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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색소폰 강사 강좌분야

문화/예술/ /1년~5년

강사명 홍예준 성별 남

연락처 010-9506-2297 이메일

freeyj_@naver.com

거주지역 삼향읍 활동가능지역 전체 희망요일 원하는 날짜에 협의 후 결

정

희망 시간

원하는 시간에 협의 후 결

정

내용(자기

소개, 특기

사항 등)

전남예술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사 강진 청람중학

교 색소폰 강사 강진 병영중학교 색소폰 강사 강진 여자중학교 색소폰

강사 강진 평생교육 색소폰 강사 목포여자중학교 색소폰 강사 서울, 

천안 실용음악학원(천안 ns실용음악, 울트라 실용음악, 다온소리 실

용음악)등 다수 학원 색소폰 강사 jazz club(올뎃재즈, 부기우기, 상상

마당, 잭비님블)등 다양한 재즈클럽 색소폰 연주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하는 홍예준 입니다. 색소폰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올바른 자세와, 음표와 리듬의 표현을 배워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전문적이지만 즐거운 레슨

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비슷한 악

기인 색소폰! 한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가요,재즈,팝 등 기초 사운드부

터 테크닉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배워나간다면 노래부르시는 것처

럼 자유롭게 색소폰을 연주 할 수 있습니다. 1. 색소폰을 연주하기 위

한 기본적인 앙부쉬어, 호흡을 바로잡고 악기의 파지법을 배웁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롱톤, 텅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장 중

요한 톤에 집중합니다. 2. 기본적인 곡 (간단한 동요)연주와 꾸밈음을 

배우고 기존 곡을 더욱 멜로디컬하게 부를 수 있게 제시합니다. 3. 목

소리에서도 그렇듯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앙부쉬어 주법들을 배

움으로 자신의 표현력을 넓힙니다. 4. 원하는 사운드의 연주자 곡을

많이 들어보고 그 연주자의 톤, 표현력을 본인도 갖을수 있게끔 카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5. 기존곡을 연주자(본인)이 노래하는 것 처럼 

자유자재로 편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명 발행기관 발행일

단국대학교 학사 단국대학교 2021.09

기간 및 일시 강의명 주관기관 사진보기

2015~2021.03 실용음악 단국대학교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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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강의 이력 및 주요경력

2021.03~ 색소폰 강사 강진 청람중학교 사진 없음

2021.03~ 색소폰 강사 강진 병영중학교 사진 없음

2021.03~ 색소폰 강사 강진 여자중학교 사진 없음

2021.03~ 색소폰 강사 강진 평생교육원 사진 없음

2021.03~ 색소폰 강사 목포 여자중학교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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