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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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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 7. 10.(금) 오후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학생 (초·중·고) 50%, 유료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관람등급 :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공연정보

한국전쟁 65주년의 아픔을 기리며 UN 본부에 울려 퍼지는 ‘평화, 자유, 인권, 사랑’의 메세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온 울산시립교향악단이 UN본부 평화음악축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제1곡, 제2곡, 제4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때의 전율과 감동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전세계 클래식 매니아를 압도하는 보헤미아의 선율

체코의 민족성을 세계적인 정서로 가장 잘 표현했다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8번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뉴욕의

저녁을 물들였습니다. 유럽의 민족적인 서정성을 완벽하게 표현하여 관객을 압도하겠다는 야심찬 선곡의 의지를 담아낸 울산시립교

향악단의 저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카네기홀과 UN본부에 보여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감동적인 무대는 한국교민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이

들로 하여금 찬사와 함께 감동을 선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보여준 수준있는 기량과 가슴뭉클했던 순간을 선사하고

자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의미있고 뜻깊은 소중한 추억이 될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P R O G R A M

▪최성환 / 아리랑 판타지

SungHwan-Choi / Arirang Fantasy

▪홀스트 / [행성] 중 제1곡, 제2곡, 제4곡

G. Holst / [the planets] op.32 No.1, 2, 4

1. Mars, The Bringer of War (화성/전쟁의 신)

2. Venus, The Bringer of Peace (금성/평화의 신)

4. Jupiter, The Bringer of Jollity (목성/쾌락의 신)

-Intermission (휴식) -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88

A. Dvora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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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공연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소리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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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소리 

울산시립무용단이 오는 24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국악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남상일, 박애리의 재미있

는 해설과 진행으로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국악오페라, 판소리,

그리고 합창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 『우리소리 판타지』를

연다.

울산시립무용단 김상덕 예술감독 겸 안무자가 기획하고, 前 국

립창극단 이용탁 음악감독과 울산시립무용단 박상욱 악장이 지

휘를 맡은 이번 무대는 방송 · 무대 · 교육현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악을 전파하면서 우리 소리 전도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

는 국악인 남상일, 박애리의 진행으로 흥겹고 구성진 우리 소리

와 우리 가락의 멋과 맛을 느끼고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

련되는데,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국악오페라, 판소리, 합창 등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폭넓은 국악 장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첫 순서로는 중국 민요 ‘모리화’를 주제로 중국여성의 풍부한 전

통미와 다양한 생활상을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경쾌한 선율로 표

현한 창작 국악 ‘모리화’로 출발하고, 이어 울산시립무용단 정영

희 수석의 피리 협연으로 다양한 전조와 변청가락으로 곡의 재미

를 더한 피리협주곡 ‘창부타령 주제의 의한 협주곡’을, 지역 국악

인 박미서, 서순화의 소리로 민요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강원도

아리랑’, 울산출신으로 ‘흥보가, 춘향가’ 등을 완창하고 미국, 중

국, 일본 초청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쳐 떠오르는 국악신인으로 주

목받는 이수현의 소리와 울산시립무용단의 춤이 곁들어진 『수궁

일      시 : 2015. 7. 24(금)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유료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관람등급 : 만 5세이상 관람가

공연정보

예술감독 / 김상덕 지휘 / 이용탁

박

진행 / 남상일, 박애리

한국 국악계 활력을 불어넣는 남상일, 박애리의 재담 넘치는 해설과 진행! 

울산시립합창단, 지역 국악인, 국악가요계 샛별 서진실, 이수현 등 화려한 특별출연진과

국악관현악, 국악가요, 국악오페라, 판소리, 합창 등 다양한 장르와 함께 국악 매력속으로…….

판타지
Korea Traditional Music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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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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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금)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소리 

판타지
Korea Traditional Music

Fantasy

진행 /남상일, 박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