정

❖ 자살예방연대 홍보대사

❖ 앨범 Challenge 발매

❖ 앨범 Mascara 발매

❖ 앨범 hope 발매

❖ Violet 단독콘서트 4회

❖ 베트남 ,두바이 , 중국 , 일본 ,튀니지,파리, 유럽 등 초청공연

❖ 서울/부산/일산국제모터쇼 초청공연

❖ 아시아 국제 핸드볼선수권 대회

❖ 축구 올스타전 개막식 k리그 주제가 참여 및 공연

❖ 아이스하키한일전 개막식 초청공연

❖ 독도사랑 콘서트 초청공연

❖ 국제무용제개막식 초청공연

❖ 라오스초청한류 콘서트

❖ 각종 파티 및 축제 오프닝 퍼포먼스

❖ 파타야 초청 콘서트

❖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초청공연

❖ 부산국제 영화제 초청공연

❖ 중국 엑스포 초청공연

❖ 각종 광고 CF 촬영 및 모델

❖ 이 외 각종 기업행사 및 방송초청공연



클래식 No. POP & Jazz No. K팝 편곡 No. 국악 편곡 No. 바이올렛 싱글 No.

○ Scherzo (Beethoven)

○ Canon (캐논변주곡)

○ cancan (캉캉)

○사랑의 인사

○비발디

○천국과 지옥 서곡

○세뇨리따 외 다수

○ Smooth Criminal (Michael 
Jackson)

○ Hot Stuff

○ L.O.V.E

○ I love rock & roll

○ Shot

○ Dancing Queen

○ Hands Clap

○ Up town funk

○Mambo No.5

○그 외 다수

○소녀시대 - 소녀시대

○ Cheer Up – 트와이스

○핫 스터프

○깊은밤을 날아서

○뮤지컬 메들리

○트롯트 메들리

○외 다수

○민요 메들리

○대박기원

○ Home coming

○ Dream in

○아리랑 판타지

○ Secret

○아름다운 나라

○외 다수

○Mascara

○ Challenge

○ Last Winter Story

○ Secret

○ Only Hope 외 다수

각 기업 주제가, CM송, 게임 음악 등 제작 및 편곡, 연주 가능하며, 레파토리는 행사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대중성까지 겸비한 국가대표 전자현악 그룹!



Violinist  GOEUN OH  [오고은]



Vocalist  SANGHEE JUNG [정상희]



Cellist  MIRYE SA  [사미례]



Flute  EUNHA LEE  [이은하]



아름다운 비쥬얼로 완성된, 100% 라이브 일렉트로닉 크로스오버 퍼포먼스

Violet Pictures



수많은 수식어의 선두주자 국가대표 전자현악 그룹 바이올렛

Violet Pictures



수원 4인 공연 영상

https://youtu.be/YRTgQT78KCE

4인 홍보영상

https://youtu.be/nuqV3ZtJ6sU

드림인 방송 녹화

https://youtu.be/GhXwL6F5HyM

맘보 공연 영상

https://youtu.be/zoAUdFu1GW8

SBS 메인 축하공연

https://youtu.be/f4h8Zmf8tTo

찾아가는음악회

https://youtu.be/m3REtE_tOOY

Violet Video

마스카라(Mascara) 뮤직비디오

https://youtu.be/BDyoyJX4qeI

모터쇼 공연 영상

https://youtu.be/e5oggijGtaw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https://youtu.be/YRTgQT78KCE
https://youtu.be/nuqV3ZtJ6sU
https://youtu.be/GhXwL6F5HyM
https://youtu.be/zoAUdFu1GW8
https://youtu.be/f4h8Zmf8tTo
https://youtu.be/m3REtE_tOOY
https://youtu.be/BDyoyJX4qeI
https://youtu.be/e5oggijGtaw


3 ~ 4 인 홍보영상

https://youtu.be/prElsMvrwSg

우주항공축제 세대공감

https://youtu.be/dO-5k7QYOcQ

Violet Video

영상 참고 사이트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pgMFo3b3lKlhtT2eZiSuuECsucFXdm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https://youtu.be/prElsMvrwSg
https://youtu.be/prElsMvrwSg
https://youtu.be/prElsMvrwSg
https://youtu.be/dO-5k7QYOcQ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pgMFo3b3lKlhtT2eZiSuuECsucFXdme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xpgMFo3b3lKlhtT2eZiSuuECsucFXdme


Challenge - 바이올렛 1st Mini Album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103851

Mascara - 바이올렛 2nd Mini Album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102628

Only Hope - 바이올렛 3rd Mini Album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287283

음악 듣기

링크 및 사진을 클릭하면 음악 듣기로 이동합니다.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287283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102628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103851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103851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103851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102628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102628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287283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2287283
http://www.melon.com/artist/timeline.htm?artistId=248128
http://www.melon.com/artist/timeline.htm?artistId=248128


자살예방연대, 홍보대사 바이올렛 위촉 - Newsi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0
0833

-바이올렛 언론홍보 (뮤비관련)-
http://interview365.mk.co.kr/news/19346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40042&section=sc208
네이버 검색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5398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40042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9&category=85&no=36299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9
다음 검색
http://www.topstarnews.net/n_news/news/view.html?no=7947
톱스타뉴스 매거진

-음반발매기사-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0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54079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5473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9&category=85&no=363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00833
http://interview365.mk.co.kr/news/19346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40042&section=sc208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5398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40042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9&category=85&no=36299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9
http://www.topstarnews.net/n_news/news/view.html?no=7947
http://www.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0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54079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5473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9&category=85&no=36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