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Thu 5pm
용평리조트 눈마을홀 | YongPyong Resort Snow Village
<프레디 켐프 피아노 리사이틀 Freddy Kempf Piano Recital >
프레데리크 쇼팽
F. Chopin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12개의 연습곡 작품번호 10
12 Etudes op. 10
회화적 연습곡 작품번호 39
Etudes-Tableaux op. 39

- 프레디 켐프 Freddy Kempf piano

.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7 Fri, 7:30pm
삼척문화원 공연장 | Samcheok Cultural Center
<앙상블 더 브릿지 콘서트 Ensemble The Bridge Concert>
조아키노 로시니
G. Rossini
Allegro
Andante molto
Allegro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듀오 D 장조
Duo for Cello and Double Bass in D major

- 이헬렌cello
- 조용우double bass
안토닌 드보르작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삼중주 C 장조 작품번호 74
A. Dvořák
Terzetto for 2 Violins and Viola in C major, op. 74
Introduction. Allegro Ma non Troppo
Larghetto
Scherzo: Vivace-pocomeno Mosso
Teme con Variazioni: Poco Adagio - molto Allegro – Moderato
- 성경주, 백은교violin
- 이신규viola
조아키노 로시니 소나타 3번 C 장조
G. Rossini Sonata a Quattro no. 3 in C major
Allegro
Andante
Moderato
-

성경주, 백은교 violin
이신규 viola
이헬렌 cello
조용우 double bass

안토닌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제 12번 F 장조 작품번호 96
A. Dvořák
String Quartet no. 12 in F major, op.96
Allegro ma non troppo
Lento
Finale: Vivace ma non troppo
Teme con Variazioni: Poco Adagio - molto Allegro – Moderato
- 성경주, 백은교violin
- 이신규viola
- 조용우double bass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7Fri, 7:30pm
춘천문화예술회관 | Chuncheon Culture & Art Center
<춘천시립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Chu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벨라 바르톡
비올라 협주곡
B. Bartók
Viola Concerto BB 128 Sz. 120
Moderato
Adagio Religioso
Allegro Vivace
- 춘천시립교향악단
- 막심 리자노프 Maxim Rysanov viola
- 이종진conductor
에드바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 장조 작품번호 16
E. 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Allegro molto moderato.
Adagio
Allegro moderato marcato
- 춘천시립교향악단
- 안티시랄라 Antti Siirala piano
- 이종진conductor
Intermission
요하네스 브람스
J. Brahms
Allegro con brio
Andante
Poco allegretto
Allegro
- 춘천시립교향악단
- 이종진conductor

교향곡 3번 F 장조 작품번호 90
Symphony no. 3 in F major, op. 90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8 Sat, 11am
진부 월정사 성보박물관| Jinbu Woljeongsa Museum
<레오나르 엘셴브로이히 첼로 리사이틀 Leonard Elschenbroich Cello Recital>

파울 힌데미트
P. Hindemith
Lebhaft, sehr markiert
Mäßig schnell, Gemächlich
Langsam
Lebhafte Viertel
Mäßig schnell

첼로 소나타 3번 작품번호 25
Cello Sonata no. 3, op. 25

요하네스 브람스
J. Brahms

‘네 개의 엄숙한 노래’ 작품번호 121
‘Vier Ernste Gesänge’, op. 121 (arranged by Daniil Shafran)

루트비히 판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A 장조 작품번호 69
L. v. Beethoven
Cello Sonata no. 3 in A major, op. 69
Allegro, ma non tanto
Scherzo. Allegro molto (A minor) - Trio
Adagio cantabile (E major) - Allegro vivace
- 레오나드 엘셴브로이히 Leonard Elschenbroich, cello
- 웬빈 진 Wenbin Jin, piano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8 Sat, 6:30pm
원주 뮤지엄 산 청조갤러리 C0| Wonju Museum SAN
<라비니아 마이어 하프 리사이틀 Lavinia Meijer Harp Recital>

Harp Solo
필립 글래스
P. Glass

Theme of Koyaanisqatsi

필립 글래스
P. Glass

변용2번
Metamorphosis II

필립 글래스
P. Glass

변용4번
Metamorphosis IV

브라이스 데스너 하프를 위한 모음곡
B. Dessner
Suite for Harp
Movement I
Movement II
Movement III
닐스 프람
N.Frahm

암브레
Ambre

올라푸르 아날드
Ó . Analds

내일의 노래
Tomorrow's Song

필립 글래스
P. Glass

연습곡 16 & 17번
Etude no.16 & 17

레너드 코헨
L. Cohen

할렐루야
Hallelujah

- 라비니아 마이어 Lavinia Meijer, harp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9 Sun, 3pm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Gangneung Arts Center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특별 연주회 Festival Orchestra Special Concert>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 단조 작품번호 18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18
Moderato
Adiagio Sostenuto
Allegro Scherzando
- 페스티벌오케스트라
- 손열음piano
- 드미트리 키타옌코 Dmitrij Kitajenko conductor
–Intermission–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F 단조 작품번호 36
P. I. Tchaikovsky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Andante sostenuto - Moderato con anima -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Andantino in modo di canzone
Scherzo. Pizzicato ostinato – Allegro
Finale (Allegro con fuoco)
-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키타옌코 Dmitrij Kitajenko conductor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1 Fri, 7:30pm
철원 화강문화센터| Cheorwon Hwagang Culture Center
<앙상블 더 브릿지 콘서트 Ensemble The Bridge Conce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 A. Mozart
Allegro
Andante
Presto

디베르티멘토 D 장조 작품번호 136-125a
Divertimento in D major K.136-125a

막스 부루흐
M. Bruch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번호 85
Romance for Viola op.85

- 이신규viola solo
데이빗 포퍼
D. Popper

헝가리안 랩소디 작품번호 68
Hungarian Rhapsody op.68

-이헬렌cello solo
벨라 바르톡
B. Bartók
Joc cu bâta – Allegro moderato
Brâul – Allegro
Pê-loc – Andante
Buciumeana – Moderato
Poargâromâneasca – Allegro
Mâruntel – Allegro
아스토르 피아졸라
A. Piazzolla

루마니안 민속 춤곡 작품번호 56
Romanian Folk Dances Sz.56

탱고 발레
Tango Ballet

- 앙상블 더 브릿지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1 Wed, 7:30pm
속초 강원진로교육원| Sokcho Gangwon Career Education Institute
<노부스 콰르텟 리사이틀 Novus String Quartet Recital>

안톤 베베른

느린 악장

A. Webern

Langsamer Satz

요제프 하이든

현악4중주 F 단조 작품번호 20-5 (Hob.III:35)

J. Haydn

String Quartet in F minor op.20-5 (Hob.III:35)

Allegro moderato
Minuetto
Adagio
Finale: Fuga a dueSoggetti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현악4중주 1번 D 장조 작품번호 11
P. I. Tchaikovsky
String Quartet no.1 in D major, op.11
Allegro grazioso – Presto
Prestissimo - Andante tranquillo
Tempo di valse, moderato, con eleganza, un poco capriccioso - Allegretto, un pocogioviale Subito allegro con moto - Prestissimo
- 노부스 콰르텟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2 Thu, 6:00pm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루가홀|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라이징스타 스페셜 Rising Star Special>

펠릭스 멘델스존
F. Mendelssohn

론도 카프리치오소 E 장조 작품번호 14
Rondo Capriccioso in E major, op. 14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S. Prokofiev

토카타 D 단조 작품번호 11
Toccata for Piano in D minor, op. 11

- 고현서 piano

로베르트 슈만
R. Schumann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A 플랫장조 작품번호 70
Adagio and Allegro A-flat major, op. 70

- 윤여림 James “Yeolim” Yoon viola
- 에반 솔로몬 Evan Solomon piano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 S. Bach
Prelude
Courante
Sarabande
Gigue

무반주 첼로모음곡 3번 C 장조 작품번호 1009
Cello Suite no.3 in C major, BWV 1009

-진 나카무라 Jin Nakamura cello solo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R. Strauss
Improvisation: Andante cantabile
Finale: Andante – Allegro

바이올린 소나타 E 플랫단조 작품번호 18 (TrV 151)
Violin Sonata in E-flat major, op. 18, TrV 151

- 히로카 마츠모토 Hiroka Matsumoto violin
- 에반 솔로몬 Evan Solomon piano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3 Fri, 7:00pm
횡성 문화예술회관| Hoengseong Culture & Art Center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 Gala Concert>
가에타노 도니제티
G. Donizetti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from L’elisir d’amore

- 김동원tenor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 Strauss II

‘박쥐’ 중 나의 주인 후작님
Mein Herr Marquis from Die Fledermaus

- 구은경sopran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산들바람이여~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from Le Nozze di Figaro

- 구은경soprano
- 추희명mezzo soprano
쟈코모 푸치니
G. Puccini
- 김재일tenor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Elucevan le stelle from Tosca

쟈코모 푸치니
G. Puccini
- 정주희soprano

‘쟌니스키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Omiobabbinocaro from Gianni Schicchi

프란츠 레하르
F Lehár
- 정주희soprano
- 김재일tenor
리하르트 바그너
R. Wagner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해도
Lippenschweigen from Die lustige Witwe

‘탄호이져’ 중 저녁 별의 노래
O du,mein holder Abendstern from Tannhäuser

- 한명원baritone
조르쥬 비제
G. Bizet

‘카르멘 ’ 중 하바네라
Habanera from Carmen

- 추희명mezzo soprano
쟈코모 푸치니
G. Puccini
- 김동원tenor
- 한명원baritone

‘라보엠’ 중 오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
O Mimi! tupiu non torni from La bohème

김동진 작곡 / 김용호 시

저 구름 흘러가는 곳

- 정주희 soprano
이흥렬 작곡 / 박두진 시
- 구은경soprano

꽃구름 속에

조두남 작곡/석호 시

뱃노래

- 김재일tenor
최영섭 작곡 /한상억 시

그리운 금강산

쥬세페 베르디
G. Verdi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Brindisi from La traviata

-

구은경soprano
추희명mezzo soprano
김동원tenor
한명원baritone
이영민, piano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 Sat, 4pm
횡계 대관령성당| Hoenggye Daegwallyeong Cathedral
<안드레이 이오니챠 리사이틀 Andrei Ioniță Recital>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 S. Bach

무반주 첼로모음곡 1번 C장조 작품번호 1007
Cello Suite no.1 in C major BWV 1007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 S. Bach

무반주 첼로모음곡 3번C장조 작품번호 1009
Cello Suite no.3 in C major BWV 1009

가스파르 카사도
G. Cassado

첼로 솔로를 위한 모음곡
Suite for Cello Solo

- 안드레이 이오니챠 Andrei

Ioniță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5 Sun, 7pm
강릉 씨마크호텔| Gangneung SEAMARQ Hotel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 Gala Concert>
가에타노 도니제티
G. Donizetti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fromL’elisir d’amore

- 김동원tenor
가에타노 도니제티
G. Donizetti

‘사랑의 묘약’ 중 오 아디나, 한 마디만..
Unaparola, o Adina fromL’elisir d’amore

- 구은경soprano
- 김동원tenor
조르쥬 비제
G. Bizet

‘카르멘’ 중 하바네라
Habanera from Carmen

- 추희명mezzo soprano
리하르트 바그너
R. Wagner

‘탄호이져’ 중 저녁 별의 노래
O du,mein holder Abendstern from Tannhäuser

- 한명원bariton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 Strauss II

‘박쥐’ 중 나의 주인 후작님
Mein Herr Marquis from Die Fledermaus

- 구은경sopran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 A. Mozart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산들바람이여~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from Le Nozze di Figaro

- 구은경soprano
- 추희명mezzo soprano
쟈코모 푸치니
G. Puccini
- 김동원tenor
- 한명원baritone

‘라보엠’ 중 오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
O Mimi! tupiu non torni from La bohème

이흥렬 작곡 / 박두진 시

꽃구름 속에

- 구은경soprano
장일남 작곡 / 한명희 시

비목

- 추희명mezzo soprano
경기민요

박연폭포

- 김동원tenor
윤학준 작곡 / 허림 시

마중

- 한명원 baritone
최영섭 작곡 / 한상억 시

그리운 금강산

쥬세페 베르디
G. Verdi
-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Brindisi from La traviata

구은경soprano
추희명mezzo soprano
김동원tenor
한명원baritone

이영민, piano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