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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730회 정기연주회>

“피안의 세계를 향한 동경”

KBS교향악단은 2018년 5월 25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5월 26일(토) 롯데콘서

트홀에서 <KBS교향악단 제72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피안(彼岸)의 세계를 향한 동

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음악감독 요엘 레비의 지휘로 말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한다. 

말러는 평생 교향악과 가곡 등을 통해 우리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표현해왔다. 특히 <교향곡 제9번>은‘모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라

는 지휘자 멩겔베르크의 표현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피안의 세계를 향한 갈망과 동

경의 심경이 복잡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고요하고 묵상적

인 음악으로 음악적 여정의 대미를 엄숙하게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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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기재된 악상기호 조차도 ‘죽어가듯이’, ‘침울한 장례식처럼’통상의 음악적 

표현을 벗어난 다소 직설적인 용어로 연주자들에게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4악장 종결구의 기나긴 ‘피아니시시모(ppp)’가 주는 정적과 신비함은 마

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지난 인생을 반추하며 깊은 묵상에 잠긴 작곡가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연주회를 이끄는 음악감독 요엘 레비는 애틀랜타 심포니와 다수의 말러 교향곡 

음반을 발표하며‘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으며, KBS교향악단 취임 이후 

2014년 <교향곡 제1번 ‘거인’>, 2015년 <교향곡 제2번‘부활’>과 <교향곡 제5

번>, 2016년 <교향곡 제4번>, 2017년 <교향곡 제3번>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며 이지적

이고 섬세한 해석으로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제730회 정기연주회

에서 <교향곡 제9번>으로 다시 한 번 말러 음악세계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KBS교향악단 창단 이래 최초로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Deutsche Grammophon)을 통하여 2018년 하반기 음반으로 발매될 

예정이어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음반은 도이치 그라모폰 출신의 명프로

듀서 크리스토퍼 알더(Christopher Alder)가 참여한다. 크리스토퍼 알더는 지휘자 클

라우디오 아바도,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음반 프로듀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마르타 아르헤리치, 플라시도 도밍고, 안나 넵트렌코, 막달레나 코제나, 안네-소피 무

터, 로스트로포비치 등 거장들의 음반을 프로듀싱하였다.

한국 교향악 역사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이번 제730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는 2

만~9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02-6099-740

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 ❶ KBS교향악단 제730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음악감독 요엘 레비(Yoel Levi)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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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5월 25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5월 26일(토) 20:00 롯데콘서트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요엘 레비(Yoel Levi)

 

○ 프로그램 Program

   - 말러 / 교향곡 제9번 D장조

      G. Mahler / Symphony No. 9 in D Maj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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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concerth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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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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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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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