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Ulsan Art Center

시립예술단 공연 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울산시립합창단 제9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 민인기 (예술감독 및 지휘자)
협      연 : 김동규 (바리톤)
관 현 악 : 서울 라퓨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입 장 료 : VIP석/2만원, R석/1만원, S석/7천원, A석/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공연정보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민의 감동을 전하고 민인기 예술감독 취임

이후 매 연주회마다 전석 매진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울산시립

합창단이 오는 9월 15일(화)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

와 함께 제96회 정기연주회 “울산시립합창단과 김동규의 『9월의

Sweet한 프로포즈』”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사랑을 맞이하는 연인들의 설렘처럼 새로이 시작

되는 가을, 그 달콤한 향취를 선보이고자 기획한 무대이다. 총 5부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라퓨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정통

클래식을 비롯해 한국가곡, 울산의 노래, 오페라 아리아 및 합창

그리고 ‘콧수염 성악가’, ‘최고의 바리톤’ 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김동규의 특별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마에스트로 민인기 지휘자와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 울산 시민 중에 선정한 프로포즈 사연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특별순서로 마련되어 있다.

예술감독 겸 지휘자 / 민인기 바리톤 / 김동규

관현악 / 서울 라퓨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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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ure [라퓨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Hooked on Classics

Ⅰ. 가을의 大觀
•Zadok the Priest (From Coronation Anthems) ………………………… G.F. Händel

Ⅱ. 가을의 抒情
(가을을 주제로 한 5편의 한국가곡모음) ……………………………………… 김 기 영

Ⅲ. 아름다운 울산 
•사랑합니다 ………………………………………………………………………… 이 지 상
•고래 떼의 합창……………………………………………………………………… 이 건 용
•골리앗의 노래 (From 칸타타 울산 내 사랑) …………………………………… 이 건 용

Intermission

Ⅳ. Bariton 김 동 규
•La Danza …………………………………………………………………………… Rossini

Ⅴ. 名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Quando men vo (From Opera La Bohѐme) …………………………………… Puccini
•Nessum Dorma (From Opera Turadot) ………………………………………… Puccini

Ⅵ. Bariton 김동규
•Toreador Song (From Opera Carmen) …………………………………………… Bizet
•My Way ………………………………………………… Claude Francois, Frank Sinatra

Ⅶ. 울산시립합창단과 김동규
•Gloria all’Egitto (Grand March) (From Opera Aida) ……………………………… Verdi
•The Beatitudes (축복) ……………………………………………………………… Evans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Rolf Loveland

P R O G R A M

• • • • • •

■울산시립합창단

창단22주년을 맞은 울산시립합창단은 자연과 인간의 삶, 종교, 철학 등 다양한 테마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꿈과 사랑이 가득 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1993년 비상임단으로 출발하여, 1998년 상임단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적,  체계적 틀을 갖춤과 동시에 음악적 역량이 날로 향상되어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공공예술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간 6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다양한 테마의 기획공연, 활발한 대외공연과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관객위주의
맞춤형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단원 기량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
『한국합창대제전』,『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2009년, 2011년 독일 자를란트 뮤직페스티벌 초청공연』, 『2014 NCACDA(북미합창지휘자연합회)
초청공연』 등의 대외공연을 통한 활발한 교류활동과 『울산의 노래』, 창작 칸타타『울산, 내사랑』, 『외솔의 노래』등 울산을 테마로 한 창작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합창음악의 저변확대는 물론 질적향상에도 기여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은 초대 김일연 지휘자와 2대 최경호, 3대 박영호 지휘자가 초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지휘력과 리더십으로 시립합창단으로서 기틀을
다져오다 4대 나영수 지휘자 체제에 이르러 해외공연, 창작공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며, 5대 김명엽, 6대 구천지휘자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정상의
합창단으로 이끌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지난 4월 제7대 예술감독인 민인기 지휘자의 취임 이후로 ‘천지창조’, ‘재즈울산을홀리다’,  ‘차세대 지휘자와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해설이 있는 음악회’ 연주회로 울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콘텐츠를 잠재력으로 더욱 성숙한 공연문화를 선도하며,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자세로 새로운 장르 개척을 통해 관객의
문화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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