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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727회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그린 수채화”

  KBS교향악단이 오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4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72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객원 지휘자 알렉산더 라자레프

가 지휘봉을 잡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협연한다.

제727회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2010년 이후 오랜만에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러시아의 대표 지휘자 알렉산더 라자레프의 음악 세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선곡되었다. 러시아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 환상 서곡 ‘햄릿’에 이어 2부

에서 연주되는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4번은 러시아 민요에 집착한 초기 교향곡과는 달

리 작곡가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있는 작품으로 경이롭고 고귀한 표현력이 넘치는 곡

으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적 구성이 뛰어나고 다이나믹이 화려한 작품임에도 한국에서는 

자주 연주되지 않는 곡이라 이번 연주회에서 청중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이번 연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협연

한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의 민요에서 유래한 영감과 그리움의 정서를 토대로 자유로

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곡으로 임지영의 단단하고 깊이 있는 연주와 어우러져 곡의 아

름다움과 섬세함을 동시에 들려줄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지휘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음악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알렉산더 라자레프는 러시아 출신으로 197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헤르베르트 폰 카라

얀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았고, 이후 볼쇼이극장의 상임 지휘자와 BBC심포

니, 로열 스코티시 국립교향악단 수석 객원지휘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교향악단과는 2008년, 2010년에 함

께 연주하였다.

제727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는 2만~7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

S교향악단(☏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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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❶ KBS교향악단 제727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KBS교향악단 제727회 정기연주회 출연진 프로필

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2월 23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2월 24일(토) 17:00 포항문화예술회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알렉산더 라자레프(Alexander Lazarev)

  - 바이올린 : 임 지 영(Jiyoung Lim)

 

○ 프로그램 Program

  -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햄릿’, 작품 67〉

     P. I. Tchaikovsky 〈Fantasy Overture ‘Hamlet’, Op. 67〉

  -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

     M. Bruch 〈Scottish Fantasy, Op. 46〉

  - 글라주노프 〈교향곡 제4번, 작품 48〉

     A. Glazunov 〈Symphony No. 4, Op. 48〉

○ 티켓 가격 및 예매 정보 Ticket Information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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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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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산더 라자레프(Alexander Lazarev)

1945년 러시아 출생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구소련 지휘콩쿠르 우승(1971년)

베를린 카라얀 지휘콩쿠르 우승(1972)

볼쇼이 극장 상임지휘자 겸 음악감독, 

BBC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등 역임

바이올린 / 임지영

1995년 한국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2015년 / 한국인 최초)

제7회 금호음악인상(2015년), 

인디애나 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동메달(2014년)등 수상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HK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등 협연

워너 뮤직(모차르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음반 발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