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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2호]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2017 ARI Project」 

              한국가곡 한마당(Korean Folksongs Festival)  

   ▶ 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최 : LA한국문화원, 보나기획(B.K.C.A)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 

배포일시 2017.4.21 (금)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한국가곡 한마당> 공연 

http://www.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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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2017 ARI Project」 두 번째 무대로 

보나기획(B.K.C.A) (음악감독 이혜자)가 기획하는 <한국가곡 한마당> (Korean Folksongs Festival)을  5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한국가곡 한마당> (Korean Folksongs Festival)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한국 성악가 

소프라노 이현정 교수가 초청되었고, 테너 오위영, 양두석, 외대코랄 등이 출연하며, 

한국가곡 작곡가 김정철 씨가 이 음악회를 위해 헌정한 <그리운 친구>를 소프라노 

이현정교수와 테너 오위영 씨가 듀엣으로 초연한다. 서정적인 한국가곡의 깊은 정이 

담겨있는 신작 가곡 김영중 시 <세월 그 노을에>, 고은하 시 <아버지의 빈뜰>, 전세원 시 

<낙엽을 태우며>, 이명숙 시 <님 마중>, 이가인 시 <그리움 실은 파도>, <나의 봄> 등이 

연주된다.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김유경 씨가 맡는다. 

 

이번 음악회의 특징은 다민족 성악인이 우리말로 불러주는 가곡이다. 현재 LA오페라단 

단원이며 LA매스터코럴 단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여선주가 한국가곡 <애련>과 <꽃 

구름속에>, 테너 Todd Strange가 <고향길>, 베이스 Steve Pence가 <산들바람>, 

메조소프라노 Michele Hemmings가 <별>을 노래하며, 이 네 명의 성악가들이 중창으로 

부르는 <나의 가을은>, <꽃 파는 아가씨>는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연주가 될 것이다. 

미 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는 다민족 성악인들이 한국말로 불러 주는 

한국가곡의 매력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공연의 피날레에는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을 전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불러 본다. 

 

보나기획은 한국 음악가들이 작곡한 한국가곡과 동요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을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각종 연주회와 세미나를 통해 남가주 및 미주 전역에 

보급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한국과 미국 음악인들 간의 상호 긴밀한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의 예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청중들과 함께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우리 2세와 타민족과 함께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LA한국문화원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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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곡 한마당" (프로그램 /출연진) 
 

사회: Grace Eunhye Kim (김은혜) 

Piano. Kyungsook Lee & Yookyung Kim (이경숙, 김유경) 

(초청성악가 소프라노) 

Soprano Hyunjung Lee (이현정) 

새타령 (Song of birds) Huikyung Park / by Doonam Jo 

비목   (Tombwood)  Myunghee Han / Ilnam Jang 

 

Tenor Wiyoung Oh (오위영)  

세월 그 노을에 (With the Age of Time setting glow)  Yong C. Kim / Keungsoo Lim 

낙엽을 태우며 (Burning fallen leaves) Sewon Jeon / Aeryun Jung 

 

Soprano Sunjoo Yeo (여선주) 

애 련(Sad Feeling) Kain Lee / by Jungbae Kil  

꽃구름속에(In the cloud of flowers) Doojin Park / Heungryeol Lee 

 

Tenor Doosuk Yang (양두석) 

님마중 (Going out to meet my lover) Myongsook Lee / by Sunghun Han 

강건너 봄이 오듯 (As spring comes across the river) Kilja Song / Keungsoo Lim 

 

(Duet)Sop. Hyunjung Lee(이현정) &Ten. Wiyoung Oh(오위영) 

그리운친구 (Yearning friend) Kain Lee / Jungchul Kim 

 

Tenor Wiyoung Oh (오위영)  

아버지의빈뜰 (Father’s empty garden) Eunha Koh / Chaeill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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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rano Hyunjung Lee (이현정) 

나의 봄은 (My Spring) Kain Lee / Yeongsoo Song  

엄마야누나야 (My Mom, My Sister) by Yeongjo Lee 

 

HUFS Alumni Choral(외대코랄) L.A.Conductor  Wiyoung Oh / Piano Kyungsook Lee 

그리움 실은파도 (The Wave loaded with Longings) Kain Lee / Keungsoo Lim 

남촌 (The Southern Country) Donghwan Kim / Kyuwhan Kim 

 

(Guest Singers) 

Bariton Steve Pence 

고향길 (The way to my hometown) Moon H. Kim / Gilsang Kwon 

 

Tenor Todd Strange 

산들바람 (Gentle Breeze) Inseop Jung / Jemyung Hyun  

 

Mezzo Soprano Michele Hemming 

별 (Stars) Byeungki Lee / Sooin Lee  

 

(Ensemble) 

(Sop.Sunjoo Yeo)(M.Sop. Michele Hemming) (Ten.Todd Strange)(Bar.Steve Pence)  

 

나의 가을은 (My Autumn) Kain Lee / Dokkee Jeong  

꽃파는아가씨 (Flower-selling girl) by Chulik Hwang  

 

그리운금강산 (Yearning for Mt. Keumgang) 출연자와 객석 다같이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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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C.A. <보나기획> 

보나기획은 한국 음악가들이 작곡한 한국가곡과 동요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을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각종 연주회와 세미나를 통해 남가주 

및 미주전역에 보급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한국과 미국 음악인들간의 

상호 긴밀한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의 예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공연단체 프로필  보나기획 ( B.K.C.A.) 연혁  

2015.10.4  작곡가임긍수초청 제 1 회 한국가곡의 밤 개최  

2016.6.13 작곡가 임긍수초청 평화음악회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관 

2016.6.17  Sop 김민지& Ten 오위영 Duo Concert 개최   

2016.9.18  2016 wp2 회 한국가곡의밤 개최  

 

< Hea Ja Lee  이혜자> 

Bona K-Classic Association 대표 

시인 (필명:이가인 한국가곡 작사가, 대표작:그리움을 실은 파도, 임긍수작곡) 

한국문인협회회원 

L.A Cahuenga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er 

IKEN director 

 

< 한국초청성악가>  

Sop. LEE HYUN-JUNG 이현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음악과 졸업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국립.시립 오페라단 활동중  <나비부인> <라보엠> <토스카> 등 200 여회 주역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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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향악단><서울시향><코리안심포니>등 협연 “2014“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연주 

현)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보체아르떼예술감독   

 

<출연성악가>  

Sop. Sunjoo Yeo 여선주  

LA Women’s Festival Award 수상 

LA Master Chorale Soloist 및 단원  

LA Opera 단원 

 

M. Sop. Michele Hemmings 

National Opera, Florida Opera, New York Opera 등에서 주역 

LA Philharmonic 에서 Soloist 로 활약 

LA Master Choral 단원 

 

Tenor Todd Strange 

미국전역 유명 Opera Company 에서 주역 

Long Beach Opera 에서 Opera, Candide 주역 

LA Master Choral 과 LA Opera 단원 

 

Bar. Steve Pence 

LA Chamber Orchestra, Baroque Series Soloist 

Messiah Soloist 로 미전역에서 활동 

LA Master Choral 과 LA Opera 단원 

 

Piano Yoo Kyung Kim 김유경 

놀스리지 캘리포니아주립대음악학사 및 동대학원석사  

CSUN 연주경연대회수상, CSUN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솔로연주 

L.A 숭실 O.B. 남성합창단, Church Every 및 David Song Singers 의 반주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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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rt 음악아카데미지휘자 

          

Piano Kyung sook Lee 이경숙 

숙명여대 피아노과 졸업 

국립아카데미 오페라단 수료 

서울 시립대학교 반주강사 역임 

 

Tenor Wi Young Oh 오위영 

World Mission University 성악과 석사 

Samson 등 Opera 주역 및 Oratorio Soloist 

작곡자 임긍수 초청 평화음악회 등 한국에서도 활동 

  

Tenor Doo Suk Yang 양두석  

Chapman University, Orange County, CA 졸업. 

현) 나성순복음교회 지휘자이며, 어린이 선교 GMC 뮤직 드렉터. 

현) Vocielesti Soloist Ensemble member. 

 

외대코랄(HUFS Alumni Choral in Los Angeles)  

2014.10.26  본교 설립 60 주년 기념 및 외대코랄 창단 축하 공연  

2015.11.1   남가주 동문회 창립 50 주년 기념 합창 발표 

2016.10.23  제 3 회 합창단 정기공연 

2017.3.5    제 98 주년 삼일절 및 이민 114 주년 음악회 찬조출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