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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726회 정기연주회>

“라인강의 영웅 서사시”

  KBS교향악단은 2018년 1월 25일(목) 예술의전당, 1월 26일(금) 롯데콘서트홀에서 

양일간 <KBS교향악단 제726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2018년 정기연주회 시즌을 여는 

첫 연주로 “라인강의 영웅 서사시”라는 부제를 가지고 바그너의 걸작을 선보일 예정

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니콜

라스 안겔리치가 협연한다.

  1부에서는 베토벤이 남긴 5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시적이고 독창적인 작

품으로 평가받는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 작품 58>이 연주된다. 피아노의 독주

로 조용하게 시작하는 1악장, 오케스트라와 독주자가 대화를 주고받듯 이어지는 2악장

을 지나 환희를 향해 질주하는 듯한 3악장까지 어떤 작품보다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와

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니콜라스 안겔리치(Nich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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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ch)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른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세계 유수의 콘서트

홀과 음반으로 음악애호가를 만나고 있으며, 독주자이자 실내악 연주자로 르노 카퓌

숑, 고티에 카퓌숑과 녹음한 브람스 트리오 음반으로 다수의 음반상을 받으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섬세한 표현력과 열정적인 타건을 두루 갖춘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스 

안겔리치와 KBS교향악단의 조합으로 듣는 베토벤의 절대비극에 기대감을 갖게한다.

  2부에서는 바그너의 음악극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중 마지막 대단원인 <신들의 

황혼> 주요장면을 40분 길이의 관현악곡으로 발췌하여 선보인다. 본래 약 5시간 20분

에 걸쳐 연주되는 <신들의 황혼>은 청년 영웅 지그프리트가 주변의 간계와 기만에 희

생되어 정체성을 잃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연인 브륀힐데와의 사랑, 라인강

으로의 모험, 반지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 지그프리트의 죽음,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죽

음을 택하는 연인 브륀힐데의 최후를 바그너 특유의 장대하면서도 사변적인 관현악 어

법으로 그려낸다. 국내에서 자주 연주되지 않는 바그너의 음악극을 110여명의 오케스

트라가 선보이는 장엄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KBS교향악단은 2018년에도 매월 정기연주회로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감동

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726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는 2만~9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❶ KBS교향악단 제726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KBS교향악단 제726회 정기연주회 출연진 프로필

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1월 25일(목)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1월 26일(금) 20:00 롯데콘서트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요엘 레비(Yoel Levi)

  - 피 아 노 : 니콜라스 안겔리치(Nicholas Angelich)

 

○ 프로그램 Program

   -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드레스덴 버전)

      R. Wagner | Tannhäuser Overture(Dresden Version)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 작품, 58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 바그너 | <신들의 황혼> 중 발췌

      R. Wagner | Selection from <Götterdämm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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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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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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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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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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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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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 니콜라스 안겔리치 (Nicholas Angelich)

1970 미국 출생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졸업

1989 카자드쉬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1994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1996 카데나비아 국제 피아노 재단 상주연주자

2002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젊은 음악가상’

VIRGIN, MIRARE 레이블에서 독주 및 실내악 음반 발표

우아하고 서정적인 음악세계를 펼쳐 보이는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안겔리치(Nicholas 

Angelich)는 예프게니 키신, 랑랑, 윤디 리 등과 함께 젊은 거장의 목록에 자신의 이

름을 올리고 있다.

안겔리치는 한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낯선 이름은 아닐 것이다. 2015년 7월 10일 

프랑스 남부 오랑주의 고대 극장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와 호흡을 

맞춘 풀랑크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 DVD로 한국에 소개돼 평단과 애호가

들로부터 프랑스 에스프리를 진하게 머금은 연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이날 연주회의 

지휘자가 정명훈이었던 탓에 특히 한국의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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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겔리치의 서정성은 프렌치 레퍼토리에서 극도로 발현되는데 13세의 나이로 파리국

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해 알도 치콜리니(Aldo Ciccolini), 이본느 로리오(Yvonne 

Loriod), 미셸 베로프(Michel Beroff) 등의 거장들을 사사한 까닭이다. 안겔리치의 천

재성은 일찍이 발현됐다. 5세 때 처음 피아노를 시작해 7세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

곡 21번>으로 첫 연주회를 가졌다. 1989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카자드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고, 1994년에는 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서 1위에 올랐다. 아울러 1996년엔 이탈리아 카데나비아 국제 피아노 재단의 상주 연

주자로 활약했고, 2002년엔 독일에서 열린 루르 피아노 페스티발에서 명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레온 플라이셔(Leon Fleisher)로부터 ‘젊은 음악가상’을 수여

받는 등 국제무대에서 그만의 확고한 영역을 넓혀왔다.

섬세한 표현력과 열정이 깃든 안겔리치의 타건은 프렌치 레퍼토리는 물론 독일, 러시

아 음악에서도 빛을 발한다.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VIRGIN, 2011)은 절제된 맑

은 음색과 깊이 있는 표현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리스트 <순례의 해>(MIRARE, 

2003)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악일간지 <르 몽드 드 라 뮈지크>의 쇼크상을 수상했

고, 르노 카퓌송(Renaud Capucon), 고티에 카퓌송(Gautier Capucon)과의 브람스 

트리오 음반(VIRGIN, 2003)은 독일의 음반 평론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안겔리치는 

버르토크, 라벨, 메시앙, 슈톡하우젠, 피에르 불레즈, 에릭 탕구이 등의 20세기 음악에

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안겔리치가 요엘 레비, KBS교향악단과 연주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베토벤

의 다섯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시적이며 절묘한 고양감으로 가득한 곡이다. 안겔

리치의 섬세하면서도 열정이 깃든 타건이 베토벤의 시적인 정취와 웅장한 비르투오시

티를 만나 어떤 음악이 탄생할지. 상상력 풍부한 피아노 독주의 도입부는 안겔리치의 

손끝에서 어떤 표정을 우리를 유혹할지 기대가 된다.

글 | 권고든(위드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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