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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729회 정기연주회>

“미지를 향한 음악여행”

  KBS교향악단은 오는 4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28일 여의도 KBS홀에서 

<KBS교향악단 제729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무대는 일본인 지휘자 타다아키 오

타카가 지휘자로 나선다. 또 노르웨이 출신의 젊은 트럼페터 티네 팅 헬세트가 협연한

다. 

이번 연주는 특이하게 서곡이 아닌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2번 G장조’로 막이 오른

다. 모차르트의 감정이 잘 묘사된 이 작품은 10분 정도의 짧은 곡이지만‘빠르게-느

리게-빠르게’의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탈리아풍의 서곡 형식을 갖추고 있다. 

1부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트럼페터 티네 팅 헬세트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하이든과 훔

멜의 트럼펫 협주곡이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하이든이 쓴 수많은 협주곡 중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트럼펫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 곡은 1796년 빈 

궁정의 트럼펫 연주자 안톤 바이딩어에 헌정되었는데, 당시 연주자의 기량으로 연주하

기엔 꽤 어려운 곡이여서 4년이 지난 1800년 3월에야 비로소 이 곡을 초연하였다. 하

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에 이어 3년만에 나온 훔멜의 트럼펫 협주곡은 훔멜이 하이든의 

후임으로 니콜라우스 에스터하지 2세 악장으로 취임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초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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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든과 훔멜은 트럼펫 협주곡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힌다. 하이든이 맑은 고음의 트럼

펫 사운드에 주목했다면, 훔멜의 음악에서는 중저음의 매력이 한결 돋보인다. 같은 악

기가 주는 서로 다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번 무대에서는 노르웨이 

출신의 젊은 여성 트럼페터 티네 팅 헬세트가 연주할 예정이다. 티네 팅 헬세트는 

2013년 에코 클래식상, 2009년 보틀레티 부이토니 트러스트 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신

을 포함해 열 명의 여성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ten Thing’의 리더로 활

동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방한 공연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헬세트의 맑고 환한 

트럼펫 음색과 안정적인 고음을 실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내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

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2부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3번-스코틀랜드가 연주된다. 멘델스존이 남긴 다섯 편

의 교향곡 중 마지막 작품으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며 받은 예술적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미지의 세계가 주는 신선한 이상과 새로운 영감을 바탕으로 스코틀랜

드 특유의 이국적 정서와 민속적 색채가 작품 전반에 가득하다. 

이번 공연에 지휘를 맡은 타다아키 오타카는 BBC웨일즈내셔널 오케스트라 계관지휘

자를 역임한 지휘계의 거물로 현재 NHL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지휘자이며 도쿄예술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영국인보다 더 영국적인 혼을 갖고 있어 과거 영국 엘

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훈장 CBE를 수여받았으며, 오타카와 KBS교향악단의 

이번 연주는 2016년 엘가 지휘에 이어 다시 한 번 호흡하게 되었다. 당시 단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감동의 하모니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엘가에 대해 섬세하고 정확

한 표현으로 국내 무대를 사로잡아 호평을 받은바 있어 이번 무대는 또 다른 기대를 

불러 모으는 연주가 될 예정이다. 

제729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는 2만~7만원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

S교향악단(☏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❶ KBS교향악단 제729회 정기연주회 공연 개요

                          - 프로그램 등 공연 정보

                          - 예매 안내

                       ❷ KBS교향악단 제729회 정기연주회 출연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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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연개요                                                                

○ 일시 및 장소 Date and Venue

  - 2018년 4월 27일(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8년 4월 28일(토) 17:00 여의도 KBS홀

○ 출연자 Artists

  - 지    휘 : 타다아키 오타카(Tadaaki Otaka)

  - 트 럼 펫 : 티네 팅 헬세트(Tine Thing Helseth)

 

○ 프로그램 Program

  - 모차르트 / 교향곡 제32번 G장조, 작품 318

     W. A. Mozart / Symphony No.32 in G Major, K.318

  

  -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e플랫장조

     F.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 flat Major hob viie : 1

  - 흠멜 / 트럼펫 협주곡

     Hummel / Trumpet concerto

  - 멘델스존 /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Mendelssohn / Symphony No. 3. ‘Scott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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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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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아키 오타카(Tadaaki Otaka)

- 1947년 일본 출생

- 엘가 음악상(1999년), 선토리 음악상(1991년) 등 수상

- 도쿄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삿포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등 역임

- 런던 심포니, BBC 심포니, 일-드-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등 객원지휘

- 오사카 필하모닉 음악감독, 도쿄 예술대학 명예교수

트럼펫 / 티네 팅 헬세트(Tine Thing Helseth)

- 1987년 노르웨이 출생

- 바라트 듀에 음악원, 노르웨이 음악원 졸업

- 에코 클래식상(2013년), 보를레티 부이토니 

   트러스트 상(2009년) 등 수상

- BBC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등 협연

- EMI Classics 레이블(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협연) 등 

  음반 발매

- 여성 10인조 금관앙상블 ‘ten Thing’ 멤버로 유럽,

   미주 등 투어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