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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KBS교향악단 보도자료
http://www.kbssymphony.org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재)KBS교향악단

보도희망일: 즉시 보도 

배포 
및 

문의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공연기획팀 손유리 팀장
 TEL 02-6099-7405 MOBILE 010-6292-3956 FAX 02-6099-7416

자료배포일: 2018. 7. 9.(월)
<KBS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
 공연사업팀 손대승 팀장
 TEL 02-6099-7410 MOBILE 010-4572-4834 FAX 02-6099-7416 쪽      수: 총 6매

 

KBS교향악단과 떠나는 한여름 클래식 바캉스!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음악이 선사하는 색다른 매력으로 더위를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7월, KBS교향악단(사장 박희성)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다채로

운 멋을 즐길 수 있는 두 개의 연주회를 준비한다. 7월 20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7월 21일(토) 여의도 KBS홀에서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와 7월 26

일(목)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KBS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을 개최한다.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는“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라는 부제에 따

라 바흐, 버르토크, 베리오 등 시대에 따라 혁신을 거듭한 클래식 음악 세계를 보여준

다. 18세기 음악적 형식미와 균형이 돋보이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2번>, 제1차 

세계대전의 혼돈을 배경으로 불협화음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로테스크하게 그

린 버르토크의 <이상한 중국 관리 모음곡>을 비롯하여 고전과 낭만시대 음악에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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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베리오의 <신포니아>를 영국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인 더 스윙글즈(舊 

스윙글 싱어즈)와 함께 선보인다. <신포니아>는 뉴욕 필하모닉 창립 125년을 기념하여 

위촉된 작품인 동시에 보컬 파트는 스윙글 싱어즈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다. 더 스윙

글즈는 1968년 10월 초연에 참여한 이래 50년간 작품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기량으

로 세계 여러 오케스트라와 작업하였고 오는 7월 20일과 21일 KBS교향악단과 함께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줄 것이다. 

이어 7월 26일에는 피아노 협주곡의 고정관념을 깨는 연주회가 기다리고 있다. 오케스

트라 앞에 놓인 한 대의 피아노가 아닌,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차세

대 피아니스트 4인을 한 무대에 모아 4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선보

인다. 

KBS교향악단 윤현진 부지휘자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김준희, 박진형, 신창용, 원재연

(가나다순) 4명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만나 풀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의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바흐의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을 연주하여 오케스트라와 이루는 풍성한 화음과 더불어 피아노가 한 대씩 더해지며 

오케스트라 절반, 피아노 절반으로 무대가 채워져 가는 흥미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것

이다. 공연의 백미가 될 바흐의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비발디의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단조>를 건반악기로 편곡한 작품으로 경쾌하고 활기찬 오케

스트라와 건반악기의 협주, 2악장에서 네 대의 피아노가 만드는 서정적이고 친밀한 호

흡까지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바로크로부터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소규모 편성의 실내악부터 8

명의 목소리가 더해진 대편성 오케스트라, 4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만남까지 신

선한 형식의 클래식 음악성찬이 클래식 음악팬을 기다리고 있다. 티켓 가격은 2만원~

7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02-6099-7400)으

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2018년 7월 KBS교향악단 주최공연 공연별 개요 및 출연자 프로필

    ❶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❷ KBS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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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연개요 및 출연자 프로필 –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7월 20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7월 21일(토) 17:00 여의도 KBS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요엘 레비(Yoel Levi)

   - 아카펠라 : 더 스윙글즈(The Swingles)

   - 플루트 : 안명주(Myungjoo Ahn)

 

○ 프로그램 Program

   - 바흐 / 관현악 모음곡 제2번 b단조, BWV 1067

      J. S. Bach / Orchestral Suite No.2 in b minor, BWV 1067

   - 버르토크 / 이상한 중국 관리 모음곡, Sz. 73a, BB 82(작품 19)

      B. Bartók / The Miraculous Mandarin Suite, Sz. 73a, BB 82 (Op. 19)

   - 베리오 / 신포니아

      L. Berio / Sinfonia for Eight Voices and Orches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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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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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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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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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자 프로필

   - 지휘 / 요엘 레비(Yoel Levi)

2014 ~ 현재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2005 ~ 2012  일 드 프랑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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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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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펠라 / 더 스윙글즈(The Swingles)

1963년 결성, 7인조 클래식 재즈 아카펠라 그룹

그래미상 5회 수상, 50여장의 앨범, 5,000여회 세계투어 공연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심포니홀, 런던 로열 페스티벌홀, 

밀라노 라스칼라 등 공연

매년 1월 런던 Kings Place에서 아카펠라 페스티벌 개최

   - 플루트 / 안명주(Myungjoo Ahn)

KBS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줄리아드 음악학교 학사 및 석사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코리아 플루트 솔로이스츠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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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연개요 및 출연자 프로필 - 특별기획연주회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7월 26일(목) 20:00 롯데콘서트홀

○ 출연자 Artists

   - 윤현진(지휘), 김준희, 박진형, 신창용, 원재연, (이상 피아노 / 가나다순)

○ 프로그램 Program

   - 드뷔시 <작은 모음곡, L.65>

   C. Debussy <Petite Suite for piano 4 hands, L.65>

   - 풀랑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 Poulenc <Concerto for 2 pianos in d minor>

   - 모차르트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No.7, K.242 (Londron)>

   W. A. Mozart <Concerto No. 7 for 3 pianos in F major , K.242>

   - 바흐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단조, BWV 1065>

   J. S. Bach <Concerto for 4 pianos in a minor , BWV 1065>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티켓 가격 및 예매 정보 Ticket Information

   -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 A석 20,000원

     * 롯데콘서트홀 (☎ 1544-7744) http://www.lotteconcerth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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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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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문의 : (재)KBS교향악단 (☎ 02-6099-7400) www.kbssymphony.org

○ 출연자 프로필

   - 지휘 / 윤현진 (Hyun-Jin Yun)

-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 2013 제53회 브장송 지휘 콩쿠르 결선진출 

-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2위 

- 2013 루마니아 제3회 부크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 지휘 콩쿠르 대상 및 에네스쿠 국립교향악단 특별상 

-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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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노 / 원재연 (Jae Yeon Won)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웨스트작센 심포니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천시향 등 협연

- 2017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 2위 및 청중상 수상

- 동아음악콩쿠르 1위, 이화경향음악콩쿠르 1위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및 쾰른음대 최고연주자 졸업

- 선화예고 수석 입학 및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수학

   - 피아노 / 김준희 (Jun Hee Kim)

-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부천시향, 수원시향 등 협연

- 2017 호로비츠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

- 2016 독일 슈베르트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 2007 롱-티보 콩쿠르 최연소 그랑프리 수상(17세)

- 뮌헨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16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 피아노 / 신창용 (Changyong Shin)

-  센다이 필하모닉, 힐튼헤드 심포니, 과천시향 등 협연

- 2018년 1월 Steinway & Sons 와 음반발매

- 2018 금호라이징스타 독주회

- 2017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 줄리어드 음대 석사 졸업, 아티스트 디플로마 입학예정

- 서울예고 수석입학 후 도미, 커티스 음대 장학생 졸업

   - 피아노 / 박진형 (Jinhyung Park)

- 경기도문화의 전당 아티스트로 활동 중

-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연주

- 2016 프라하 봄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 2016 42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 2009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 서울예고 수석입학 및 졸업, 연세대학교 수석 입학 재학 중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