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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x 정명훈, 제733회 정기연주회>
“독일 고전 거장과의 대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KBS교향악단의 2018 시즌 공개 이후 가장 높은 기대를 받아온 ‘제733회 정기연주
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23일, 8월 24일 양일에 걸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엔 객원 지휘자 정명훈과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안 라
흘린이 함께 무대에 올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선
보일 예정이다.
팀파니의 다섯 번의 두드림으로 시작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살아
생전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교향악곡 풍의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45분의
협주곡이다. 기존에 다른 작곡가의 협주곡은 독주자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오케스
트라가 단순히 반주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
린 독주가 포함된 교향곡’이라 불릴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작품이다. 24분의
유독 긴 1악장이 끝나면 평화로운 분위기의 제2악장이 펼쳐지고, 제3악장에서는 화려
한 바이올린 독주의 기교가 눈부시게 나타나며 장중하게 마치게 되는데, 베토벤 자신
은 카덴차(악장 말미의 기교적 독주부)를 남기진 않았지만, 후대의 연주자별로 수백가
지로 표현되는 카덴차가 이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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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안 라흘린은 2013년 KBS교향악단과의 연주
이후 KBS교향악단과 두 번째 만남이다.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라흘린은 그를 입양한
부모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빈 콘서바토리에서 보리스 쿠시니어와 핀커스 주
커만을 사사하였다. 1988년 유로비전 대회에서 ‘올해의 젊은 음악인상’을 수상하며,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 아래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협연자로 데뷔하여
국제적 명성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비올라, 지휘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전 세계의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데, 독주 바이올린의 기교와 아
름다운 선율이 그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기대해볼만 하다.
후반부에는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20년 만에 호흡하는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 아래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이 연주된다. 베토벤이 이룩한 고전주의의 완성과 새로운 낭만
적 지평은 브람스에 계승되어 그의 교향곡들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평생 절대음악을
추구하고 베토벤의 완벽한 고전주의 문법을 당대에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브람스는
구상에서 완성까지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걸린 끝에 <교향곡 제1번>을 발표하였다.
1악장의 비극적 정서가 4악장에서 승리로 치환되는 구조는 베토벤의 ‘고뇌에서 환희
로’라는 명제에 충실히 따른 작품으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잇따른‘10번 교향
곡’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은 많은 음악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
품이다. 이번에 함께하는 지휘자 정명훈도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실황을 녹음
하여 1998년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을 통해 발표된 적이 있다.
한편 이번 연주회 중 첫날 공연은 티켓 오픈과 더불어 폭발적인 관심 끝에 매진이 되
어 강한 티켓 파워를 보였고, <기부콘서트> 형태로 이뤄지는 24일 공연의 지휘자 출연
료 및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은 정명훈 지휘자의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남북한 및 코피노 아이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제733회 정기연주회 입장료는 2만~12만원이고, 예술의전당(02-580-1300)과 인터파
크(1544-1555)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 0
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❶ KBS교향악단 제733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KBS교향악단 제733회 정기연주회 출연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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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8월 23일(목)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8월 24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기부콘서트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정명훈

- 바이올린 : 즐리안 라흘린(Julian Rachlin)
○ 프로그램 Program
-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1번
L. v. Beethoven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번
J. Brahms / Symphony No. 1 c minor, op. 68

○ 티켓 가격 및 예매 정보 Ticket Information
-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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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훈
- 뉴욕 매네스 음악대학, 줄리어드 음악원 졸업
-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2011년), 자랑스런 한국인대
상 문화예술부문(2009년), 유네스코 선정 올해의 인물(1995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금관훈장(1995년) 등 수상
-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프랑스 라
디오 필하모닉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
자,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등 역임
-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체르트허바우, 런던 심포
니, 뉴욕 필하모닉 등 최정상급 교향악단 지휘

바이올린 / 줄리안 라흘린(Julian Rachlin)
- 빈 국립음악원 졸업
- 유로비전 콩쿠르 ‘젊은 음악인상’(1988년)
- 빈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협연
- 로열 노던 신포니아, 투르쿠 필하모닉 수석객원 지휘자, 빈 콘세르
바토리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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