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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731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인류의 노래”

  KBS교향악단이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을  오는 6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가 지휘봉을 잡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강요셉, 바리톤 사무엘 윤과 성인합창단(130명), 

어린이합창단(30명)이 함께 출연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11월 독일군의 런던 공습으

로 파괴된 ‘코벤트리 대성당(Coventry Cathedral)’의 재건을 기념하기 위해 1962년 

제작된 곡으로 모두 6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적인 진혼미사곡의 순서와 형식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내용은 보다 적극적이며 현대적이다. 라틴어로 된 전통적인 레

퀴엠 가사와 1차 대전에 종군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청년 시인 윌프레드 오

웬의 시를 함께 텍스트로 삼아 반전(反戰)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브리튼은 참

전국 간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영국의 테너, 독일의 바리톤, 소련의 소프라노 가수들

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작곡하였다. 곡은 어둡고도 엄숙한 분위기의 관현악으

로 시작해, 절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종소리가 울리고, 전사자들의 장송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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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애도하는 가운데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와 찬송가가 울려 

퍼지며 마무리된다. 총알이 나가는 소리, 총신이 부딪치는 소리, 신호나팔 소리 등 전

장(戰場)의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다. 

반전주의자인 벤자민 브리튼은 이 곡을 통해서 전쟁으로 희생된 자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의 성격을 넘어 전쟁의 폭력성을 경고하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도모했다는 점에

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6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가 계속되던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

담 등의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팀 참가 등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가 지구촌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조속히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을 준비하였다.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강요셉, 바리톤 사무엘 윤과 160명 규모의 웅장한 연합합창단(서울시립

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할 이번 <KB

S교향악단 제731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는 2만~9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❶ KBS교향악단 제731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KBS교향악단 제731회 정기연주회 출연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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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6월 29일(금) 19: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2018년 6월 30일(토)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요엘 레비(Yoel Levi)

  - 협    연 : 이명주(소프라노), 강요셉(테너), 사무엘 윤(바리톤)

               서울시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 프로그램 Program

  - 브리튼 / 전쟁 레퀴엠, 작품 66

     B.Britten / War Requiem, Op.66

○ 티켓 가격 및 예매 정보 Ticket Information

   - R석 9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 예술의전당 (☎ 02-580-1300) http://www.sac.or.kr

        인터파크 (☎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 구입 :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구입 가능

   - 공연문의 (재)KBS교향악단 (☎ 02-6099-7400) www.kbssympho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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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출연자 프로필                                                           

지휘 / 요엘 레비(Yoel Levi)

2014 ~ 현재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2005 ~ 2012  내셔널 일 드 프랑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2001 ~ 2009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2001 ~ 2007  브뤼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1988 ~ 2000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1978 ~ 1984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및 상주지휘자

1978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

소프라노 / 이명주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뮌헨 음대 오페라과 디플로마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동아음악콩쿠르, KBS서울신인음악콩쿠르 등 입상

-2010 뉴욕 카네기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역 

-前 오스트리아 린츠극장 주역 가수 

테너 / 강요셉 

-베를린국립음악대학 졸업

-2016년 오스트리아 음악극작상 남우주연상

-2017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가수

-2001 베를린도이치오페라극장 주역가수

바리톤 / 사무엘 윤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베르디 국립음악원수석, 쾰른 음악원 최고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2012 동양인 최초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개막공연 주역가수

-이태리 토티 달 몬테 오페라 콩쿠르,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국제

콩쿠르 등 우승

-쾰른 오페라극장 종신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