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박물관 토요음악회 4월 프로그램 및 공연 일정

 (총 8회, 4~7월, 9~12월 1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4월 공연「봄의 노래」프로그램 및 출연자

 ○ 프로그램
    
    <트럼펫 김완선> 

    Herbert L.Clarke (허버트L . 클라크),  Carnival of Venice (베네치아 카니발)

    George Gershwin (조지 거슈윈),  Someone to Watch Over Me (날 살펴주는 어떤 사람)

   <리코더 김규리> 

    Jacob van Eyck (야콥 반 아이크), 

      Engels Nachtegaeltje from "Der Fluyten Lust-hof (플루트의 기쁨의 정원)

                   
   <소프라노 김정아> 

    김성태 곡, 동심초

   Strauss (슈트라우스), Fruhlinsstimmen Walzer (봄의 왈츠)    

   G. Puccini (푸치니),  "Chi il bel sogno di Doretta" from Opera 'La Rondine‘
                           (오페라 '제비'중에서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테너 김상곤> 

    Salvatore Cardillo (살바토레 카르딜로), 'Core'n grato' (무정한 마음)

    G.Puccini (푸치니), "Nessun d'orma" from Opera 'Turandot'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수인 곡, 내 맘의 강물

    김연준 곡, 청산에 살리라

   <소프라노 김정아, 테너 김상곤 이중창>

    G.Puccini (푸치니), "O soave fanciulla" from Opera 'La Boheme‘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사랑의 이중창 "오 사랑스런 아가씨")

              
   <피아노 고승희>



○ 출연자

연번 이 름 사 진 주요 경력 비 고

1 서 혜 연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국비장학생 선발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수석 졸업

동아콩클, 이탈리아 싼타 마르게리타, 파도바 국제성악콩클 등 우승

오페라 <투란도트>, <나비부인>, <아이다>, <맥베드> 등

유럽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주역 활동

현이탈리아파도바 Iris Adami Corradetti 국제 성악 콩쿨심사위원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기획,음악감독

진행,해설

2 김 완 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Detmold Diplom

동아음악콩쿠르 트럼펫 부문 1위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역임

현 성남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출강

트럼펫

3 김 규 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술대학교 음악원 학,석사 졸업

음악교육신문사 콩쿨 관현악부문 최고상

올림푸스홀 고(古)음악 시리즈 ‘엔티크’ 기획연주 초청 외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리코더

4 김 정 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태리 Accademia Musicale Pescarese 졸업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쿨 1위 입상 외 콩쿨 우승 다수

오페라 <리골레또>,<라트라비아타> 외 다수 주역 출연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소프라노

5 김 상 곤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 수료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꽁세르티스타 수석졸업

이태리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성악 콩쿨 1위 입상 외 국제콩쿨 우승 다수

오페라 <라 파보리타>, <리골렛또> 외 다수 주역 출연

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테너

6 고 승 희

성신여대 기악과 졸업

동대학원 피아노 석사 및 반주석사 졸업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외

다수의 갈라 오페라, 독창회 반주 등 전문 성악반주자로 활동

현 성신여대 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피아노



 ‘16년 공연 일정
○ 공연 내용 : 클래식, 가족오페라, 국악, 탱고 등 다양한 장르

○ 진행․해설 : 서혜연 교수 (서울대 성악과)

회차 일정 공연 제목 출 연 자 장 르

1 4.2 봄의 노래

소프라노 김정아 (영남대 교수)

테너 김상곤 (이화여대 교수)

리코더 김규리 (한국예종 출강)

트럼펫 김완선 (성남시향 수석)

성악 클래식

기악 클래식

2 5.7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헨젤 박정아

그레텔 김지영 등
오페라

3 6.4 춤이 있는 우리가락
가야금 정효성(추계예대, 단국대 출강)등

이룰 무용단

전통국악

춤

4 7.2 리베르 탱고

코아모러스(Coamorous)

․재즈피아노 조윤성

․아코디언 알렉산더 셰이킨

․바이올린 김현수

․더블베이스 나장균

탱고 음악

5 9. 3 국악 한마당 출연자 미정

판소리

모듬북

현대국악 등

6 10.1 세계의 명가곡

소프라노 진유정(영남대 겸임교수)

조은혜(전문 연주자)

테너 이영화(단국대 교수)

바리톤 노대산(국민대 겸임교수)

성악 클래식

7 11.5 명연주가,마에스트리
피아노, 바이올린 등

출연자 미정
기악 클래식

8 12.3 사랑의 하모니
바이올린 기주희 (덕성여대 교수)

기타 출연자 미정

챔버오케스트라

성악, 기악 등

다양한 종합장르

※ 프로그램 및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