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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1일, 탁트인 강변에서 클래식을 즐겨보세요!

-피크닉과 함께 즐기는 서울시향 표 야외음악회, 9.20~21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개최

 - 클래식과 록(Rock), 유명 뮤지컬 표곡 등 가을밤 한강변에서

  펼치는 오 스트라 페스타

 - 국제 명성의 지휘자 ‘스티 머큐리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 캐슬린 김, 뮤지컬 배우 카이 등 재기 넘치는 출연진

-마지막 날,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

□ 9월 셋째 주 주말, 온 가족과 함께 탁 트인 한강공원에서 클래식을 즐

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표이사 : 

박 정)은 9월 20일(토)과 9월 21일(일)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멀

티 라자 이벤트 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 

Classics For 2 Nights>가 열린다. 2011년 노들섬, 2012년부터 한강

공원에서 펼쳐진 <강변 음악회>는 서울시향의 표 인 야외 공연

이다.



□ 이번 무 에서는 라시도 도 고, 안드 아 보첼리, 스 등의 음악

트 인 지휘자 스티 머큐리오(Steven Mercurio)가 지휘 을 잡고

청 들에게 오 스트라의 다른 매력을 들려 다. 연 무 에는 

국출신의 세계 인 보컬리스트 라일랜드 엔젤(Ryland Angel),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인 소 라노 캐슬린 김, 뮤지컬 배우 카이  

등이 서울시향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 이번 <강변음악회>는 야외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로그램으로 꾸며진다. 9월 20일에는 ‘클래식 앤드 록

(Classics&Rock)’을 주제로 홀스트의 <행성>, 국의 설 인 록밴

드 퀸의 표곡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컬리스트 라일랜드 엔젤

(Ryland Angel)의 노래와 오 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21일에는 ‘클래식 투 로드웨이(Classics to Broadway)’를 주제로

정통 클래식과 함께 유명 뮤지컬 표곡을 선보인다. 린카 ‘루슬

란과 루드 라’ 서곡,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등 정통 클래식 퍼

토리 이외에 소 라노 캐슬린 김과, 뮤지컬 배우 카이의 노래로 뮤

지컬 <마이 페어 이디>, < 미제라블>의 표곡을 들려 다. 

□ 2014년 <강변음악회>에는 약 1만여석의 좌석이 마련될 정이며, 

의자형 객석과 함께 더욱 자유로운 분 기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석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상징인 한강에서 소 한 사

람들과 함께 서울시향의 연주를 들으며 보낼 9월의 주말 녁은 잊

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티켓 : 석무료 / 별도 약 차 없음)  

붙임 1.공연개요 2.연주자 로필 3.이미지



[붙임 1]공연개요

  ■ 공연명 : 2014 서울시립교향악단 강변음악회 - Classics For 2 Night

  ■ 일  시 :  2014. 9. 20(토) 오후 7시, 9월 21일(일) 오후 7시  

  ■ 장  소 :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이벤트 광장(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 지  휘 : 스티븐 머큐리오(Steven Mercurio)

  ■ 연  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 프로그램 

    9/20(토) <2014 강변음악회 I : Classics&Rock> 

 ■ 협연 : 라일랜드 엔젤(Ryland Angel, 보컬리스트)

     - 홀스트, <행성> 중 '화성'       

     - 홀스트, <행성> 중 '목성' 

     - R.슈트라우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프닝 

     - 퀸, 누가 영원한 삶을 꿈꿀까요(Who wants to live forever) / 보헤미안 랩소디

     - 바그너, 발퀴레의 비행 

     - 윌리엄스, 스타워즈 모음곡 발췌 

     - 윌리엄스, 영화 <E.T> 테마     외

   9/21(일) <2014 강변음악회 II : Classics to Broadway> 

 ■ 협연 : 캐슬린 김(소프라노), 카이(뮤지컬 배우)

    -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로에베,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 춤 출수 있어요” (캐슬린 김)

    - 코른골트, 로빈후드 모음곡 

    -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 번스타인, 캉디드 서곡 

    - 쇤베르크,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Bring Him Home”

    -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Op. 49 (W/ 불꽃놀이)   외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 티켓가격 : 전석 무료(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 

  ■ 문    의 : 1588-1210



[붙임 2]출연자 로필

■ 지 휘 : 스티 머큐리오 Steven Mercurio, conductor

- 국제 인 명성의 지휘자, 작곡 편곡자

- 스폴 토 페스티벌 음악감독, 필라델피아 오페라단 수석 지휘자 역임

- 런던 필하모닉, 로열필하모닉, 비엔나 심포니, 룩셈부르크, 라하 필하모니, 피츠버그

  심포니, 뉴 지 심포니 등 지휘

- 쓰리 테 ( 라시도 도 고, 루치아노 바로티, 호세 카 라스&비엔나 심포니

  <Christmas in Vienna> 지휘 코딩 발매(소니 클래식스)

- 안드 아 보첼리&뉴 지 심포니 <Statue of Liberty concert>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Anniversary Richard Tucker Opera Gala> 등 지휘

- 안드 아 보첼리, 라시도 도 고, 비오 아르 리아토, 칼 테 , 벤 헤 , 라이언

  터펠, 마르첼로 지오르다니, 시크릿 가든, 스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업

- 2011 <조수미 크 콘서트> 지휘

- 칙 코리아 음반 등으로 빌보드 어워드 수상



■ 보컬리스트_라일랜드 엔젤 Ryland Angel, vocalist

그래미상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국 출신 보컬리스트 라일랜드 

엔젤은 유럽과 미국에서 바로크에서 새로운 오페라 작품으로

주요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과 페스티벌 등 오페라와 콘서

트 무 에서 국제 인 명성을 얻어왔다. 라일랜드는 유명한

팝송, 화음악 그리고 다른 유명한 작품의 작곡과 공연 등

싱어송라이터로서 성공과 클래식 성악가로서의 경력을 함께

쌓아왔다. 

싱어송라이터로서 라일랜드는 기억에 남는 선율을 만들어왔

다. 한, 그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에 한 애착뿐만니라

다성의 하모니, 음향과 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심을

가지고 있다. 고 음악 통으로부터 직 으로 표출된 순수성과 고도로 훈련된 가

성으로 테 와 카운터테 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의 리스틀에서 태어난 라일랜드는 리스틀 성당에서 소년 성가 원으로 처음 노

래하 다. 트리니티 학 학장이었던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 던 어머니의 향을 받았다. 

비록 클래식 음악으로 기반들 다졌지만, 팝 음악에도 애착이 있어서 노래를 작곡하고 밴

드에서 공연하기도 하 다. 

리에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한 라일랜드는 필하모니아 바로크 오 스트라, 뉴욕의 음

악 앙상블과 Les Arts Florissants 등 권 있는 앙상블 등과 노래를 시작했다. 그는 뉴욕

시티 오페라, 잉 리시 내셔 오페라(ENO), 카네기홀, 링컨센터, 리 국립 오페라단 등

여러 단체에서 카운터테 트 음악의 주요 작품들을 연한 바 있다. 

라일랜드는 뉴욕에서 클래식이 아닌 첫번째 음반 작업을 시작했으며, 런던에서 유명한

애비 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 다. EMI 이블로 발매되었으며 ‘천상의 목소리’라는 제

목으로 PBS TV를 포함하여 ABC의 굳 모닝 아메리카 등 미국 역에서 연주되었다.  

오페라부터 팝음악, 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의 작곡과 공연에 그의 재능

을 발휘한 라일랜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창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길 희망

한다”는 음악 인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소 라노_캐슬린 김 Kathleen Kim, soprano

2007년 뉴욕 메로 폴리탄 오페라에 데뷰를 한 이후로, 소

라노 캐슬린 김은 세계 오페라 무 에서 “경이롭다” “ 작

은 강력 발 기 같다”  “완벽한 콜로라투라” 라는 과

평론가들의 평가를 받아가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2009년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에서 제임스 바인 지휘의 “ 

호 만의 이야기” 에서 ‘올림피아’를 시작으로, 비오 루이

지휘의 “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에서 ‘제르비네타’ 와

“가면 무도회” 에서의 ‘오스카’ 를 연주했으며,  특히 2011

년, 존 아담스의 “ 국의 간 닉슨”의 역사 인 메트로 폴리

탄 오페라 연에서 ‘장칭’역으로 세계 오페라계에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그외의 연주 활동으로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단에서 “가면무도회” 의 ‘오스카’ , 아틀란타

오페라에서 “마 ”의 ‘밤의여왕’ , 미네소타 오페라에서 “후궁으로 부터의 유괴” 의 ‘블론

쉔’ , 센트럴 시티 오페라에서 헨델의 “리날도” 의 ‘아르미다’와 “가울라의 아마디지” 의

‘멜리사’, 보스톤 리릭 오페라에서 ‘아그피나’ 의 ‘뽀뻬아’, 그리고 사라소타 오페라에서

“람마무어의 루치아” 의 타이틀 역인 ‘루치아’ 등이 있다. 

스페인 빌바오 오페라에서 “연 의 딸”의 ‘마리’역으로 2009 년 유럽무 에 데뷰한 캐슬린

김은 계속해서 뮌헨 국립극장에서 “마 ” 과 “호 만의 이야기”, 릴 오페라에서 “신데 라”

의 ‘요정’, 라이드본 페스티발에서 “어린이와 동화”의 ‘불,공주, 나이 게일’ 그리고 바르

셀로나 리세우 극장에서 “호 만의 이야기”에서 공연하며 세계 주요 무 에서 활약하고있

다. 오페라 뿐만 아니라, BBC Proms 에서 BBC 오 스트라와 ‘ 국에 간 닉슨’ 그리고 오

슬로 필하모닉과는 모짜르트의 C 단조 미사곡을 만 드 호넥의 지휘로 공연했으며, 

2010년의 복 기념 서울시향 공연의 객원 독창자를 비롯, 말러의 심포니 8번과 베토벤

9번 심포니를 서울시향과 정명훈지휘자의 지휘로 연주, 한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가슴

벅차게 했으며 2013년 4월에는 고국에서 처음으로 솔로 콘서트를 술의 당에서 열기

도 하 다. 캐슬린 김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 고 수학 도미 맨하탄 음 와 동 학원을

졸업했다.

■ 뮤지컬 배우_카이 Kai, musical actor

뮤지컬 배우이자 팝페라 가수 카이는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 동아 음악 콩쿠르,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성악 유망주로서의 길을 다져왔

다. 서울 고, 서울음 성악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재 박사과정에 재학 이다. 

카이는 정통 클래식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창조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결심, 그 첫 번째 도 으로 팝페라 가수의 길을 선택해 데뷔했다. 지난 2008년, 



데뷔 싱 “미완(未完)”을 발표하며 바리톤으로

서의 힘있고 안정된 음색으로 호평을 얻었다. 

세계 인 소 라노 조수미가 2009년 자신의

국 투어 콘서트의 트 로 격 인 발탁

을 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한, 수 많은

매거진으로부터 음악의 최고 유망주로 손

꼽히기도 했다. 작곡가 김형석이 로듀서로

참여한 첫 싱 <벌>, 작곡가 노 심의 로

듀싱으로 발매한 <이별이 먼 와 있다>는

카이의 부드럽고 섬세한 보컬을 잘 표 하며 각종 클래식 음악 차트에서 1 를 차지했

다. 세계 인 뮤지션 시크릿가든의 정규앨범 <With Special Guest>에 신곡 ‘운명의 연인

에게’를 직 작사, 노래하여 각종 차트에서 다시 한 번 1 를 차지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동도 겸하여 2011년 뮤지컬 <스토리 오 마이 라이 >의 ‘토마스’

역으로 출연하 으며, 2012년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에서 찰스 다네이 역을 맡아 한

국뮤지컬 상 남우신인상을 수상하 다. 소 라노 조수미, 이네사 갈란테 콘서트, 시크릿

가든 국 투어 콘서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국 콘서트에 연자로 출연했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에 청되어 공연했다.

2011년 3월 정규 1집 앨범 <I AM KAI>, 2012년 5월 일본에서 데뷔 싱 을 발표하여 그

역을 세계로 넓히고 있다. 한, 2013년 첫 크리스마스 디지털 싱 <퍼스트 크리스마

스>을 통하여, 한국인의 감성을 울리는 섬세한 재즈 풍의 리듬과 선율의 캐롤로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 다. KBS교향악단과의 정통 클래식 연에서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콘서트에 참여하기까지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서 활동 범 를 무한히 넓히고

있다. 재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자와,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DJ로 활동 이다.

■ 연주_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한국 최고의 교향악

단을 넘어 세계 수 의 교향악단으로

도약하고 있다. 60여년 간 서울시민과

한민국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온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

면서 세계 인 지휘자 정명훈의 리더십

아래 모차르트에서 메시앙에 이르는 폭넓

은 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 발 을 거

듭하고 있다. 



한, 성시연 부지휘자와 세계 명성의 객원지휘자, 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는 탁

월한 음악 성과와 로그래 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며 평균 92%에 달하는

유료 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라베마이어상 수상자인 진은숙 상임작곡가가 기획하는

‘아르스 노바’ 로젝트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기획으로 평가받으며 음악의 진수를

소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해외로 활동반경을 확장한 서울시향은 태국, 북경, 미국 뉴욕 UN본부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를

통해 지 언론으로부터 “세계 정상 오 스트라”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이어 2011년에

도 에든버러 인터내셔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 스 등 북미

투어를 통해 기립박수와 호평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도시 20주년

을 기념하여 국을 표하는 공연장인 국가 극원(国家大剧院)에서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하여 문화 외교사 로서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문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외에도 학교, 병원, 도서 , 구민회 등을 방문하는 ‘우리동네

음악회’를 펼치며 서울시민과 호흡하고 복 기념음악회 등 형 야외 공연은 서울시

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밖에도 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우리 동네 오 스트라’, 어린이들을

한 ‘음악 이야기’와 ‘오 스트라와 놀자’를 비롯하여 일반인을 한 ‘콘서트 미리 공부

하기’ 등 교육 로그램을 통한 클래식 음악의 변 확 노력은 물론, 

오 스트라의 음악 발 을 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공학생을 한 ‘작곡 마스

터클래스’, 차세 지휘자 양성을 한 ‘지휘자 마스터클래스’, 문 연주자 발굴

육성을 한 ‘바티의 트럼펫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인 클래식 음악 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5년 동안 매년 2장의

음반을 출시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2013년 4월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연한 베토벤

피아노 주곡 5번 “황제”와 교향곡 5번을 담은 다섯 번째 음반을 발매했으며, 12월

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을 발매했다. 올해 6월에는 일곱 번째 음반으로 진은숙

“3개의 주곡”이 출반되었다. 



[붙임 3] 련 이미지

(추가 이미지 :www.webhard.co.krseoulpo/6300-GUEST폴더 -보도자료 폴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