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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1 CALENDAR

10/6

킹덤 하츠 오케스트라 월드투어

SAT

with KBS교향악단 ... 22

초청연주회

KINGDOM HEARTS Orchestra - World Tour -

10/19

KBS교향악단

FRI

제735회 정기연주회 ... 4

정기연주회

KBSSO 735th Subscription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7:00 여의도 KBS홀

10/8

제25회 KBS한전 음악콩쿠르

MON

대상선정연주회 ... 22

초청연주회

The 25th KBS-KEPCO Music Competition

10/20

20:00 롯데콘서트홀

10/24

KBS전주방송총국

WED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20

초청연주회

Jeonju KBS Invitational Concert

SAT

17:00 여의도 KBS홀

10/13

파비오 루이지 초청

SAT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12

초청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Special Concert
with Fabio Luisi

20:00 롯데콘서트홀

10/14
SUN

19:3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17:00 통영국제음악당

10/31

KBS·한전 음악콩쿠르

WED

특별연주회 ... 27

초청연주회

KBS-KEPCO Music Competition
Special Concert

18:10 한전 KDN 나주

11/1
SUN

18:30 한전기술대강당

김천

GREETING
KBS
SYMPHONY ORCHESTRA

KBS교향악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여러분과 음악으로 소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수 세기 동안 인류의 공감을 얻어온 예술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KBS교향악단은 지난 62년간 클래식 음악을 한국에 뿌리내리며
수준 높은 연주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국민 곁에 함께 해왔습니다.
KBS교향악단의 신임 대표로서 그간 순탄치 않은 여정에도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우리 단원들의 노고와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평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열어야 하는 미래에 음악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인듯합니다.
이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KBS교향악단의 지향 역시 ‘청중’입니다.
관객을 향해 귀를 열어 더욱 많은 국민이 음악을 가까이하고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아가 KBS교향악단이 쌓아온 전통과 업적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산업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교향악단 사장

KBS
SYMPHONY ORCHESTRA

KBS교향악단은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향악단이다.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의 공
영방송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전속 교향악단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문화 공보부 소관으로 이관, 국립교향악단
을 거쳐 다시 KBS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방송교향악단의 한계를 벗고 클래식 음악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자
2012년 전문예술경영형태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현 모습으로 탄생하
게 되었다.
역대 음악감독으로는 초대 임원식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KBS
교향악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부지휘자를 임용하였고, 선임된 윤현진 부지휘자는 요엘 레비 음악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백건우, 조성진, 정명훈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
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테마별로 기획하여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명 이상의 관객이 찾고 있다.
또한 1958년 2월 동남아 순회공연으로 첫 해외공연을 마친 이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연주하며
문화예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2000년~2001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 민간교류의 선도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인 콘서트 등 흥미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
온 KBS교향악단은 2018년도에도 다양한 시도와 기획으로 관객들을 찾아가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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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KBS
SYMPHONY ORCHESTRA

The renowned KBS Symphony
Orchestra was founded in 1956, and
throughout its long history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orchestra in Korea.
Initially, it was classed as an orchestra
attached to a Korean public broadcasting
company,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before later being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before returning once more
to KBS. However, the KBS Symphony
Orchestra was reestablished in 2012 as a
foundational corporation in the form of
professional arts management that was
meant to soar beyond the limits of the
broadcasting symphony orchestra and
expand its boundaries in classical music
and was revitalized to incorporate the
current outlook with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Former music directors of the orchestra
include the first chief conductor Lim
Won-Sik who was succeeded by some of
the world’s top conductors, such as Hong
Yeon-Taek, Won Kyung-Su, Othmar
Mága, Chung Myung-Whun, and Dmitry
Kitayenko. Since 2014, the orchestra has
had the pleasure of Yoel Levi serving
as the music director. In October 2017,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an
assistant conductor was appointed and
from that moment on Yun Hyun-Jin has
worked in harmony and led the orchestra
alongside the music director Yoel Levi.
The KBS Symphony Orchestra has been
incredibly received by a wide range
of audiences due to the diversity of its
thrilling repertoires from symphony
to chamber music. Audience levels
have reached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and have been able to enjoy
over a hundred performances every
year, including regular concerts, which
have presented inspiring high-quality

performances by the best conductors and soloists in
Korea and the world, such as Paik Kun-woo, Chung
Myung-Whun, and Cho Seong-Jin. During each
season, a number of themes are presented through
invitational and project concerts, and in addition to
those, outreach concerts are performed for people
who are neglected culturally and are unable to form
any relationship with classical music.
Beyond that, the KBS Symphony Orchestra
took up the role as a cultural diplomatic body
that first represented Korea through the UN’s
6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ncert
in 2010, and continued its role in a special
performance for the banquet for national
guests to commemorate the USA President
Trump’s visit to Korea, a memorable per
formance in China to celebrate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17, before proudly being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Performance for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
After finishing its first ever overseas performance,
which was the Southeast Concert Tour in February
1958, the orchestra has been writing a new chapter
for culture and art exchange by perform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Europe, China,
etc. Without doubt, the opportunity to lead the
nongovernmental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2000 and 2002 through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joint concert of South
and North Korea Symphony Orchestras was a
proud moment for everyone involved with the
orchestra.
In particular, the orchestra is well known as
it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orcherstral
division of the Seoul Arts Center Award in 2017.
Furthermore, the KBS Symphony Orchestra, which
has positioned itself on the center stage of the
classical world in Korea through performing in a
variety of events, such as the Yeosu Music Festival,
the Cherry Blossom Festival Concert, and the
Concert for Office Workers, is planning to perform
a number of projects to the delight of audiences and
confirm itself as Korea’s representative classical
cultur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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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FRI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35회 정기연주회

후기 낭만주의 세계의 초상화
KBSSO 735th Subscription Concert - Portrait of the world of latter romanticism

10/20
SAT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엘렌 그리모
2018. 10. 19. (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 10. 20. (토)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12만 | S석 10만 | A석 6만 | B석 3만 | A석 2만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관현악 애호가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필청곡으로 우리에게는 영화
<스페이스 오딧세이 2001>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곡입니다.
함께 연주되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파된 미국 재즈의 영향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으로,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의
연주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기능적 아름다움과 연주력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PROGRAM

이베르 I 기항지
J.Ibert I Escales (Ports of Call)
I. Rome-Palermo
II. Tunis-Nefta
III. Valencia

라벨 I 피아노 협주곡 G장조
M. Ravel I Piano Concerto in G Major
I. Allegramente
II. Adagio assai
III. Presto
INTERMISSION

슈트라우스 I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 30(TrV 176)

주최 KBS교향악단
주관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R. Strauss I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TrV 176)
I. Einleitung, oder Sonnenaufgang (도입부 또는 일출)
II. Von den Hinterweltlern (후세를 예언하는 자에 대하여)
III. Von der großen Sehnsucht (위대한 열망에 대하여)
IV.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 (기쁨과 열정에 대하여)
V. Das Grablied (무덤의 노래)
VI. Von der Wissenschaft (과학과 학문에 대하여)
VII. Der Genesende (치유하는 사람)
VIII. Das Tanzlied (춤의 노래)
IX. Nachtwandlerlied (밤의 방랑자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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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Louis Yago

YO E L L E V I

YOEL LEVI
음악감독 요엘레비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 요엘 레

부터 ‘유럽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오케스

비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끈 무대와 교향곡, 오

트라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페라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 및 음반

요엘 레비는 세계 각국에서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런

목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던, 파리,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 로마, 프랑크푸르

1978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6년 간

트, 뮌헨, 코펜하겐, 스톡홀름,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

로린 마젤의 보조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

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북미 지역에서는 뉴욕 필

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 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애틀

하모니를 시작으로 보스턴,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

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경력을 다졌

카고, 로스앤젤레스,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미

다.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동안, 영국의

네소타,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서 다수의 오케스트라를

그라모폰지는 그가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수준에 끼친 영

지휘하였다.

향을 언급하면서 “요엘 레비는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오

이스라엘인으로는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

케스트라의 명성을 쌓았고,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

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가 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드, 보스턴, 그리고 시카고에 흩어져있는 미국의 5대 오

멕시코 투어를 다녀왔고, 2008년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케스트라 경쟁자들에게는 점차 더 큰 선망의 대상이 되

기념 특별연주회의 지휘봉을 잡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세간의 평가는 1991/92년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국 투어, 일 드 프랑스 국

제1회 국제 클래식 음악 시상식ICMA에서 애틀랜타 심포

립 오케스트라와 스페인 투어에 함께하였다. 한편 노벨상

니 오케스트라가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지명되면서 다

시상식과 같은 특별한 무대에도 초청되어 노르웨이 스톡

시 한번 확인되었다.

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의 찬사는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 무대에서도

1997년 플로렌스 시립극장에서 <서부의 아가씨>를 지

이어졌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휘하면서 데뷔한 그는 이후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역임하면서(2001~2007), 2005년에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카르멘>, 프라하에서 자넥의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그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7년 간 파리와

리고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푸치니의 <에드가

프랑스 일 지역에서 정기 공연을 지휘하였고, 스페인, 런

르>를 지휘하는 등 자신의 지휘 활동 중 상당부분을 오

던, 그리고 동유럽 등지까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언론으로

페라 레퍼토리를 넓히는 데에 노력해 왔다. 그는 아메리
5

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오페
라 후궁에서의 도주>를, 그리고 버르토크의 <푸른 수염 영주
의 성>을 지휘하였다. 또한 브뤼셀 필하모닉과 함께 푸치니
의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그리고 <나비부인>을 공연했
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
서 <토스카> 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스타드 드 프
랑스 무대에서는 60,000명의 관객과 유럽 전역의 생방송 카
메라 앞에서 풀랑크의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와 <나부코
>를 공연하였다. 그 외에도 <아이다>,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라 보엠> 등 많은 작품들을 통해 오페라 팬
들을 만나 왔다.
또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오
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등 세계 유
수의 오케스트라와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그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
다. 레퍼토리 역시 바버, 베토벤, 브람스뿐만 아니라, 드보르
자크, 하이든, 힌데미트, 코다이, 말러, 멘델스존, 무소륵스
키, 닐슨, 프로코피예프, 푸치니, 라벨, 로시니, 생상스, 쇤베
르크,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차이
콥스키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들을
음반에 담았다.
1997년 요엘 레비는 애틀랜타의 오글소프대학교에서 순수
예술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졸업식 연설을 맡기도 하였
다. 2011년 6월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을 수여받았다.
루마니아 태생 요엘 레비는 이스라엘에서 유년기를 보냈으
며, 텔아비브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석
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지휘자이자 작
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한 이스라엘 음악가 멘
디 로단을 사사한다. 이어 이태리로 건너가 시에나와 로마
에서 이태리의 거장 프랑코 페라라의 마스터클래스를, 네덜
란드에서는 키릴 콘드라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영
국 런던 길드홀 음악연극학교에서 수학했다.
1997년부터 KBS교향악단과 수차례 호흡을 맞추어 왔던 요
엘 레비는 2014년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
였다. 2016년 시즌 성공적인 유럽투어를 통해 KBS교향악단
을 한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깊어진 음악적
교감과 호흡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임기에 국내 정상급 오케
스트라라는 위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서의 면모
를 보여줄 것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Music Director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Seoul Since 2014.
Yoel Levi is known throughout the world from
his work at the head of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his repertoire of
symphonic, operatic and lyric works and his
extensive discography.
Having won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nductors Competition in Besançon in 1978, he
spent six years as the assistant of Lorin Maazel
and resident conductor at the Cleveland Orchestra
and went on to be Music Director of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from 1988 to 2000.
Having been Principal Conductor of the
Brussels Philharmonic (2001 to 2007) Yoel Levi
was appoint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Orchestre National d'Ile de France in 2005, a
post he held until 2012, giving regular concerts
in Paris, the Ile de France area and increasingly
taking the orchestra on tour outside France
to Spain, Eastern Europe and London, where
the media praised the orchestra as being one
of the most inspiring and frequently engaged
orchestras in Europe. He is also the first Israeli
to serve as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with which he
has given tours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s well as a special concert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State of Israel.
Yoel Levi has made more than forty record
ings on different labels with various orchestras,
including the Cleveland Orches tra, London
Philharmonic, Philharmonia Orchestra, Brussels
Philharmonic and the Israel Philharmonic.
More than thirty of these are with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for Telarc.
Born in Romania, Yoel Levi grew up in Israel
where he studied at the Tel Aviv Academy of
Music, where he received a Master of Arts
degree with distinction, and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under Mendi Rodan. He
also studied with Franco Ferrara in Siena
and Rome, with Kirill Kondrashin in the
Netherlands and at 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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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ÉLÈNE
GRIMAUD

HÉLÈNE
GRIMAUD
피아노 엘렌 그리모

르네상스 여인 엘렌 그리모의 삶은 단순히 음악가로

기 하는 그녀는 동물보호활동 뿐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앞

서의 깊은 열정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성과로만 평가하기에

장 서왔다.

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피아니스트로서도 마치 한 편의 시

보통 사람이라면 환경 단체를 건립하고 운영하거나 음악

낭송을 듣는 듯한 표현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교를

가로서 눈부신 커리어를 쌓는 것 둘 중 하나에 매진하기에

갖추었지만, 음악가이자 야생동물 보호가, 인권 운동가, 작

도 벅찰텐데, 그리모는 이 두가지 외에도 작가로서도 활동

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음악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썼으며, 이 책들은 다양한

름을 알리고 있다.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1696년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자클

그러나 무엇보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리모의

린 쿠르탱 교수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이후 마르세유 음악

음악적 표현력이다. 다수의 독주회화 리사이틀을 통하여

원에서 피에르 바르비제를 사사하였다. 13세의 나이로 파

전세계 관객들과 만나왔다. 챔버 뮤지션으로서도 활발하

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불과 3년 만에 콩쿠르에서 우승을

게 활동하며 각종 페스티벌과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여 솔

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1987년 도쿄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베타, 롤랑도 비아종, 얀 포글러, 트룰스 뫼르크, 숑 클레

가지기 전까지 죄르지 샨도르와 레온 플라이셔를 사사하

멘스 하겐, 카푸숑 형제 등 광범위 음악가들과 협연하였다.

였다. 같은 해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의 초청으로 파리 오

최근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그녀

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의 노력과 영향력을 치하하는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이

이 공연을 계기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최정상급 지

옹도뇌르 훈장’의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휘자들과 활발히 협연하며 탄탄한 음악적 커리어를 쌓고

2017-2018 시즌에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 페스티벌

있다. 그녀는 첫 음반부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다

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고텐부르크 심포니

수의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의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라벨 피아노 협주곡

1995년 베를린 필하모닉(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1999년

을 연주한다. 또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뮌헨 필하

뉴욕 필하모닉(지휘: 쿠르트 마주어) 등 유명 오케스트라와

모닉과 협연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투

의 첫 협연을 하는 동안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데뷔를 하였

어 공연에서는 고텐부르크 심포니 및 필라델피아 오케스트

는데, 뉴욕주 북부에 야생늑대보호 센터를 건립한 일이다.

라와 협연한다. 2016-2017 시즌에는 야닉 네제-세겐의 지

플로리다주 북부에서 우연히 늑대와 마주친 이후 멸종위

휘로 로테르담 필하모닉과 유럽 투어 길에 올랐으며 미국

기의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녀는, 그 경험을 계기

과 호주에서는 브람스와 라벨의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또

로 환경 교육 센터를 건립하기로 마음 먹었다. “직접적으

한 독일과 스위스에서 첼리스트 솔 가베타와 협연 리사이

로 동물보호활동에 관여할 수 있고, 동물들을 원래 있던

틀을 진행하였고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지 다수의 무대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일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고 이야

에서 2016년 발매한 음반 <Water>의 수록곡을 연주하였다.
7

PORTRAIT
OF THE WORLD
O F L AT T E R R O M A N T I C I S M
글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

이베르 I 기항지
J.Ibert I Escales (Ports of Call)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음악은 감각적이며 우아하며 재치가 있다. 이런 전통을 가장 잘
이어받은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자크 이베르일 것이다. 뒤
늦게 음악공부를 시작해 20세의 늦은 나이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한 이베르는 제1차 세
계대전에 참전 후 귀환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에, 작곡가로서는 최고의 영예
인 로마대상을 차지했다. 오늘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하는 이베르의 교향시 ‘기항지’는
편성  

1920년부터 1922년에 걸쳐 작곡된 작품으로, 이베르가 대망의 로마 대상을 차지한지 얼

플루트 2  

마 안 되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인상을 표현한 곡이다.

피콜로 1  

제1곡 ‘로마-팔레르모’는 플루트와 트럼펫의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로마에서 지중해

오보에 2  

를 가로질러 팔레르모로 향하는 여정을 음악적으로 묘사한다. 플루트와 오보에 연주가

잉글리시호른 1
클라리넷 2  

돋보이는 도입부는 출발 전의 감상을 나타내며, 현악의 선율이 흐르면서 본격적인 항

바순 3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드디어 기항지인 팔레르모에 도착하면 트럼펫과 탬버린 소

호른 4

리가 들려오고  이탈리아 춤곡인 ‘타란텔라’의 경쾌한 리듬이 남국의 인상을 전해준다.

트럼펫 3
트롬본 3  

제2곡 ‘튀니스-네프타’는 북아프리카 회교도의 고장인 튀니스에서 남쪽의 오지 네프타

튜바 1

로 향하는 밤의 인상을 그린 음악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의 관능적인 밤을 연상시

팀파니  

키는 곡으로, 목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의 독주가 매우 돋보이는 곡이다.

타악기  실로폰, 필드드럼, 트라이앵글,

제3곡 ‘발렌시아’는 지중해에 인접한 스페인의 발렌시아 항구의 부산한 분위기를 담

탬버린, 캐스터네츠, 공, 심벌, 큰북

은 음악으로 시작한다. 스페인 춤곡의 리듬과 탬버린과 캐스터네츠 등 다양한 타악기

하프 2  
첼레스타  

들이 화려한 색채를 뿜어낸다. 프랑스적인 재치가 넘쳐흐르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흐

현악합주

르는 곡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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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라벨은 우리에겐 ‘볼레로’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라벨은 ‘볼레로’를 넘어서는 매우 다양한 음악양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작곡가다. 스위스 출신 공학자인 아버지와 바스크 출신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벨은 어린 시절에 파리로 이민해 평생을 그곳에
서 살면서 여러 나라의 음악어법에 친숙했기에, 자신의 혈통인 바스크
족의 음악이나 ‘재즈’의 음악어법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해 매우 독창
적인 작품들을 작곡했다. 오늘 연주될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역시 여러
문화권의 음악적인 특징이 녹아있는 매우 독특한 작품이다. 라벨은 이
협주곡을 작곡할 당시 이미 1914년에 작곡한 적이 있는 ‘Zaspiak bat’(
바스크어로 ‘일곱은 하나’)에서 몇 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따다가 이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이 협주곡은 바스크 풍의 이
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재즈의 요소도 엿보인다.  
1932년 1월 14일에 파리에서 라벨의 피아노협주곡이 초연될 당시에
도 이 곡은 처음부터 매우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평론가들이 이 협
주곡을 가리켜서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음악이다”라고 극찬했
고, 라벨 자신은 ‘데일리 텔레그라프’ 지와의 인터뷰에서 “모차르트

라벨 I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와 생상스의 작품과 비슷한 정신을 담아내려 애썼다”다고 말하기도

M. Ravel I Piano Concerto in G Major

했다. 실제로 라벨의 피아노협주곡을 들어보면 모차르트와 생상스의
협주곡에서 느껴지는 간결함과 재치, 그리고 과하지 않은 감성이 느
껴지며, 특히 2악장은 실내악 같은 작곡법으로 고전 양식을 추구하고
있어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재즈 풍의 1, 3악장이 2
악장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음악적인 흥미를 자아낸다.
1악장은 나무를 부딪쳐 소리 내는 ‘딱따기’(slapstick)소리로 시작한다.
이 소리는 3악장에도 나와서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1악장에는 모두
다섯 개의 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 제1주제는 바스크 민
속 선율을 연상시키고, 제2주제는 스페인 음악의 영향을 느끼게 한
다. 반면 나머지 주제에선 재즈의 영향을 느낄 수 있으며, 인상적인

편성

트럼펫 솔로와 타악기의 특수 음향효과, 여러 변칙 화음들이 효과적

플루트 1

으로 사용되어 다채롭다.  

피콜로 1
오보에 1

2악장에서는 피아노와 관악기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낭만적인 분

잉글리시호른 1

위기 때문에 오늘날 매우 인기가 있다. 2악장의 주제는 라벨의 ‘죽은

클라 2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매우 닮았으며 때때
로 아라비아 음악의 요소도 엿보인다.
빠른 3악장은 매우 유쾌한 성격의 음악으로, 제1주제는 귀를 찢는
듯한 훈련용 호루라기 소리를 연상시키고 제2주제는 민속음악 같
으며 3주제는 떠들썩한 행진곡과 비슷하다. 3악장에선 프랑스풍의
위트뿐만 아니라 피아노의 타악기적인 연주효과와 재즈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프로코피예프나 거슈인의 피아노협주곡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바순 2  
호른 2
트럼펫 1
트롬본 1
팀파니
타악기  큰북, 서스펜디드 심벌,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공, 우드블럭, 휩

하프 1
현악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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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라우스 I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 30(TrV 176)
R. Strauss I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TrV 176)

슈트라우스가 니체의 철학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이 교향시는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작이다. 특히 이 교향시의 ‘서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나 혹은 영화음악으로 사용되어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서주는 유명하지만 이 교향
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찍이 슈
트라우스가 이 교항시에 대해 남긴 말을 참고한다면
이 교향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철학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
고, 위대한 니체의 작품을 음악화하고 싶었던 것도 아
니다. 다만 인류가 그 기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
쳐서 발전해가는 모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위의 글에서 슈트라우스는 니체의 작품을 음악화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의 음악은 놀라울 정
도로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
하고자 했던 ‘초인’(Übermensch, 위버멘쉬)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차라투스트라는 10년
간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하산한 후 사람들에게 이렇

KBS SYMPHONY ORCHESTRA

게 가르친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이다...보라, 나
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고, 극복되어야 할 존
재”라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은 슈트라우스의 교
향시에서 ‘인간의 자기 극복’을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 교향시의 서주에 이어지는 8가지 에피소드는 “인
류가 그 기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가
는 모양”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때문이다.
서주에서 어두운 도입부를 뚫고 등장하는 C장조
의 트럼펫 선율은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암시한
다. 하지만 곧 인간을 나타내는 애매한 b단조가 C
장조와 싸우기 시작한다. 서주 이후의 8개의 에피소
드는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배
후 세계를 그리는 자’(Von den Hinterweltern)에서는 하
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인간의 테마와 서로 섞이
고, ‘크나큰 동경에 대하여’(Von der grossen Sehnsucht)
에서는 욕망의 테마가 자연의 테마와 신앙고백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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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 얽힌다. 이어지는 ‘환희와 정열에 대하여’(Von der Freuden und Leidenschaften)에서는 격정적인 정열의 테마가 제시되면
서 인간의 희열을 표현하지만 ‘무덤의 노래’(Das Grablied)에 이
르러 정열의 주제는 탄식하는 듯한 오보에의 선율로 변형되며
음악은 다시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 ‘학문에 대하여’(Von der
Wissenschaft)에서 자연의 주제는 현학적인 푸가의 주제로 사용
돼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의 세계를 암시하나 그마저도 곧 한
계에 다다른다. 마치 “인간은 아직 혼돈 속에 살아야 한다”라
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회복기의 환자’(Das Genesende)에 이르러 권태의 테마와 푸가 주
제가 얽히면서 장엄한 자연의 테마로 마무리되고, 순수한 삶의
기쁨을 바이올린의 아름대운 멜로디로 표현해낸 ‘춤의 노래’(Das
Tanzlied)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한 인간의 순수한 기쁨을 나타내
듯 환희로 가득하다. 그러나 ‘밤의 나그네의 노래’(Das Nachtwandlerlied)에서 다시금 인간을 나타내는 B장조와 자연을 나타내는
C장조가 교대되고, 결국 이 교향시는 매우 이상한 결말에 이른
다. 이 곡은 B음도 C음도 아닌 두 음이 교대되는 식으로 고요하
고 애매하게 끝난다. 대체 이런 이상한 결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 한 단계의 진화를 끝낸 인간이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아와
또다시 자연과 투쟁을 시작한다는 뜻일까? 오늘밤 KBS교향악단
의 연주를 감상하며 슈트라우스가 그의 교향시에 담아낸 음악적
인 사유에 함께 동참해보자.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이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할 존재다!”
편성

플루트 3, 피콜로 1, 오보에 3, 잉글리시호른 1, 클라리넷 4,
바순 3, 콘트라바순 1, 호른 6, 트럼펫 4, 트롬본 3, 튜바 2,
팀파니1, 타악기(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 심벌, 큰북, 서스펜디드 심벌, 차임), 하프 2,
오르간1 , 현악합주

11

10/13
SAT

초청연주회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Special Concert with Fabio Luisi

10/14
SUN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지휘 파비오 루이지
피아노 임동혁
2018. 10. 13. (토) 20:00 롯데콘서트홀
2018. 10. 14. (일) 17:00 통영국제음악당
R석 15만 | S석 12만 | A석 9만 | B석 6만 | A석 3만
인터파크티켓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Barbara Luisi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세계적 거장 ‘파비오 루이지’, 한국 교향악단과의 첫 만남!
유럽, 미국, 아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는 특유의 세련된 지휘와 깔끔한 음악적 해석으로 유명하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녹음했던 <브루크너 교향곡 9번>과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만드는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작품 466>을 통해 2018년 하반기 최고의 감동의 연주를 선사할 것이다.

PROGRAM

모차르트 I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
W. A. Mozart I Piano Concerto No.20 in d minor, K.466
I. Allegro
II. Romance
III. Allegro Assai
INTERMISSION

브루크너 I 교향곡 제9번 d단조, WAB.109
주최 KBS교향악단
주관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A. Bruckner I Symphony No.9 in d minor, WAB 109
I. Feierlich. Misterioso
II. Scherzo. Bewegt, lebhaft - Trio. Schnell
III. Adagio. Langsam, feierlic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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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IO LUISI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

파비오 루이지는 2019년부터 미국 댈러스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지명되었으며, 현재 취리히 오페라와 덴
마크 방송 교향악단(국립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및
이탈리아 피렌체의 음악·무용축제인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의 음악감독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
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였
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
라 수석 지휘자를 맡았으며, 그 외에도 드레스덴 슈타
츠카펠레 및 젬퍼 오퍼(2007-2013) 음악감독, 라히프
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1999-2007) 수석지휘
자,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1997-2002) 음악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파비오 루이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NHK 심
포니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런
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오페
라극장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올랐고, 잘츠부르크 페
스티벌에서는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다나에의 사랑>,
<이집트의 헬레나> 를 연주하였다. 또한 베토벤 <피델
리오>, 베르디 <리골레토>, <레퀴엠> 등을 취리히 오페
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다수의 교향곡과 오페라 음반을 녹음한 파비오 루이지
는 베르디 오페라 <아롤도>, <예루살렘>, <알지라>, 벨
리니의 <청교도>, <카풀레티 가문과 몬테키 가문>을 비
롯하여 슈만과 오네게르 교향곡 전곡을 녹음하였다.
또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2009년 에코(ECHO)
클래식 상을 받았다. 그 밖에 메트 오페라와 함께 녹음
한 바그너의 <지크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으로 그래
미상을 받았으며 취리히 오페라의 취리히 필하모니아

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브루크너, 림스키 코르사코브,
베를리오즈 등 다양한 음반을 녹음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 이탈리아에서 프랑코 아비아티 최고 음악 평론
가상을, 2014년 제노바 도시 문화 유산에 기여한 공고
로 Grifo d’Oro를 받았다.
1959년생인 파비오 루이지는 이탈리아 제노바(Genoa) 출신으로 니콜로 파가니니 콘서바토리에서 공
부하였고 이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반주자로 일
하면서 지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라츠
의 음악원에서 지휘공부를 이어갔다. 무대밖에서는 열
정적인 조향사이기도 한 파비오 루이지는 오롯이 그
에 의해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향수의 수익금으로 Luisi
Academy for Music and Visual Arts와 함께 그 혜택
을 나누고 있다.

“파비오 루이지,
그는 지휘자단 위에서 당당하고
활력이 넘치며 그의 열정은 청중들에게
치명적으로 전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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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DONG-HYEK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으며,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러시아로 이주, 그곳의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

추천하였다. EMI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

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였다. 형인 임동

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며 EMI의 선

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

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

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임동혁은 모스크

리즈의 4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

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가브릴로프, 부닌 등을 길러

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낸 명교수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황금 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임동혁에 대한 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 11월에는 워너

랑이 지극하였다.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

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옐,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 홀 등 전 세계 주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 상

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

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르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몽펠리에 페스티벌, 루가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

페스티벌 등지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다.  

부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계에 핫이슈를

한편, 샤를 뒤투아가 지휘 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몰고 왔지만,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

를 수상하며 그의 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카노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

또한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트 마주어가 지휘 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

부분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

로흘라벡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

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의 샌프란시스코심포니 등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도 협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연해오고 있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

임동혁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

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

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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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오늘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은 우연히도 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다. 모차르트에게는 판타지가 깃들여있는 과감한 조성이자 내면의 조성,
브루크너에게는 ‘절대자의 조성, 운명의 조성’인 d단조(d minor). 어둡고 불안한 시작으로
장대한 여정을 펼쳐 나가는 이 라단조의 두 곡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자.

모차르트 I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

글 음악 칼럼니스트 김은중

W. A. Mozart I Piano Concerto No.20 in d minor, K.466

모차르트(1756~1791)는 스물일곱 곡의 피아노 협주곡
을 남겼다. 4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생에서 600
여 곡을 훌쩍 상회하는 ‘다작의 대표 아이콘’으로 어
느 시절에나 창작의 아이디어가 샘솟던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20번(1785)’이 작곡된 1785년에 접어들
면서 모차르트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 갔지만 동시에
만년의 걸작이라고 칭할 만한 걸작이 잇따라 탄생되
고 있었다.
스물일곱 곡 중 단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20번 d단조’와 ‘24번 c단조’ 두 작품뿐이다. 그중에서
도 20번에 사용된 d단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문에서 언급했듯 모차르트에게 d단조는 깊은 내면
의 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으로 남겨진 ‘레퀴엠(1791)’을 비
롯해 피아노 작품인 ‘환상곡(1782)’에서도 d단조가 사
용되었다. ‘피아노 협주곡 20번’ 역시 도입 악장이 d
단조로 시작되는 곡으로, 특유의 천진난만함 뒤에 숨
겨둔 모차르트 안의 가장 깊은 ‘내면의 노래’가 이 d단
조의 조성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협주곡에는 악곡 사이에 협연자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를 ‘카덴차(cadenza)’라고
한다. ‘피아노 협주곡 20번’에는 첫 악장과 마지막 악
장에 각각 한 번씩의 카덴차 구간이 삽입되었다. 이 곡
의 카덴차와 관련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빈 거
리를 산책하던 베토벤이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집에서

연주되고 있던 이 곡을 듣고는 옆에 있
던 동료에게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곡을
쓸 수 없을 걸세”라며 찬탄했다는 일화
다. 실제로 베토벤은 이 곡을 모차르트
의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전해
지고, 스스로 카덴차를 붙여서 연주할
정도였다고 한다. 베토벤을 기려 지금
도 베토벤의 카덴차로 연주하는 실황과
음반이 가장 많다. 특이사항으로 음반
사 도이치 그라모폰(오리지널로도 출반된 리
히테르 연주)에서 나온 베토벤 전집에 이
례적으로 이 곡 ‘피아노 협주곡 20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베토벤의 카덴차는 모차르트 특유의 사
고와 위트를 기본으로 장대하고 화려하
며, 기교적이다. 또한 이 작품의 성격
을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을 받으며 많
은 피아니스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형식을 스스로 완성하고 깨뜨리며 인
류 최고의 음악가로 칭송받는 두 사람
이 함께 작곡했다는 것만으로도 ‘피아
노 협주곡 20번’의 가치는 입증된 셈이
다. 덧붙여 베토벤뿐만 아니라 슈만·
훔멜·멘델스존·브람스 등 많은 작곡
가들이 이 명작에 카덴차를 헌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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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악장 ‘알레그로(Allegro)’ 도입부를 듣는 순간
왜 그토록 ‘d단조’를 강조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비장한 긴장감이 감돈다. 싱커페이션(당김음/엇박) 음형
의 현악기군이 작은 소리로 d단조의 으뜸화음을 연주
하는 배경 밑으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어둡게 비
극적인 동기를 도입한다. 위에서 언급한 ‘환상곡’ ‘레
퀴엠’과 마찬가지로 여린 셈여림으로 시작해 음산한
기운을 배가시킨다. d단조의 조성을 갖는 다른 작곡
가의 작품들 중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
토벤의 ‘템페스트 소나타’ ‘교향곡 9번’<합창>, 프랑크
의 ‘교향곡 d단조’,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연주될 브루
크너의 ‘교향곡 9번’ 등과 비슷한 시작이다. 다만, 이
곡의 경우 알레그로의 빠르기와 쓰러질 듯 불안전해
보이는 싱커페이션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개상황에 대
한 기대는 예로든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이다. 오케스
트라의 긴 서주는 마치 교향악곡을 접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 긴
서주가 끝나면 중고음부의 피아노 솔로가 4분음표에
서 8분음표를 지나, 16분음표로 순차진행하며 분위기
를 고조시킨다. 이윽고 오케스트라 서주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2주제는 나란한조인
F장조에서 움직이며, 제시부와 전개부를 거쳐 재현부
를 거쳐 코다로 넘어가기 직전 카덴차가 등장한다. 이
카덴차가 끝나면 피아노는 말이 없고, 오케스트라가
에피소드를 정리하듯 노스텔지어에 빠진 듯 홀연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진다. 시작할 때의 셈
여림보다 더 작은 고요다.
두 번째 악장인 ‘로망스(Romanza)’는 밝고 여유로운 Bb
장조로 시작한다. 마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가
운데 악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깨끗하고 소담하다. 오
케스트라와 주제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난데없는 g단
조의 삽입구가 짧은 평화를 깨트린다. 대담하고 도발
적인 등장이라서 3악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피아노가 다시 방향을 잡아서 악장의 첫머리인 아
름답고 평화로운 주제로 악상을 복귀시킨다.
마지막 악장인 ‘프레스토(Presto)’는 론도형식을 사용
했다. 조성은 1악장 알레그로의 d단조로 돌아가 균형
을 맞췄다. 밝지 않은 오밀조밀한 음형이 반복되어 언
뜻 들으면 꼬여있듯 아기자기해 보이지만 그러는 사
이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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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있다. 론도라는 장치 안에 교묘하게 단
조와 장조를 교차시켰기 때문이다. 짧
지만 흡인력 강한 카덴차 이후 호른과
파곳, 오보에의 위트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모차르트만의 환한 웃음을 그
린다. d단조가 D장조가 되는 순간이다.
불안하게 쓰러질 것만 같던 그 첫 모습
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밝은 빛으로 다
시 태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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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크너 I 교향곡 제9번 d단조, WAB.109
A. Bruckner I Symphony No.9 in d minor, WAB 109

브루크너(1824~1896)는 72세의 삶을 살면서 19세기를
온전히 누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다. 어느 직업군
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작곡가들의 경우도 창작열과 아
이디어가 가장 활발한 2~30대부터 작품을 쏟아내기
마련인데, 브루크너의 경우 본격적인 예술활동이 싹
트게 된 것은 40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었다. 더구나
60세가 넘어서야 겨우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
게 되었다. 브루크너가 결정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
한 것은 대략 마흔두 살에 이르러서인데, 이것은 그가
정신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증상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건강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렇다고 브루크너의 중년 이전 시절이 무의미했느냐
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이미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교향곡 작곡가
가 되기 이전에 이미 큰 작품 목록을 제시할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이다. 아쉬운 점은 브루크너 후년에 이
르러 강렬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 초기의 작품을 거의(
전부의 수준) 출판시키지 않은 사연이 숨겨있으며, 그중
에는 오늘 연주되는 ‘교향곡 9번’과 같은 조성인 ‘교향
곡 0번’도 포함되어 있다.
브루크너의 출세가 늦어진 데에는 소심한 성격도 한
몫을 하는데, 그의 소심한 성격은 첫 교향곡 c단조를
44세 되던 1868년에야 발표한 데서도 드러난다. 오늘
의 연주곡인 ‘9번 교향곡’과 같은 조성을 취하는 ‘교
향곡 3번 d단조’를 초연할 때의 일화가 있다. 지휘대
에 선 브루크너가 첫 박을 주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
히 있자 악장이 “시작하지요”라는 의미의 눈짓을 보
냈는데, 브루크너의 대답은 “먼저 시작하시죠”였다고
한다. 그는 평론가들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늘
수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교향곡마다 여러 판본이 존
재한다.
오늘날에는 그 존재가치가 확연히 다르지만 말러
(1860~1911)는 빈 음악원 시절의 스승 브루크너(둘의 관
계가 전공 지도교수, 소위 클래스는 아닌 듯하다)를 “천성적인
진실함과 어린이처럼 순진무구한 행복감의 소유자”
로 회고했다. 현세대의 학계와 평론가, 애호가 대부분
의 의견은 말러의 음악을 두고 ‘하늘에 끊임없는 질문
을 던진, 해답을 얻기 위한 필사의 외침’, 브루크너의
음악을 두고는 ‘하늘에서 해답을 얻은, 하늘로부터의
음악’이라는 평이 많다.

1887년 초기 스케치를 시작으로 10년
만인 1896년 완성, 1903년 2월 브루크
너 사후에 초연된 ‘교향곡 9번’은 d단조
의 조성을 취하고 있다. 베토벤의 ‘교향
곡 9번’과 같은 조성이다. 도입부의 음
산함도 비슷하다. 앞서 등장한 브루크
너의 제자이자 예술적 동료였던 말러는
슈베르트와 베토벤으로 시작된 이른바
‘비엔나 9번 교향곡(혹은 베토벤)의 저주’
를 피하기 위해 ‘교향곡 8번’ 이후에 ‘대
지의 노래’를 작곡, 실질적 10번 교향곡
이어야 할 ‘9번 교향곡’은 d단조가 아닌
D장조로 발표, 이런저런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10번(대지의 노래를 포함하면
11번이 된다)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말러
는 타계하고 만다.
브루크너는 9번 교향곡 마지막 악장
(WAB143, 1896)의 단편을 스케치하던
중 10월의 어느 일요일 조용히 숨을 거
둔다. 때문에 슈베르트의 유명한 ‘미완
성’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미완성 교
향곡’이다. 슈베르트와 브루크너의 교
향곡을 포함해 미완성이라 더욱 안타까
운 작품들, 모차르트의 ‘레퀴엠’, 푸치니
의 오페라 <투란도트> 같은 작품이 더
애끓는 이유에는 ‘미완성’이라는 이유
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브루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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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악장 ‘엄숙하고 신비롭게(Feierlich, misterioso)’
의 도입부는 여러 개의 단편적인 악상들이 차례로 나
타나면서 몇 십 마디나 되는 커다란 형태의 대주제를
형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브루크너가 클라이맥스
를 구축할 때 종종 쓰는 포르티시모 유니슨 기법, 중
간부에서 주제들을 뒤섞어 알아보기 힘들게 흩어놓거
나 호른 등 금관악기에 약음 주법을 써서 독특한 음
색을 시험하는 등 여러 시도를 보여준다. 특히나 쉽사
리 형체를 알 수 없는 도입부로부터 커다란 우주를 형
성해나가는 듯한 형태가 베토벤 마지막 교향곡의 그
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악장은 온갖 금
관악기와 팀파니,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동원된 D장
조로 끝난다.
두 번째 악장 ‘스케르초, 조금 빠르고 생기, 활기 있게
– 빠른 트리오(Scherzo. Bewegt, lebhaft – Trio. Schnell)’
는 그 캐릭터가 확고하다. 활을 내려놓은 현악기군이
피치카토로 무언가를 유혹하는가 싶더니, 마치 ‘암흑
의 헌터’의 사냥이 시작된 마냥 정신을 쏙 빼놓는, 자
로 잰 듯한 3박자군의 스케르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 이 폭력적인 섹션은 마치 벼락처럼 수시로 등장한
다. 조성은 트리오 부분을 포함해 수시로 바뀌어 형
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분명한 악보상의 조표 역시 빈
번히 바뀐다.
현악기에 의한 단9도의 극적 도약으로 시작하는 마지
막 악장 ‘아다지오의 템포로, 느리고 엄숙하게(Adagio.
Langsam, feierlich)’도 초반에는 2악장에서와 비슷하게
조성의 변화가 빈번하다. 조성 뿐 아니라 화음 취급에
있어서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조성이 모호하다는
인상도 단순한 화음에 여러 음을 겹치거나 빼서 연속
시키는 방식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다. 화성을 해결하
지 않은 채 끊임없이 표류하는 진행을 두고 바그너의
것을 닮았다는 평도 있고,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 9번
4악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여러 조성을 옮겨 다니다
가 이 곡은 E장조로 조용하게 마무리 된다.
세 개의 악장, 중심조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E장조
의 마무리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상하는 시
도로 ‘테 데움’을 마지막 악장으로 연주하는 사례도 있
으나 그다지 선호되는 형태는 아니다. 음반의 경우 브
루노 발터의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앨범(소니)은
9번과 ‘테 데움’을 묶었고, 사이먼 래틀의 베를린 필하

KBS SYMPHONY ORCHESTRA

모닉 오케스트라 앨범(워너), 요아프 탈
미의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앨범
(낙소스, 샨도스)은 이례적으로 작곡자 본
인의 스케치에 기초하는 4악장 구성의
레코딩을 남겼다. 현재는 거의 예외 없
이 원전판인 오렐판, 노바크판, 코어스
판 중에서 고르는데, 노바크판의 채택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코어스판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급률이 높지
는 않지만, 최신 개정판이라는 점 때문
에 채택하는 지휘자가 꾸준히 늘고 있
다고 한다.
아홉
곡의
교향곡을
비롯
해
대편성
교회음악
작품인
‘테 데움 C장조, WAB45’을 포함하는 10
여 곡의 종교음악으로 대표되는 브루크
너의 작품은 그 어느 것이든 깊은 신앙
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어릴 때부
터 마음속에 간직해 온 파이프 오르간
의 장중한 울림이 오케스트라의 울림으
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신에 대한 감
사의 헌신과 바로크적 담백함이 브루크
너의 음악을 마주하는 기본 마음가짐이
어야 한다. ‘교향곡 8번’의 신앙고백, 신
에게 바친(실제 브루크너가 이 곡을 헌정한 대
상이 신이다) 미완의 ‘교향곡 9번’으로 브
루크너는 자신이 일생을 지키고 실행해
온 신과의 약속, 신을 향한 고귀한 심성
을 음악에 녹여냈다. 완벽하지 않은 상
태 그대로 완벽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미완의 걸작이다. 더 큰 감동을 위해 섣
부른 박수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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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방송총국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Jeonju KBS Invitational Concert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지휘 윤현진
소프라노 박하나 | 바리톤 김종표
2018. 10. 24. (수) 19:3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석초대

KBS전주방송총국 개국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개국 80주년을 축하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는 공연이다.

PROGRAM

베버 I 오페라 오베론 서곡
C. Weber / Opera Oberon Overture

레하르 I 오페레타 쥬디타 중 ‘너무나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
F. Lehar / Meine Lippen, sie kussen
최영섭 I 그리운 금강산
Young Seob Choi / Longing for Kumgang Mountain

로시니 I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일꾼을 위해 길을 비켜라’
G. Rossini / Largo al Factotum from Oprea Il Barbiere di Siviglia

김연준 I 청산에 살리라
Yeon Jun Kim / I will live in the green mountains

모차르트 I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파파게나’
W.A.Mozart / 'Pa Pa Papagena' from Opera Die Zauberflote
INTERMISSION

드보르자크 I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 88

주최   KBS전주방송총국
주관   KBS전주방송총국
KBS SYMPHONY ORCHESTRA

A. Dvorak / Symphony No. 8 in G Major Op.88                                                                                    
I. Allegro con brio
II. Adagio
III. Allegretto
IV. Allegro
20

PROFILE

소프라노  박하나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석사 및 박사 졸업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Great Lakes region 우승, 코네티컷
오페라 협회 및 메리 제이콥스 올해의 성악가 콩쿠르,
한국성악콩쿠르 등 다수 수상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보엠>, <카르멘>,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토스카> 등 다수 주역 출연
·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출강    

바리톤 김종표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과 전문사 졸업
·세일한국가곡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 성정콩쿠르,
오사카 국제콩쿠르 외 다수 수상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투란도트>, <로미오와 줄리엣>,
<돈 조반니>, <라보엠>, <세비야의 이발사>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외 다수출연
·2019년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윌리엄 텔> 주역 출연예정
·현. 오페라 전문 가수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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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with

킹덤 하츠 오케스트라 월드투어
KINGDOM HEARTS Orchestra -World Tour-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지휘 알렉산드라 크라베로 | 사회 모무라 요코
KBS교향악단 | 스칼라오페라합창단
2018. 10. 6. (토) 17:00 여의도 KBS홀
VIP석 22만원 | R석 5만원 | S석 9만5천원
인터파크 티켓 1544-7744 | ㈜제이에스 바흐 070-4234-1305

캐나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전세계 게임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킹덤 하츠 비디오 게임 콘서트 월드투어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서울공연을
갖는다. 파이널 판타지와 디즈니의 캐릭터를 결합하여 새롭고 스릴 넘치는 신화를
창조한 킹덤 하츠는 이번 서울공연에서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KBS교향악단과
함께 멋진공연을 보여준다. 스크린 영상을 통해 나오는 게임속 상황과 KBS
교향악단의 웅장한 사운드가 융합되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PROGRAM

주최
주관

라 페 소바쥬
라 페 소바쥬
㈜제이에스 바흐

KBS SYMPHONY ORCHESTRA

Hikari I KINGDOM Orchestra Instrumental Version
Dearly Beloved
Destati
Organization XIII
Traverse Town
Treasured Memories
The World of KINGDOM HEARTS
Fate of the Unknown
Threats of the Land: KINGDOM HEARTS Battle Medley
Heroes and Heroines: Characters' Medley
Lazy Afternoons~At Dusk, I will Think of you
Vector to the Heavens
Wave of Darkness
Field Battle Medley
The Other Promise
Let Darkness Assemble: Final Boss Battle Medley
Passion I KINGDOM Orchestra Instrumental Vers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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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HYUN-JIN
부지휘자 윤현진

차세대 지휘자 윤현진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 및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 진출을 비롯하여,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
휘자 콩쿠르 공동2위, 루마니아 제3회 부쿠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 지휘 콩쿠르 대상과 함께 부쿠
레슈티 에네스쿠 국립교향악단 특별상을 수상하며 지휘자로서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무대에서 젊은 지휘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바덴-바덴 필하모닉, 남서독 체임버
오케스트라, 영국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프랑스 로렌 국립 교향악단, 포르투갈 리스본 메트로폴리
탄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작업하였고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독일 우제돔 음악제, 러시아 상트 페테
르부르크 올림푸스 국제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지휘하였다.
국내무대에서는 2016년 KBS교향악단과 데뷔한 이래 부산시향,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대구 MBC 교향악단,
TIMF 앙상블 등을 지휘하였고 서울시향 주최 제2회 정명훈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단원투표 최고점수를 획득
하며 서울시향의 공익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의 객원지휘자로 초청되었다.
지휘자 겸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쾰른 서독일 방송국(WDR) 관현악작곡 공모전 입선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작곡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으며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오스트리아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및 KBS교향악
단, 경기 필하모닉, 성남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작품을 연주해 오고 있다.
독일 뤼네부르크 로이파나 국립대학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주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주관 현대음악시리즈 음악
감독 등을 역임 후 2017년 하반기부터 KBS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정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한국창작음악의 발전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다
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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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KBS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윤현진
“어느덧 1년차를 맞이한 KBS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윤현진,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다.”
by. KBS교향악단 명예기자단2기

KBS교향악단과 함께 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부지휘자로 KBS에 왔을 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는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은 공연을 함께 해
오면서 어느덧 편안하고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단원 선생님들의 오가시며 건네주시는 격려
의 말씀이나 따듯한 챙겨주심에 어느새 저도 리허설
중에 음악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가벼운 농담, 일상적
인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면서 함께 즐기게 된 것 같습
니다. 1년간 참 다양하고 많은 연주회를 지휘하였습니
다. 지휘자로서는 연주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여 자
산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KBS SYMPHONY ORCHESTRA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는 연주가 있다면?
작년 인터뷰 때 기회가 된다면 KBS교향악단과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연주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감사하게
도 올해 예술의전당 DMZ 국제음악제에서 선보였었는
데 음악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완성
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병을 앓
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학생들
을 찾아가 공연하기도 하였는데 관객분들이 뜨겁게 눈
물을 흘리시거나 박수로 환호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보람됨을 느낍니다.
윤지휘자님의 음악색깔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한 음악가를 만났는데 지휘자는 다양한 곡을 다
룰 수 있어야 하고 판단은 청중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
셨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 국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
고 싶은 곡만이 아닌 현대, 낭만, 고전 가리지 않고 폭
넓게 하려고 합니다. 선곡을 하다 보면 연주회 상황과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호가 생기는데 그게 나만
의 특기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로서 레퍼토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곡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혼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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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를 보며 공부하거나 리허설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직접 지휘해 보는 것입
니다. 저는 지휘과에 입학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업하며
지휘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만하임에서 만난 교수님은
모차르트와 하이든 같은 초대 고전 작품에 강점이 있
었고, 함부르크에서 만난 교수님은 후기 낭만시대 작
품에 강점이 있어 폭넓은 시대의 작품들을 다룰 수 있
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현대음
악을 접하는 등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레
퍼토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다양
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악 작품은 각각 1년여 씩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곡의 클라이맥스 같은 때에 지휘자의 동작이 커집니
다. 그런 동작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웃음). 그리고 그런 순간
이 올 때 오히려 지휘자가 한발 물러나는 게 좋은 소리
가 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동작
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휘자의 동작 자체를 향유 거리
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악에 필요한 지휘가
되어야지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지휘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휘를 시작하
면 연주를 하고 연주를 하니까 지휘를 하는 상호작용
입니다. 지휘자는 순간순간을 다음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음악인의 길을 걷게 할 것인지?
아내도 작곡가입니다. 우리의 영향으로 아이도 음악
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인 부모를 두
었기 때문에 나와 아내보다는 환경이 낫고 많은 조언
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래식이면 클래
식, 국악이면 국악, 뭐든 한다면 응원할 것입니다. 음
악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주
고 싶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지?
따로 정해진 루틴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휘자는 대
단한 존재라기보다는 관객과 연주자, 음악을 향유하는
두 무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에 오르기 전 긴장이 되다가도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
고 지휘 시작 전에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곡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현진의 작곡 철학이 있다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작품
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설과 같
이 음악 외에서 모티프를 따오는 것과 음악 그 자체로
서 작곡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의 것
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음’과 같은 자연적인 소
재나 제가 상상하는 ‘소리의 색’ 등을 주제로 해서 곡
을 작곡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곡에 한국적인 색깔을
입히려고도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한’의 정
서나 ‘흥’ 등을 곡에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작곡할 때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최근에 작곡한 두 개의 관

다시 태어나도 음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다른 길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물 흐르듯이 왔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어린 시절 배
우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만둔 뒤 영화 <샤인>
을 보고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어져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고등학교 때는 작곡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
어서 작곡과를 지망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
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쉽게 결정된 것 같지만 결코 그
선택이 가벼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에 후회는 크게 없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지휘자로서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거창한 꿈을 품기보다는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그때그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
휘자가 되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갖고 하다 보면 당장 앞
에 있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휘자 겸 작곡가이자 한국의 음악인으로서 한국 창작음
악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충실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KBS교향악단 명예기자단 2기 신동욱, 박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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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주회

제25회 KBS·한전콩쿠르

대상선정연주회
The 25th KBS·KEPCO MUSIC COMPETITION

출연

지휘 윤현진 | 사회 강서은 아나운서
바이올린 위재원 | 클라리넷 박병호 | 피아노 박재홍 | 바리톤 김건
일시·장소 2018. 10 8. (월) 15:00 KBS홀
티켓가격 전석 초대
예매처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사업부 02-781-2236, 2238
한국전력 커뮤니케이션실 061-345-3116

KBS한전음악콩쿠르는 6월부터 치러진 두 번의 예선과 본선을 거쳐 부문별
금상을 차지한 4명의 클래식 유망주들의 마지막 경연으로,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공연인 대상선정연주회를 무대에 올립니다. 최종 대상수상자를 선정하게 될 KBS
한전음악콩쿠르 대상선정연주회, 2018년 10월 8일(월) 오후 3시,
이제 그 주인공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은 오랜 시간 연주자로서 꿈을 키워온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어느 콩쿠르와도 비견될 수 없는 꿈의 무대일 것입니다.
PROGRAM

차이콥스키 I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P. I. Tchaikovsky I Polonaise from <Eugene Onegin>

브람스 I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 1악장
J. Brahms I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K. 492> 중 '벌써 다 이긴 셈이다!'
W. A. Mozart I 'Hai Gia Vinta La Causa!'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K. 492>

베르디 I 오페라 <돈 카를로> 중 '내게 최후의 순간이 왔네... 나는 죽지만'
G. Verdi I 'Per Me Giunto' from Opera <Don Carlo>

베버 I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f단조, 작품 73, J. 114
C. M. v. Weber I Clarinet Concerto No.1

주최
주관

KBS
한국전력공사
KBS
한국전력공사

KBS SYMPHONY ORCHESTRA

라흐마니노프 I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중 2, 3악장
S. Rachmaninov I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베를리오즈 I 로만 카니발 서곡
H. Berlioz, <Le Carnaval Romain> Overture, O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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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바이올린 위재원
·서울예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재학(김남윤, 고이치로 하라다 교수 사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 영재 데뷔 콘서트
·Menuhin Violin Competition, Kloster Schöntal Violin Competition,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for Young Musicians 등 입상
·중앙음악콩쿠르, 대관령 국제 음악제 협연자 콩쿠르, 음악춘추, 스트라드,
바로크합주단 전국음악콩쿠르, 서울청소년 실내악경연대회 1위
·부산시향, KNUA 오케스트라, 수원시향, 인천시향, 평창 대관령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GMMF), 중국 우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ew Russia State Symphony
Orchestra, The University of Texas Symphony Orchestra 등 협연

클라리넷  박병호
·선화예고 수석 입학 및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재학 중(채재일 교수 사사)
·2008년 구리시향 콩쿠르 관악부문 대상
·CBS 전국 음악콩쿠르 1위, 이화 경향 콩쿠르 1위, 서울대 관악 동문 콩쿠르 1위,
음악저널 콩쿠르 1위, 중앙콩쿠르 1위, 성정 전국 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등 다수
콩쿠르 입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선화윈드오케스트라,
경찰교향악단,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교향악단 협연
·금호 영재 독주회, 젊은이의 음악회 초청 연주, 페리지홀 독주회,
롯데문화재단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하는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오디션 수석 합격

피아노  박재홍
·서울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전체 수석 입학(김대진 교수 사사)
·2015 클리블랜드 영아티스트, 2016 지나 바카우어 콩쿠르 우승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헤드 외 다수의 콩쿠르상위 입상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카메라타,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협연
·뉴욕 The Frick Collection 데뷔 리사이틀
·네덜란드 Grachten Festival, Liszt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쇼팽 페스티벌,
워싱턴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초청

바리톤  김건
·포항예고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재학 중(이대범, 김건우 교수 사사)
·제22회 성정 음악 콩쿠르, 제 20회 수리 음악 콩루르 등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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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

차이콥스키 I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차이콥스키가 푸시킨의 원작으로 바탕으로 작곡한 오
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폴로네이즈’는 이 오페라
3막에서 펼쳐지는 그레민 공작 무도회의 들뜬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처음에 트럼펫의 팡파르가 분위기를 띄우
면 현악기가 폴로네이즈 춤곡의 리듬에 맞추어 힘찬 선
율을 연주한다. 그 음악만 들어도 눈부시게 차려 입은
남녀가 우아하게 춤을 추며 무도장을 누비는 모습을 상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페라 속에서 이 곡이 연
주되는 동안  주인공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표정은 어둡
기만 하다. 그는 절친했던 친구 렌스키와의 결투에서 친
구를 쓰러뜨린 후 죄책감과 회환에 싸여 전 세계를 방황
하며 떠돌아다녔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도 없이 사교계
로 되돌아왔고, 그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무도회장의 음
악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브람스 I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 1악장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이 탄생하기까지 브람스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
의 역할은 매우 컸다. 브람스는 1878년 여름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독주 바이올린 파트
의 악보를 요아힘에게 보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조
언을 부탁했다. 요아힘은 브람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했고 결국 브람스는 이 협주곡을 요아힘에게 헌정했다.
1879년 1월 1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이우러
진 초연 무대에서도 요아힘이 바이올린 연주를 맡았다.
KBS SYMPHONY ORCHESTRA

차이콥스키

초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청중은 이 작품에 “경의”를 표
했지만 “열광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이 곡의 어
둡고 진지한 성격 때문이리라.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덕
분에 이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깊은 맛을 전해준
다. 특히 오늘 연주될 1악장은 오케스트라 파트가 매우
충실하여 교향악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곡이다. 도입부
에선 단순하지만 심오한 선율로 조용히 시작되지만 차
츰 점자 리듬의 긴장감이 강해지며 독주 바이올린의 힘
찬 등장을 준비한다. 이윽고 폭풍처럼 휘몰아치듯 시작
하는 독주 바이올린의 연주는 실로 충격적이다. 강렬한
폭풍이 얼마간 진정되고 나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이 곡
의 도입부에서 오케스트라가 제시했던 주제를 아름답
게 연주하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다.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K. 492> 중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 대혁명
을 예고한 보마르셰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오페라다. 이 작
품은 하녀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귀족 알마비바
백작에 대항하는 하인 피가로와 수잔나의 이야기를 담
고 있으므로 왕족이나 귀족의 입장에선 매우 위험한 내
용이다.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이야기로 오페라를 만들
고자 했던 1785년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2세
는 보마르셰의 원작 <피가로의 결혼>의 상연을 금지한
상태였지만, 모차르트는 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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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

모차르트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를 약화시키는 대신 희극적인 요
소를 더욱 강조하여 황제마저 이 오페라를 인정할 수밖
에 없었다. 이 오페라 3막에서 알마비바 백작이 부르는
아리아 ‘벌써 다 이긴 셈이다’는 일종의 복수의 아리아
다. 3막 첫 부분에서 수잔나는 백작을 골탕 먹일 생각
으로 피가로 등과 미리 짜고 백작과의 밀회를 허락하지
만, 백작과 만나기로 거짓 약속을 하고 방을 나서는 길
에 그녀는 피가로에게 “벌써 다 이긴 셈이다”라고 말한
다. 그 소리를 들은 백작은 수잔나의 배신을 눈치 채고
는 수잔나와 피가로의 결혼을 방해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 아리아를 부른다.
“벌써 다 이긴 셈이라고? 내가 한숨 쉬는 동안
그들 행복하겠지? 내 꿈은 허사가 되고 그 놈이
그녀를 소유하게 될까? 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
킨 여인이 나를 사랑하진 않지만 그런 노예
녀석이랑 결혼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나?”

베르디 I 오페라 <돈 카를로> 중
‘내게 최후의 순간이 왔네... 나는 죽지만’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베르디의 오페
라 <곤 카를로>는 한 여인을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의 갈
등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본래 프랑스의 공주 엘리
자베타는 스페인의 왕자 돈 카를로와 약혼했으나 정치
적인 이유로 카를로 왕자의 아버지인 필리포 2세와 결
혼을 하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
들이 대립하는 상황에 처하고, 결국 아버지 필리포 2세

베르디

베버

는 이단자를 처형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칼을 빼어든 아
들 돈 카를로를 체포하고 만다. 감옥에 갇힌 돈 카를로
에게 그의 친구 로드리고가 찾아온다. 로드리고는 카를
로 왕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그의 죄를 대신해 처형
을 당하기로 하고, 카를로 왕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내게 최후의 순간이 왔네. 우리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
을 거야. 항상 믿는 이들에게 보답하시는 신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만나게 해주시겠지”라고 노래한다.
베버 I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f단조, 작품 73, J. 114
모차르트의 뒤를 이어 독일 오페라를 크게 발전시킨 베
버는 오페라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클라리넷 음악
분야에도 걸작들을 남겼다. 이는 당대 최고의 클라리네
티스트 하인리히 베르만 덕분이다. 베르만은 프로이센
의 군악대에서 연주하다가 뮌헨 오케스트라의 클라리
넷 연주자로 활약했다. 베버는 다름슈타트에서 하인리
히 베르만을 만난 이후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까지의
일관된 음색을 구사했던 베르만의 클라리넷 연주에 깊
이 매료되어 그를 위해 클라리넷이 중심이 되는 5중주
곡과 클라리넷 협주곡 3곡을 작곡했다. 그 중 베버의 클
라리넷 협주곡 제1번은 가장 유명하며, 전 악장 가운데
특히 빠른 3악장은 재기발랄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인
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느린 2악장의 서정적인 아름다
움 역시 모차르트의 그 유명한 클라리넷 협주곡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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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 I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중 2, 3악장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세르게이 라흐
마니노프는 피아노의 특성과 기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는 그의 피아노곡을 통해 발견된다. 슬라
브 풍의 정서와 피아노의 섬세한 기교를 결합시킨 라흐
마니노프의 걸작 피아노 곡 가운데서도 오늘 음악회에
서 연주될 피아노협주곡 제3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
노곡 가운데서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다. 라흐마니노
프는 이 협주곡을 1909년 첫 미국 연주여행 당시에 작
곡해 월터 담로슈가 지휘하는 뉴욕 심포니오케스트라
와 함께 그해 11월 28일에 초연한 후 피아니스트 요제
프 호프만에게 헌정했다. 그러나 호프만은 평생 이 곡
을 연주하지 않았다. 호프만은 이미 다섯 살 때부터 피
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할 정도로 신동이었으며 평생에
걸쳐 눈부신 기교와 음악성을 선보였던 피아니스트로
라흐마니노프는 호프만을 가리켜 “이 시대 최고의 피아
니스트”라 극찬하기도 했지만 호프만은 손이 작은 피아
니스트였다. 아마도 그는 손이 크지 않으면 잘 연주하
기가 어려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의 연
주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이 곡을 연주하기 부담
스러워하는 피아니스트는 호프만뿐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 곡은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피아노협주곡으로 꼽히며, 오래 전 개봉된 영화
<샤인>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은 “미
치지 않고는 연주할 수 없는 곡”이라 소개되기도 했다.
오늘 연주될 2악장은 주제 선율을 차례로 변형시키는
변주곡 형식의 느린 악장이다. 라흐마니노프는 2악장에
‘간주곡’(Intermezzo)라는 말을 적어놓았으나 이토록 내
KBS SYMPHONY ORCHESTRA

베를리오즈

용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악장을 단지 ‘간주곡’이라 말
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인 듯하다. 처음에 현악기가 연
주하는 달콤한 악상은 때로는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때
로는 웅대하고 힘차게 그 모습을 바꾼다. 2악장 말미
에서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공격적인 어조로 홀로 연
주를 선보이고 짧은 연결구가 뒤따른 후 빠른 3악장으
로 이어진다.
3악장은 당당한 행진곡풍으로 전개된다. 대단히 화려한
피아노의 기교가 눈부시게 펼쳐지며 오케스트라와 피
아노의 긴밀한 앙상블을 요하는 곡이기도 한다. 종결부
에 이르면 현악기의 로맨틱한 선율과 독주 피아노의 노
래가 점차 고조된 후 매우 빠른 템포로 바뀌어 돌진하
듯 전개된 후 강렬하게 마무리된다.
베를리오즈 I 로만 카니발 서곡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은 그의 ‘환상교향
곡’과 더불어 관현악법의 대가 베를리오즈의 독특한 음
향 감각이 나타난 작품이다. 본래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의 사육제 장면 첫 부분에서
따온 음악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베를리오즈는 1844년
에 이 곡을 완성한 후 그해 2월 3일에서 파리에서 초연
할 당시 사정이 생겨 오케스트라와 단 한 번의 리허설밖
에 하지 못했다. 그나마 단 한 번의 리허설도 목관악기
연주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초연은 대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대표적
인 서곡으로서 자주 연주된다. 찬란한 금관악기의 음색
과 떠들썩한 분위기, 폭발적인 환희가 이처럼 잘 표현된
작품도 드물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 춤곡 ‘살타렐로’ 춤
곡의 흥겨운 리듬은 더욱 열광적인 분위기로 몰고 간다.
30

10/31
WED 초청연주회

제25회 KBS·한전콩쿠르(한전KDN, 한전기술)

특별연주회
The 25th KBS·KEPCO Music Competition Special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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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지휘 윤현진
클라리넷 박병호 | 소프라노 박예랑 | 바리톤 권경민
일시·장소 2018.10.31. (수) 18:10 한전KDN 대강당(전남 나주)
2018.11.1. (목) 18:30 한전기술 대강당(경북 김천)
티켓가격 전석 초대
예매처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사업부 02-781-2236, 2238
한국전력 커뮤니케이션실 061-345-3116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제25회 KBS·한전콩쿠르 피아노, 바이올린, 관악,
성악 등 각 부문 입상자들이 윤현진 부지휘자가 이끄는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고 협연 무대에 오르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꽃피우는 특별한 연주회다.

주최
주관

KBS, 한국전력공사
KBS,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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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Director
이사장

감사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상무

이사
김종립 HS애드 대표이사
정진학 유진기업 사업총괄장 사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용 KBS 시청자국장
하 원 KBS TV프로덕션6 담당(예능총괄)
국은주 KBS 라디오센터장

Sponsorship List
김영호 일산방직 (주) 회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구자관 (주) 삼구INC 회장

이재승 평화정공 사장

구자용 (주) E1 회장

이재영 L&T 렉서스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주) 부회장

이충희 (주) 듀오 회장

김태근 양지프라임 회장

이학노 Superworld 교역(주) 회장

박선주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박정부 한웰그룹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최명배 (주) 엑시콘 회장

오석송 (주)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한준호 (주) 삼천리 회장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홍준경 (주) 국제선박투자운용 회장

유재찬 서울장수(주) 사장

박영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손광기 개인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

이교찬 개인

김종수 개인

박윤순 와이엠건설 (주) 회장

김진수 (주) 토성산업 대표

정성주 개인

KBS교향악단 후원회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금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가입문의
02-6099-7407/7408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084129 (재)KBS교향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원 직원 명단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박정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플루트 	 안명주★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요엘 레비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손한요● 신현각  유형직

부지휘자

바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윤현진

호른		 Jocelyn Willem★ 정종진●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단원

트럼펫		 정용균● 김주원● 김승헌

부악장		 최병호

트롬본		 Alexis Lavoie Lebel★ 박홍배● 정다운

제1바이올린	 반선경★ 김대훈● 유신혜● 김혜은  황미령

튜바		 Norito Usui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팀파니		 이영완★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타악기		 장세나  오지예  Matthew Ernster

선승미

하프		 김서원

제2바이올린	 고주철★ 방영호● 임정연● 채은주  노명희
이혜영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객원악장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Otto Derolez

비올라		 한넬리● 진  덕● 고은숙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객원수석

변은혜  유우정

클라리넷	 Shelly Ezra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바순		 Marceau Lefèvre

김희연  양재원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트럼펫		 Andrei Kavalinsk

유소향
콘트라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김상훈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수석

PRINCIPAL

●부수석

ASSISTANT PRINCIPAL

사무국

공연기획팀

공연사업팀

경영관리팀

사무국장 김기승

팀장 손유리

팀장 손대승

차장 강길호

차장 이상현

차장 김원재

과장 조병근

차장 이한신

과장 유연철

대리 정유진

공연지원파트

사원 이미라

악보 장동인

대리 유정의

사원 유현종

악기 유재식

대리 김지민

KBS교향악단 공연보고! 연말 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인이 누리는 혜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로
알뜰한 문화생활 하세요!

ARTICLE

찍는 자와 말리는 자!
아직도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글 문화 칼럼니스트 Alex Kang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직무 매뉴얼 수정 필요해...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다. 아직 공연 시작 전이라 여기저기 관객들이 입장을 한참 서
두르고 있다. 무대 위에 배치된 신기한 악기들의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관객
들 서넛이 여기저기 스마트폰을 꺼내어 인증샷들을 터뜨린다. 티켓을 들고 프로그
램 북을 들고 무대를 배경 삼아 자신이 공연장에 왔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기저기
찰칵찰칵 번쩍번쩍. 그때마다 여지없이 쏜살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 '맨 인 블랙' 같이 차가운 인상에 검정 정장을 차려입은 하우스매니저 또는 하우
스어셔들이다. 사진 촬영을 금하는 제스처를 보이며 사진 촬영 불가를 강조한다. 여
기에서 서로 간에 소소한 감정 소모가 일어난다. 제재당하는 측도 불쾌하긴 마찬가
지고 이를 제재하는 측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잠시의 신경전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
쳐 불쾌한 기류가 흐른다.

교묘한 관객 vs AI 같은 하우스매니저 그들의 대결은?
하우스매니저(하우스 어셔)가 막아도 어떻게든 폰을 몰래 숨겨서 촬영하는 얌체족,
졸음에 덜거덕 폰을 떨어뜨리는 소음, 갑자기 플래시 번쩍, SNS 확인하는 환한 불빛,
신발 덜거덕 소리, 사탕 봉지 부스럭 등등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다.
또한 조용한 엔딩 순간에 정적을 깨는 카톡, 벨소리 또한 전염의 기류를 타며 계속 콜
록대는 기침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의 ‘벚꽃엔딩’ 대참사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난감하고 창피한 상황들은 끝도 없이 여기저기 화려한 꽃들
을 피운다. 이쯤 되면 법이고 질서고 다 소용없는 상황에 소리에 예민한 관객이나 하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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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매니저(하우스 어셔) 둘 다 악성 관객들로 인한 신
경전으로 피로감이 겹쳐간다.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질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문화인들의 모습에서 적잖
은 실망감을 느낀다. 또는 ‘클래식의 대중화’란 말에 회
의감이 든다. “여기서 더 대중화되면 아주 큰일 이겠구
나”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주로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 SNS 용도의 사진 촬영이다. 이
런 상황 속에 제재하고 실랑이하는 하우스매니저(하우
스 어셔)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하다.

전사 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도 피가 따뜻한 사람들
그러나 공연 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에 투입되
는 전사들 같다. 얼굴에 표정이 없다. 그저 문을 지키는
AI 같아 보인다. 그들이 늘 반복하는 언어에는 스피릿이
없다. 새하얀 백지장처럼 창백하다. 그런데 어느 날 구
내식당에서 그들이 밥 먹고 재잘재잘 거리며 이야기하
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들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
각에 잠시 실소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을 너무 투명인간처럼 생각
을 했나?”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스쳤다. 기본적으
로 그들이 없으면 공연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수많은 사
람들이 오가는 공연장의 제일 큰 염려는 바로 ‘안전사
고’이다. 과거 서울 모 공연장에서는 실제로 하우스매니
저(하우스 어셔)의 발 빠른 기치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더러 있다. 이들은 수시로 안전에 대한 교
육을 받으며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
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로 보다 쾌적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관객과 하우스매니저(하우스 어셔), 이들 사이의
깊은 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례 그러려니 하면서 팽
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옳을까?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쯤은 생각해 봤을까? 주로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
마트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공연장에서의 주의 멘트
도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이 문
제가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전국에 스마트 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차라리 하우스매니저 직무 매뉴얼을 다시 살

펴보는 건 어떨까? 지금 그들이 수칙으로 삼는 매뉴얼
은 어느 적 매뉴얼일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매
뉴얼 수정과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전 국민 인증샷 SNS시대!
공연 전후 인증샷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악성 관객의 경우는 공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
부분 관객에 대해선 공연 중을 제외한 여러 상황에서 인
증샷 정도는 허용이 필요하다. 이미 공연장은 홈페이지
나 여러 경로를 통해 공연장 사진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걸 찍는다고 보안, 저작권 운운하면 정말 말이 우습
다. 군부대나 정부 보안 시설을 찍는 것도 아니고, 오히
려 사진 찍혀 SNS상에서 간접 홍보되는 게 공연장 측
이나 공연 관계자들한테는 고마운 일이다. 관객 본인들
이 좋아서 찍어 퍼 나르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
가 어디 있을까?
이미 우리는 전 국민 인증샷, SNS시대에 살고 있다. 간
혹 외국 수입 공연의 경우 무대 사진이 유출되는 것을
꺼려 계약상에서 ‘촬영금지’ 조항으로 넣어 관리하는 경
우가 더러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대응함이 옳은 처사로 여겨진다.
여기에 소위 지나간 옛 매뉴얼을 적용해 제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펼치다 보면 비싼 비용 들여 공연장 와서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관객들의 문화적 삶이
얼룩져버린다. 칼럼니스트들과 공연 관계자 그리고 아
티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큰 맘먹고 공
연장을 찾는다. ‘문화생활’이라는 자부심으로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며 자신이 공연장에 왔음을 알리고자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부분 금지 조항
을 모르고 셔터를 누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안
그래도 공연계가 먹고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
관으로 운영하는 공연장이 문턱을 조금 낮추어 주는 것
도 좋은 공연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
나가 아닐까 한다. 오히려 장려하는 차원으로 인증샷 대
회 또는 기타 여러 이벤트를 통해 사진 촬영의 순기능
을 활성화한다면 관객들의 불필요한 셔터가 줄고 하우
스매니저(하우스 어셔)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으로 생
각된다. 상황에 맞는 매뉴얼과 융통성 있는 대처로 보다
성숙한 선진국형 공연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
라는 바람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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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CONCERT

11/8

신한은행 KBS교향악단

THU

초청연주회

초청연주회

Shinhan Bank Concert

11/25
SUN

초청연주회

20:00 롯데콘서트홀

11/14

토요타 클래식스

초청연주회

2018 Toyota Classics

20:00(예정)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21

KBS교향악단

WED

제736회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

KBSSO 736th Subscription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22
THU

20:00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2018 KBS교향악단 유럽투어
The 100th Aniiversary of the founding of
Czechoslovakia 2018 KBS Symphony Orchestra
Europe Tour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19:30 
드보르자크홀

2018

WED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

11/27

체코 즐린 콩그레스센터
19:00 

11/28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19:00 
레두타 홀

TUE

WED

SNS를 통해 교향악단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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