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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은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향악단이다.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전속 교향악단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문화 공보부 소관으로 이관, 국립교향악단을 거쳐 다시 KBS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방송교향악단의 한계를 벗고 클래식 음악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자 2012년 전문예술경영
형태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현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역대 음악감독으로는 초대 임원식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
상의 지휘자들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KBS교향악
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부지휘자를 임용하였고, 선임된 윤현진 부지휘자는 요엘 레비 음악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춰 KBS
교향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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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하는 정기연주
회, 시즌 및 테마별로 기획하여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
외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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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2000년~2001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 민간
교류의 선도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공연 실황 음반을 발매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
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갖는 등, 국제적으로 기록할 만한 성과를 내는 한편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인 콘서트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KBS교향악단은 2019년도에도 차별화된 연주와 신
선한 기획을 통해 청중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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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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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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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
를 맡고 있는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
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요엘 레비는 클리블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뉴욕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
송 교향악단, 중국 국립 교향악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
트라 등과 연주했으며,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하여 플
로렌스,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전역의 세계적인
오페라단을 지휘했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곡으로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최근에는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
이치그라모폰에서 말러 9번 교향곡을 실황으로 녹음했다.
요엘 레비는 1978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
한 후, 6년 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턴트 겸 클리블랜드 오
케스트라의 상주지휘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애틀랜
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1988-2000),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면서
(2001~2007), 2005년에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의 수석 지휘자로 7년 간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서 정기 공
연을 지휘하였고,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최근 KBS교향악단과 함께 성공적인 유럽 투어 공연을 마
친 바 있는 그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런

YOEL
LEVI

던, 스페인, 동유럽으로 투어 연주를 다녀왔고, 이스라엘 필
하모닉과는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와 더
불어 미국과 멕시코 투어 연주를 다녀왔다. 최근에는 뉴질
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질랜드 전국 투어를,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스페인 투어를 함께했다. 한편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르웨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를 지휘하는 등, 여러 특별한 무대에 초청받기도 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멘디 로단

음악감독 요엘레비

을 사사했다. 이어 이탈리아로 건너가 시에나와 로마에서
프랑코 페라라의 마스터클래스를, 네덜란드에서는 키릴 콘
드라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영국 런던 길드홀 음
악연극학교에서 수학했다. 1997년 그는 애틀랜타의 오글
소프대학교에서 순수예술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1
년 6월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
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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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el Levi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conductors, known for his vast repertoire, masterly
interpretations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He
is Chief Condu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Seoul, a position he has held since 2014
Having conducted with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orchestras throughout the world
and appearing with esteemed soloists, Yoel
Levi has conducted Cleveland and Philadelphia
Orchestras, the Boston, Chicago and San Francisco
Symphonies, New York Philharmonic, Bayern Radio
Symphony Orchestra, China National Philharmonic,
to name a very few. Also, Mr. Levi has conducted
some of the world’s leading opera companies,
including the Lyric Opera of Chicago in addition to
leading productions in Florence, Genoa, Prague,
Brussels, and throughout France.
Yoel Levi’s extensive discography--on several labels
featuring many composers-- numbers more than
forty. His most recent recording, released on the
Deutsche Grammophon label, is a live-recording
of the Mahler Ninth Symphony with the KBS
Symphony.
Yoel Levi won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nductors Competition in Besançon in 1978
before spending six years as the assistant of Lorin
Maazel and resident conductor at the Cleveland
Orchestra. After then, Mr. Levi was Music Director
of the Atlanta Symphony from 1988 to 2000.
Other posts have includ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Brussels Philharmonic from 2001-2007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Orchestre national d'Île
de France from 2005 to 2012. He was the first
Israeli to serve as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Israel Philharmonic.
In 1997, Yoel Levi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
of Fine Arts Degree by Oglethorpe University in
Atlanta. In June, 2001 he was awarded “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by the French
Government.
Yoel Levi studied at the Tel Aviv Academy of Music.
Receiving a Master of Arts degree, he also studied
under Mendi Rodan at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Subsequently Yoel Levi studied with
Franco Ferrara in Siena and Rome and with Kirill
Kondrashin in the Netherlands and at London’s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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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THU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37회 정기연주회

새 희망을 기다리며

이윤정 I 소프라노

KBSSO 737th Subscription Concert - Toward the New Hope

12/28
FRI

출연

12/29
SAT

티켓가격
예매처

이윤정은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문사 재학 중 도독하여 함부르크 국
립음대에서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KBS 신인 음

지휘 요엘 레비
소프라노 이윤정 |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 테너 정호윤
베이스 이동환 | 피아노 오윤주, 정재원
일시·장소	 2018. 12. 27. (목) 20:00 롯데콘서트홀
2018. 12. 28. (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 12. 29. (토) 17:00 이천아트홀
R석 12만 | S석 10만 | A석 6만 | B석 3만 | A석 2만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악콩쿠르, 이대웅 성악콩쿠르, 난파 음악콩쿠르, 그리스 마리아칼라스 국제 그랑프리 콩쿠르 등에서 1등 또
는 대상을 수상했다. 스위스 베른 시립 오페라단의 유일한 한국인 솔리스트로 활약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
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정미 I 메조소프라노
김정미는 가톨릭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키지아나 아카데미에서 디플롬, 산타체칠리아 아카데
미를 졸업했다. 이탈리아 알카모 국제 성악콩쿠르, 라우리 볼피 국제 성악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 1위 또는 입상했다. 2014년 국립오페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테파노 역할로
주목 받았으며 KBS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공연과 예술의전당 기획 콘서트 오페라 등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은 성악과 기악의 절묘한 균형을 통해 간절한
기도와 종교적 명상을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는 고딕풍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 >또한 교향곡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곡으로,
인류애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한 고전 음악의 영원한 기념비적인 곡입니다.

에 다수 출연했다.

정호윤 I 테너
정호윤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음악대학, 체코 부르노 국립 콘서바토리 최고연주자 과정

“포옹하라 전 인류여! 온 세상에 그대들의 입맞춤을 전하라!”고 외치는 베토벤의
숭고한 외침이 울려퍼진 지도 200여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가 외쳤던 영원한
화합과 인류애에 대한 갈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듯 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거대하고도심원한감동<KBS교향악단제737회정기연주회>
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을 졸업했다. 동아콩쿠르, 제1회 국립 오페라콩쿠르, 벨기에 왕립 베르비에 국제 성악콩쿠르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극장의 솔리스트로 발탁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빈 국립 오페
라극장 전속가수로 활약하며 현지의 주목과 호평을 받고 있다.

이동환 I 바리톤
이동환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악대학 마스터 오페라과를 수학하고 신영옥콩쿠르, 고태국콩쿠르, 광주콩쿠
르, 대구음악콩쿠르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6회 우승 및 입상했으며, 암스테르담 벨베데레 콩쿠르, 베니
아미노질리 콩쿠르, 소냐왕비 콩쿠르, 마리아칼라스 콩쿠르,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등 해외 유명 콩쿠르에
서 7회 우승 및 입상했다. 현재 한국 바리톤 최초로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의 전속 주역가수로 활동 중이다.

PROGRAM

스트라빈스키 I  시편 교향곡
I.Stravinsky  I Symphony of Psalms
편성 플루트(5/피콜로), 오보에(5/잉글리쉬호른), 바순(4/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1), 팀
파니(1), 타악기(1), 하프(1), 피아노, 첼로, 베이스
INTERMISSION

베토벤 I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L.v. Beethoven  I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II. Molto vivace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IV. Finale
주최

KBS교향악단

주관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편성 플루트(3),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3),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1), 타악기(3/심벌, 트라이
앵글, 큰북), 현악합주 * 본 연주는 목관과 트럼펫 더블링으로 4관 편성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6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정호윤

바리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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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고양시립합창단

오윤주 I 피아노
오윤주는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뷔
르츠부르크 피아노콩쿠르, 이탈리아 마르살라 피아노콩쿠르
에서 우승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 또는 입상했다. 카를
로비 바리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부산시향, 서울 체임버

고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은 2003년 창단,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매년 80여 회에 이르는 공연일정을 소
화해 내며 고양시의 문화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립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고, 뉴욕 카네기홀, 빈 콘체르트하우

다. 밝고 윤택한 소리 위에 정통한 해석을 만들어 내는 고양시립합창단은 보다 높은 비상을 위하여 끊임없

스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이 노력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 I 상임지휘자 박치용
피아노 오윤주

피아노 정재원

정재원 I 피아노
정재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도오하여 모차르테
움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탈리아 이몰라 아카데
미에서 디플롬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

1989년 창단한 서울모테트합창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합창단으로 창단 이후 1,400여 회의 연주를
통해 르네상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 넓은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을 선보여 왔으며, 2011년 ‘대
원음악상’ 연주상, 2014년 ‘문화예술공연단체상’ 문화체육부장관상, ‘공연예술경영인협회’ 올해의 예술가상,
2017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정을 졸업했다. 미국 조안나 하지스 국제콩쿠르, 오스트리
아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그리그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부
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또는 입상했다. 인천시향, 부천
시향, 서울바로크앙상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
라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서울시합창단 I 상임지휘자 강기성
1978년 서울시립합창단으로 창단한 서울시합창단은, 다양한 무대를 통하여 풍부한 음색과 폭넓은 레퍼토
리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외 최정상 오페라단과 함께한 무대에서 오페라 전문합창단으로서의 진가
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창작과 교향악적 합창대작 연주를 통해 한국합창예술의 산실로서 역할을 감당하
고 있다.
서울시합창단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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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1882-1971)
시편 교향곡 (1930)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애호가들의 관심은 대개 ‘3대 발

스트라빈스키는 1926년의 수난주간에 “극도의 정신적, 심

몬, 모세 등 고대 이스라엘의 위인들로 알려져 있다. 내용

택했던 경쾌한 음향 대신 목관과 금관이 지배하는 <오이디

레(불새,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

리적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행하며 슬라브어 주기도문에

적인 면에서 찬양, 좌절, 희망, 탄원, 환희 등 신앙의 모든

푸스 왕>의 거칠고 강렬한 음향세계를 부활시킨 점이 돋보

향이 있지만, 사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훨씬 다채롭

곡을 붙였고, 1927년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 기초한 오페

측면을 아우르는 그 시가들은 오랫동안 교인들에 의해 암

이는데, 특히 현악부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제외하고

고 광범위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다재다능한 작곡가로

라-오라토리오 <오이디푸스 왕>을 완성했다. 그리고 1930

송되고 찬송가로 불려왔는가 하면, 수많은 작곡가의 영감

목관부에서는 부드러운 음색의 클라리넷을 배제함으로써

서 평생 동안 변신과 진화를 거듭했던 카멜레온 같은 인

년 초부터 여름까지 <시편 교향곡>을 썼는데, 이 곡의 배경

을 자극하여 명작들을 낳기도 하였다. 스트라빈스키의 경

다분히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물이었다. 통상 그의 작품세계는 양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에는 아마도 한 해 전 세상을 떠난 디아길레프로 인한 상념

우 시편 제38편과 제39편(한글 성경에서는 제39, 40편)의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그 첫째가 <봄의 제전>을 정점으

도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디아길레프는 스트라

일부, 그리고 제150편 전체를 가사로 삼았다. 그 내용은 신

로 하는 ‘민족주의•원시주의’ 시기이고, 둘째는 <풀치넬

빈스키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인물로, 그에게 성공과

에 대한 절망적인 탄원으로 출발하여, 인내의 기도와 신에

라>(1920)를 기점으로 하는 ‘신고전주의’ 시기, 셋째는 <칸

명성을 안겨준 ‘3대 발레’를 주문하고 공연을 성사시킨 장

의한 구원으로 이어지고, 신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찬양으

타타>(1952) 이후의 ‘음렬음악’ 시기이다.

본인이었다. 하지만 1928년에 이르러 두 사람의 관계는 소

로 마무리된다.

원해지는데, 그 해 발표된 스트라빈스키의 신작 발레 <뮤

혼성 4부 합창과 관현악의 편성으로 3개 악장이 중단 없
이 연주되는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 스트라빈스키는 “노

<시편 교향곡>은 신고전주의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
데 하나로서,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립 50주
년 기념공연을 위해서 작곡되었다. 이 곡이 작곡된 시점은
1930년이지만 기원은 그보다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25년 9월, 베네치아에서의 연주회를 며칠 앞두고 스
트라빈스키는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다. 피아노 연주를 해
야 하는 상황에서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난 종기가 좀처럼
아물지 않아 전전긍긍하다가 기도를 올리러 갔던 것이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성
상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직후 피아노 앞에 앉아 반창고
를 뜯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그 고약했던 종기가 거짓말
처럼 사라진 게 아닌가. 그는 이 갑작스런 치유를 기적으
로 여겼고, 그 일을 계기로 젊은 시절 몸담았던 러시아 정
교회로 다시 귀의했다. 곧 프랑스 니스에 있던 그의 거처
에 정교회 신부가 들어와 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신부와 함께 지낸 5년 동안 그는 일련의 종교적인, 또
는 종교적 함의를 지닌 엄숙한 곡조의 작품들을 내놓는다.

KBS SYMPHONY ORCHESTRA

즈를 거느린 아폴론>의 파리 공연에서 디아길레프가 작품
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무대에 올리는 바람에 언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스트라빈스키는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뤼스(Ballets Russes)’의 라이벌 격인 ‘이다 루빈시테
인 무용단’을 위해서 발레 <요정의 입맞춤>의 음악을 써주
는 등의 불화가 있었다. 그런데 1929년 여름, 두 사람이 미
처 화해도 못한 상태에서 디아길레프가 베네치아 여행 도
중 급서했던 것이다. 비보를 접한 스트라빈스키는 “내가
열렬히 사랑한 세료자(디아길레프의 애칭)가 갑자기 떠나
다니...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한다”고 탄식했다.
라틴어 시편에 의한 교향적 찬송
스트라빈스키는 <시편 교향곡>을 쓰면서 4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라틴어 번역 성서에서 가사를 취했다. ‘시편(詩
篇, Psalms)’은 구약성서에 속한 대표적인 시가집으로 150
수의 종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작자는 다윗,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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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악장의 길이를 보면 제1악장이 제2악장의 전주곡 격으
로 가장 짧고, 반대로 제3악장은 가장 길어서 앞선 두 악장
을 합친 길이를 넘어선다. 제1악장은 일명 ‘시편 화음’으로
불리는 e단조 으뜸화음의 타격으로 출발하여, 오보에와 바
순으로 부각되는 오스티나토 음형, 호른과 첼로에서 미리
등장하는 ‘합창의 주제’, 알토 파트가 노래하는 ‘기도의 주
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간에 ‘시편 화음’이 두 차례

래되는 시편을 포함한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악화한 시편

돌출되어 면면히 이어지던 비탄조의 흐름에 단락을 만드

의 찬송”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작품은 1930년 8월에 완
성되었고, 작곡가는 악보에 ‘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된 이

는 장면이 인상적이며, 마지막에는 G장조의 으뜸화음으로

교향곡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보스턴 교향악단에 헌
정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정작 곡은 그 해 12월 19일의 보

마무리된다. 제2악장은 2중 푸가가 도입된 경건한 분위기
의 완서악장으로, 기악과 성악에 각각 주어지는 두 가지 주
제가 푸가풍으로 전개된다. 제3악장은 느긋한 템포로 진행

스턴 공연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먼저 공개되었다. 12

되는 이완부와 빠른 템포 속에서 반복적인 스타카토 리듬

월 13일에 진행된 이 공연의 프로그램에는 각 악장에 순서

이 부각되는 긴장부가 교대로 나타나는 피날레로, 점진적

대로 ‘프렐류드(전주곡)’, ‘2중 푸가’, ‘교향적 알레그로’라는

으로 고조, 심화, 승화되는 찬미의 노래이다. 작곡가는 이

제목이 붙어 있었다. 다시 말해, 이 곡은 ‘교향곡’으로 명명

악장의 도입부인 ‘찬미하라(Laudate)’ 부분과 마지막 절정

되었으되 이전 시대 교향곡의 관습적 모델을 따르지는 않

부가 “보주와 왕홀 장식을 한 아기 예수를 그린 러시아 성

았던 것이다. 다만 작곡가는 전곡에 걸친 유기적 통합성을

화에 바치는 기도”이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알레그로 부

확보하여 모음곡과의 구분은 견지했고, 그 과정에서 대위

분은 “엘리야의 마차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영”에서 영

법적인 전개를 부각함과 동시에 합창과 관현악의 균형을

감을 받아 쓴 것이라고, 그리고 소프라노와 베이스에 의한

면밀히 고려했다. 음향적인 측면에서는 앞선 발레 작품들

조용하고 감미로운 카논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찬가는 “하

(풀치넬라, 뮤즈를 거느린 아폴론, 요정의 입맞춤)에서 채

늘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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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판 베토벤 삽화
1905-1909년 사이 독일에서 출간된 백과사전
“Meyers Konversations-Lexikon” 21권에서 발췌

오스트리아 빈 하일리겐슈타트에 있는 베토벤의 집.베토벤은 여기서 1817년
여름까지 머물렀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교향곡 제9번 d단조, Op.125 ‘합창’ (1824)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에서 베토벤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대중적 행사가 열렸다. 이 날 공연의 1

을 담아내는 거대한 용광로로 진화했던 것이다.
베토벤과 그의 청중이 살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일대 전환

부에서는 그의 <헌당식 서곡>(Op.124)과 <장엄 미사>(Op.123)

점이자 격변기였다.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전쟁’, ‘빈 회

에서 발췌한 세 곡(키리에, 크레도, 아뉴스 데이)이 연주되었

의’ 등의 변곡점을 중심으로 왕정과 공화정이 대립했고, 유

고, 2부에서는 대망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이 대중 앞에 처
음 공개되었다. 무려 10여 년 만에 베토벤의 신작 교향곡이
초연된다는 소식에 객석은 만원이었고, 무대 위에는 바이올
린 주자 24명, 첼로 및 베이스 주자 12명, 각 2명씩의 관악주
자로 구성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4성부 합창단, 4명의 독

럽 각지에서 혁명과 전쟁이 빈발했으며, 그에 따라 정치•사
회•경제•문화적 상황도 어지러이 요동쳤다. ‘합창 교향곡’
은 그러한 시대상이 투영된 축도였고, 그 혼란의 극복과 종
식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발로였다. 그리고 가혹한 운명에
맞서 불굴의 의지와 투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베토벤이

창자가 자리했다. 베토벤도 무대 위에서 악보의 페이지를 넘

인류에게 던진 거대하고 명료한 메시지였다. 특히 마지막 악

기고 박자를 세며 서있었지만, 그의 청력이 거의 소실된 탓

장에서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실

에 실질적인 지휘는 악장인 미하엘 움라우프가 맡았다. 마침

러의 송시 ‘환희에 부쳐’에 기대어 전 인류의 화합과 믿음을

내 ‘합창 교향곡’의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을 노래했다. 한편으

극장 안을 가득 메웠다. 베토벤은 알토 독창자의 도움을 받

로 그것은 혼돈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질타였

고서야 자신에게 열광적인 환호와 찬미를 바치는 관객들의

고,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들의 이성과 감성에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것은 베토벤이 생전에 거둔 가

대한 호소였으며, 우리 모두의 각성과 화해를 향한 촉구였다.

장 눈부신 승리였다.

로소 주제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대목은 베

이루어진 이 악장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또는 어머니의 품

토벤의 스승이었던 하이든의 사례 등에 견주며 ‘천지창조의

처럼 아늑하고 꿈결 같으며, 거의 종교적 숭고함에 버금가는

과정’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오랫동안 흩어져 혼

감흥마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유려하고 환상적인 흐름

돈 속에서 방황하던 영웅적 의지가 다시금 모아지고 일으켜

의 정점에서 터져 나오는 팡파르는 그곳으로 들어서려는 이

세워지는 과정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다시

들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장벽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직후

피 베토벤은 <교향곡 제8번> 이후 이 ‘합창 교향곡’을 발표하

의 안타까운 울림은 아직 낙원에 도달하지 못한 이의 탄식

기까지 10년 이상을 소요했는데, 그 동안 그는 갈수록 악화

처럼 들리기도 한다.

되는 청각 때문에 고통 받았고, ‘불멸의 연인’과의 결별로 인
해 절망에 빠졌으며, 그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조카의 양
육권에 집착하다가 ‘미치광이’ 소리까지 들었다. 또 나폴레
옹의 패망 이후 보수반동체제로 복귀한 빈에서 모순과 회의
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렵게 일어서 다
시금 임한 투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악
장의 처절한 흐름은 그 냉엄한 사실을 직시하게 하며, 따라
서 통렬한 종결부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투쟁이라는 숙명
에 대한 탄식처럼 다가온다.

마지막 악장에 이르러 베토벤은 기존 교향곡의 틀에서 탈피
한, 전혀 새로운 양식의 교향곡 악장을 선보인다. 일단 마치
앞선 악장들의 속박 또는 환영에서 뛰쳐나오는 듯한 관악기
와 팀파니의 급속한 달음질, 격렬한 몸부림으로 출발한다. 그
리고 잠시 후 ‘기악 레치타티보’에 의해서 이전 악장들에 대
한 부정 혹은 재고가 이어진다. 제1악장의 첫머리, 제2악장의
리듬, 제3악장의 주제 등이 차례로 재현되지만, 모두 첼로와
베이스의 신중한 울림에 의해 차례로 거부되거나 보류된다.
이제 인간의 눈길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환희를 향해

제2악장은 ‘소나타 형식을 취한 스케르초’라는 전례 없는 형

던져진다. 누구나 쉽게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소

식에 기대고 있는데, 덕분에 이 악장의 흐름은 지나치게 길

박하고 간명한 ‘환희의 주제’가 현악기들에서 흘러나와 점차

만일 베토벤 음악의 핵심을 ‘한계상황의 극복과 초월을 향
이 단호한 외침과 함께 베토벤은 다시 한 번 혁신을 감행했

고 지리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스케르초를

모든 악기들로 확산되어 나간다. 서서히 상승하는 현의 노래,

한 의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교향곡만큼 그것을 효과적

다. ‘합창 교향곡’은 그가 남긴 아홉 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떠받치는 기묘한 무곡 리듬은 집요하게 반복되며 고조되어

찬란히 빛나는 트럼펫의 외침! 그러나 아직 성급했던가? 베

으로, 또 궁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

거대하고 획기적인 걸작이다. 이 교향곡은 규모 면에서 ‘에로

가히 열광적인 절정에 이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풍자를 넘

토벤은 베이스의 묵직한 음성을 빌려 그것을 잠시 제지하고,

는 우선 처음 세 악장에서 자신의 이전 교향곡들에서 활용했

이카’보다 장대하고, 내용 면에서 ‘운명’이나 ‘전원’보다 극적

어 거의 메피스토적인 익살극처럼 비쳐진다. 대체 이 세상

‘벗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포옹하라!”

던 고전적 양식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제1악장은 서로 선

이고 환상적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악장에 성악이 등장함으

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경주마처럼 내달리는 사

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진 제시부, 투쟁적인 발

로써 ‘기악음악의 아이콘’이었던 교향곡의 장르적 한계를 초

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 탓

전부, 재현부 이후의 심화 및 확장이라는 베토벤 특유의 도

월했다. 나아가 베토벤은 교향곡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

에 그 사이로 떠오르는 목가적 트리오는 달콤하지만 허무한

식을 다시 한 번 일으킨 드라마틱한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일장춘몽과도 같다.

나타 형식, 변주곡 형식, 4악장 구조 등 교향곡의 여러 구성
원리가 교묘하게 융화되어 있다. 이로써 베토벤은 형식, 기

‘오, 벗들이여! 이런 소리는 아니오!’

시대의 거울, 영웅적 인간의 자화상

는데, 마지막 악장에 도입한 ‘환희의 송가’를 통해서 이상향

있지만, 그 열기와 기세는 이전의 모든 작품을 능가한다. 이

을 향한 인류의 염원과 호소를 명확하고 치열하게 부각시켰

악장의 개시부는 무척 독특한데, 공허하고 모호한 울림 속에

고, 그 결과로 교향곡은 인간의 철학적•종교적 사유와 감정

KBS SYMPHONY ORCHESTRA

서 단편적 악상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된 끝에 그 정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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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념비적인 ‘합창 피날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오라
토리오 내지는 오페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그 안에는 소

아름답고 서정적인 완서악장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제3악장

법,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관념을 초월한 새로운 교향곡

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을 보

양식을 출범시켰고, 나아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사회 어디

여주는 듯하다. 두 개의 칸타빌레 선율에 의한 변주곡으로

에서나 유효한 이상과 염원을 감동적으로 설파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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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The 738th
Subscription Concert

제738회 정기연주회

12/04
TUE

2019. 1. 31.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eoul Arts Center

초청연주회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conductor
피아노 김선욱 Sunwook Kim piano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H. Berlioz Le Corsaire Overture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 단조, 작품 30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3 in d minor, Op.30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 단조, 작품 36
P. I. Tchaikovsky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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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최희준
첼로 에드가 모로
2018. 12. 04. (화)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7만 | S석 5만 | A석 3만
롯데콘서트홀 1544-7744

2018년 롯데문화재단에서 선보인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중 마지막 시리즈!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스타연주자 에드가 모로가 처음으로 내한하여 최희준
지휘자의 지휘봉 아래 KBS교향악단과 그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를 꾸밉니다.

y
a

PROGRAM

쇼스타코비치  I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107
D. Shostakovich  I Cello Concerto No.1 in E-flat Major, Op.107
I. Allegretto
II. Moderato
III. Cadenza
IV. Allegro con moto
INT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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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타코비치 I 교향곡 8번 c 단조, 작품 65  

The 738th Subscription Concert
R: 9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C: 1만원
문의: (재)KBS교향악단 02-6099-7400 주최/주관: (재)KBS교향악단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Ⅳ
Shostakovich Series Ⅳ. Hee-Chuhn Choi & KBS Symphony Orchestra

베를리오즈 해적 서곡

S
O

최희준 & KBS교향악단

주최

롯데문화재단

주관

롯데문화재단

D. Shostakovich  I Symphony No.8 in c minor, Op. 65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II. Allegretto
III. Allegro non troppo
IV. Largo
V. Allegretto

예매
1544-1555

02-58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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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1906-1975 는 제정 러시아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 소비에트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으며, 스탈린의 폭정을 맨몸으로 견뎌냈지
만, 정작 해빙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삶을 음악에 담아내는 것을 자신의 의
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질곡의 인생 역정이 비석과 같이 새
겨져 있다. 폭정과 그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가족과 친구들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고통
은 그의 음악의 공통된 주제였다.

쇼스타코비치 읽기
지휘 최희준

첼로 에드가 모로

첼로 협주곡 1번 E♭장조, Op. 107 (1959)

최희준 I 지휘
지휘자 최희준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2003년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 2005년 바트 홈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최희준은 그간 베를린 심포니, 예나필하모니, 카셀 국립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라인란트 팔츠 국립오
케스트라 등을 지휘하였으며 뮌헨 국립 가극장, 하이델베르크 오페라하우스, 안나베르크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한 다수의 오페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고 라인스베르크 궁 가극장에서 요른 아르네케 작곡
의 <Drei Helden(세 영웅)>을 세계 초연하며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라는 호평을 받았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지휘전공 교수 및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에드가 모로 I 첼로

		

1953년에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껏 고양

되었던 쇼스타코비치는 큰 실망감을 겪어야 했다. 기대했던
해빙은 더딘데다, 재혼한 부인과 갈등의 골은 깊어져갔고, 소
아마비 증세로 신체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다. 여기에 정부
의 공산당 입당 요청은 더없이 참기 힘든 스트레스였다. 그
는 죽음만을 생각했다.
<첼로 협주곡 1번>이 완성된 1959년 여름은 이러한 상황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 그 해 6월 6일 ‘소베츠카야 쿨투라’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 곡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면적인 독백이다. 쉼 없이 이어지는 마지막 4악장에서 첼로
는 악마의 비웃음과 같은 목관과 거인의 발걸음과 같은 팀파
니의 연타에 쫓겨 달아나는 듯하다. 1악장의 제1주제가 재등
장하는 부분은 괴기스럽기까지 하지만, 쇼스타코비치는 해
결 없이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만다. 그는 여전히 절망에서
휩싸여있었던 것이다.

교향곡 8번 c 단조, Op. 65 (1943)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8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

매우 어렵다고 썼지만, 음악의 시작과 함께 첼로가 연주하

년 9월에 완성되었으며, 그 해 11월 4일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는 네 음이 영화음악 <젊은 호위병>(1947-48) 중 ‘영웅의 죽

예프게니 므라빈스키가 지휘하는 소련 국립 교향악단에 의

음’의 시작과 같다는 사실은 이 곡의 의미가 ‘죽음’임을 말해

해 초연되었다. 그런데 초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

준다. 그리고 음악 곳곳에 새겨져있는 D-S-C-H(D-E♭-C-B)

했다. 전세가 소련으로 기운 상황에서 승리의 교향곡을 기대

동기는 죽음의 대상이 스탈린의 희생자가 아닌 바로 자신이

했지만, 이 교향곡은 비극적이고 심란했다. 그래도 아직 독일

17세의 나이로 조직위원장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개최한 2011년 6월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 동기는 쇼스타코비치의 독일

군이 집중 공격하는 스탈린그라드(현재 볼고그라드) 지역은

위촉작품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2009년 파리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에서는 최고유망연주가상을 수상

어식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50년대 이후 그대로 혹은 변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청중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드가 모로는 ‘2011 모리스 라벨 뮤직 아카데미상’, ‘방크 포퓔레르 재단’,

형된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다. ‘영웅의 죽음’ 주제도 그 변

주었다. 반면에 쇼스타코비치의 라이벌들은 소비에트의 예

‘아다미 클래식 레벌레이션’, ‘2013 프랑스어 공영방송 라디오 젊은 음악가상’에서 수상한 바 있고, 프랑스 ‘클래식 음악의 승

형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팀파니의 강한 타격 이후에 등

술관에 맞지 않는 비관적인 작품을 작곡한 것을 두고 나치

리상’에서는 “2013년의 새로운 인재”와 “2015년 올해의 기악 솔리스트’’로 표명되었다.

장하는 목관악기의 선율에서는 C-H-S-D로 순서가 바뀌어

를 지지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근 그는 바르셀로나 교향악단(베토벤 삼중 협주곡/ 르노 카퓌송,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협연), 브뤼셀 필하모닉, 프랑스

등장한다.

예술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좋을

국립 오케스트라(니콜라이 즈나이더 지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미코 프랑크 지휘)와의 협연을 이어가고 있

1악장은 한껏 긴장을 머금은 첼로가 제1주제, 즉 ‘영웅의 죽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해 초에 나치에 의해 포위되어 피해

으며 타이베이, 베네치아, 비스바덴, 아헨, 슈투트가르트 등의 도시에서 연주하였다. 그는 또한 쾰른 필하모니, 슈베르티아

음’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목관악

가 많았던 스탈린그라드 전쟁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곡으로

데와 실내악 공연을 슈바르젠베르크, 루트비히스하펜, 베르비에 페스티벌, 생드니 페스티벌, 파치올리 콘서트홀 시리즈(도

기가 짧은 리듬으로 이를 희롱한다. 그런데 G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늘날 아무도 이 곡을 스탈린그라드

쿄, 암스테르담, 주네브)에서 선보였다.

길게 연주하는 제2주제 역시 긴장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악장

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에드가 모로는 4세에 첼로를 시작해 6세가 되었을 때는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2008년에서

내내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악장은 ‘보통 빠르기’로

2013년까지 그는 파리음악원의 필립 뮬러 교수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하였고, 현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프란스 헬머슨

지시되어있지만 관조적이고 멜랑콜릭한 분위기로 느린 악장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에드가 모로는 1711년 다비드 테클러의 첼로를 연주한다.

의 역할을 하며, 3악장은 2악장에서 연장된 카덴차로서 내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는 2014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6개의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KBS SYMPHONY ORCHESTRA

16

글 송주호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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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주회

2018 제37회

윤현진 I 지휘

대한민국작곡상 연주회

·2013 제53회 브장송 지휘 콩쿠르 결선진출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 2위
·2013 루마니아 제3회 부크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지휘 콩쿠르 대상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자 최고연주자과정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2018 The 37th Korea Composition Award Concert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지휘 윤현진
소프라노 박명숙 | 테너 이승묵, 김재일 | 베이스 강동일
2018. 12. 07. (금) 19:30 KBS홀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3만 | S석 2만
인터파크 1544-1555 | 한국음악협회 02-2655-3060

2018 제37회 대한민국작곡상 연주회는 창작음악의 활성적 활동과
독창적인 우수한 작품을 유도하여 시상함으로 대한민국의 창작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도하여 국익을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창작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개선과 각 부문별 곡들을 기념 연주회로 제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창작곡들이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주섭
작곡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
·독일 데트몰트 국립대학교 대학원 작곡전공 졸업
·2018 영호남 달빛대음악제(오페라 “향랑” 아리아),
김천가곡제(“바람재 구슬봉이”외 2곡)
·2017 합포만현대음악제(가곡 “제 소원 들어주소서”),
제56회 남구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장생포 고래 모음곡)
·2016 경상작곡가협회 창립기념음악회(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만남”)

·제10회 대만교류연주회(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SIJO VIII”) 외 다수 연주
·제7회 창악회 콩쿠르, 제1회 영남작곡콩쿠르, 제24회 동아음악콩쿠르, 제17회 금복문회상 외
다수 대상 또는 입상
PROGRAM

서순정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I  축전 서곡 작품 96
D. Shostakovich  I Festive Overture, Op.96

서순정 I  오페라 <여우뎐> 중 발췌
Suh Soonjung  I Selections from Opera “Yeo Wu Djeon”
- 서곡 ‘은행나무 숲’
- 아리아 ‘사내들의 꽃’
- 아리아 ‘천년의 사랑’
- 아리아 ‘이룰 수 없는 사랑’
INTERMISSION

정종열
작곡가

버르토크 I  루마니아 민속 춤곡

정종열 I  Lean for Orchestra
J. Y. Chung  I Lean for Orchestra

베토벤 I  교향곡 5번 중 피날레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L. v. Beethoven  I 4th mvt from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KBS SYMPHONY ORCHESTRA

·연세대학교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시카고 대학교 작곡전공 박사 졸업

·2018 제6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Lean for Orchestra)
·21세기악회 제49주년 기념작품발표회(Suite for Piano)
·2017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Dialogue1 for Clarinet and Electroacoustics),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합창곡 ‘웅갈이의 후회’)
·2016 Haward Sandroff Tribute (A Piece for Clarinet and Electroacoustics – Fulton Recital Hall) 외 다수 연주
·중앙콩쿠르, 동아콩쿠르, 연세문화상, 살바토레마르티라노 국제작곡콩쿠르, ARKO 한국창작음악제,
시카고심포니오케스트라주최 관현악콩쿠르 외 다수 입상

B. Bartok  I Romanian Folk Dances, BB 76

(사)한국음악협회

맨하탄 음악대학 석사 및 박사 졸업

·2018 서울윈드앙상블 제 101회 정기연주
(피리협주곡 ‘청적상화’),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여우뎐)
·2017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수궁가)
·2016 창작오페라 ‘미호뎐’ 갈라콘서트
·2015 Printemps Coréen Festival Nantes(흥보가 외 2곡) 외 다수 연주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 2004 토루 타케미추 국제 어워드, 안익태 작곡상,
2002 안익태작곡상, 2001 KBS 창작관현악 공모 등 다수 수상

임주섭  I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생포 고래 모음곡”
Lim Juseub  I Suite “Jang Saeng Po Whale”

주최

·한양대학교 작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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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박명숙 I 소프라노
·연세대학교 성악과, 맨하탄 음악대학
석사과정, 뉴욕 주립대학 박사과정 졸업.
·뉴욕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성신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 연세대, 건국대, 대진대 외래교수 겸 숭실대 초빙교수
소프라노 박명숙

테너 이승묵

이승묵 I 테너
·한양대학교 성악과,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
스위스 제네바 국립음악원 졸업
·제네바 국제 콩쿠르, 마르멍드 국제 콩쿠르 등 입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극장 단원 역임
·현 국민대학교 교수

김재일 I 테너
·단국대학교 성악과,
독일 브레멘 국립음악대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브레멘 시립극장, 자브뤼켄 시립극장 객원 솔리스트 역임
·현재 경기예고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테너 김재일

베이스 강동일

강동일 I 베이스
·세종대학교 음악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과, 한세대학교 대학원 합창지휘과 졸업
·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수원난파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현 고양시립합창단 상입단원, CHARIS 남성합창단 지휘자

쇼스타코비치 I 축전서곡 Op. 96

의 관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작곡하였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죽음은 구 소련 전체를 충격
에 빠지게 했다. 독재자의 죽음 이후 구 소련의 음악계는 급
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의 음악계를 대표하던
두 작곡가 중 하나였던 프로코피에프는 스탈린과 같은 날
서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
인 쇼스타코비치에게 스탈린의 죽음은 일종의 새로운 시작
을 의미했다. 스탈린이 죽자 쇼스타코비치는 정치적인 이유
로 서랍에 쳐넣어둘 수 밖에 없었던 악보들을 하나 둘 꺼내
기 시작했다.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교향곡 10번>이 바
로 그러한 곡들 이었다. 스탈린이 죽은 뒤 아홉달이 지난
1953년 12월 <교향곡 10번>이 세상에 나오게 될 준비를 하
고 있었던 시기에, 쇼스타코비치는 새로운 작곡의뢰를 받는
다. 그것은 10월혁명의 37주년의 기념식을 위한 짧은 작품
을 작곡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축전
서곡>이다. 쇼스타코비치에게 불과 석 달 정도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는 엄청난 속도로 서곡을 작곡해 낸 것
으로 전해진다. <축전서곡>은 1965년 윈드 앙상블을 위한
버전으로 편곡되고 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서곡의 시작에 등장하는 팡파레 부분이 1980년 모스
크바 올림픽의 주제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이 곡은 콘서트 레
퍼토리에 안착했다.

·일각고래 : 고래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생김새를 하고 있
으며 머리에 뿔이 나 있다. 뿔의 길이는 3미터이며, 자기 몸
길이하고 비슷한 길이로 자란다. 극지방 쪽의 차가운 바다
에 사는 동물로 울음소리(딸깍 소리)를 낸다는 점을 아이디
어로 삼았다.

임주섭 I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생포 고래” 모음곡>
이 작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작품을
쓰는 작가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고래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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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 호기심이 많으며 해저면에서 주로 살아가는
점을 저음악기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대왕고래 : 대왕고래는 가장 무거운 개체의 무게는 190
톤에 달한다. 헤엄치는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최고 속력이
40km/h이상에 이르며, 4음의 울음소리가 특징인 점을 표
현하였다.

서순정 I 오페라 <여우뎐>
오페라 <여우뎐>은 한국 전래 설화 “구미호”를 소재로
하여 2016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그 대장점의 문을 연 창
작오페라이다.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천년
의 세월’을 소재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 배신, 증
오, 희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극화하였다. 초연 작품의
내용이 여우와 인간의 100일간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
었다면, 2018 <여우뎐>은 천 년 동안 인간이 되길 기다려온
여우들의 엇갈린 운명과 인간과의 갈등을 부각시켜 한층 더
긴장감 있게 풀어내었다. 다시 말해,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인간과 여우의 숙명적 대립과 여우들의 엇갈
린 운명에 대한 원망과 한과 희생적 사랑을 완성도 있게 전
달한다. 다양한 색채를 보여주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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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12/11

정종열 I Lean for Orchestra

엿볼 수 있는 무대와 의상, 전통적 고전무는 웅장한 오페라
안에서 한국의 정서와 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재미
와 예술성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 작품의 시작은 작품의 제목인 “이웃 린”에서 나오듯이
“이웃하는”의 생각을 곡의 음정, 텍스춰, 그리고 리듬 고성
등에 응용하였다. 또한 영어제목의 의미는 발음과 동일한
“의지하는” 뜻의 “lean”을 사용하여 이웃과 의지하는 뜻의
의미로도 해석하였다. 이 곡에서 나오는 “이웃”은 내가 선택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르지만 아껴
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
지고 있었다.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웃”이 아닌
그 주위의 이웃한 “주어진”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관습이다.
음악적으로는 주요 음이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위의 음
들은 주위의 위성음 또는 이질적인 이웃음으로 존재하며 그
것은 거부할 수 없이 주요음과 함께 들려진다. 이웃은 다양
한 리듬과 음색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면서,
이웃한 요소들의 등장과 소멸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아이디
어나 진행은 변함이 없이 전진한다.
우리의 삶에도 “이웃하는”것은 좋던 나쁘던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곡의 진행을 생각하였다.

버르토크 I 루마니아 민속무곡

베토벤 I 교향곡 5번 c 단조 Op. 68, 4악장

19세기 중후반부터 유럽의 각 나라에서 민족주의의 열
풍이 일어난다. 이와 함께 민족적 색채와 낭만주의적인 어
법이 어우러진 음악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에 작곡된 민족적 정서를 담은 음악들은 보편적인 유럽인들
의 시각과 취향을 중심으로 민족적인 색채를 가미한 음악이
었다.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요소를 듣기 좋게 가
공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게 만들었다. 마치 서양오케스트라
가 연주하는 아리랑처럼. 버르톡의 관심은 전혀 달랐다. 그
과 관심을 두었던 것은 유럽의 시골마을에서 농부들이 부르
는 민속 음악의 날 것 그대로였다. 그를 “음악인류학의 아버
지”라고 부르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운명 교향곡”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곡은 아마도 서양
클래식음악의 카테고리를 넘어서,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창조
물 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서양문화사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오늘날까
지 많은 담론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분명 “베토벤 신화”라
고 불릴만큼 낭만화된 베토벤의 이미지, 더 나아가 클래식
음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베토벤의
제자 안톤 쉰들러는 1악장을 시작하는 유명한 네 음의 모티
브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
품은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명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20세
기 초반 영국의 음악학자 조지 그로브 경은 이 네 음의 모토
가 베토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세계2차대전 기간
중 이 모토의 특징적인 리듬(3개의 짧은 음가와 1개의 긴 음
가)는 victory, 즉 승리를 의미하는 “V”의 모스 부호로 쓰였
다. 이 교향곡 전체가 이 4악장의 주제를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4악장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쟁취한 승리의
찬가이다. 승리의 주제는 시작과 함께 트럼본에 의해 장엄
하게 선포된다. 4악장이 진행되면서 승리의 노래는 점차 열
기를 더해서 마지막 부분인 코다에 이르면 템포를 더욱 조
여서 장대하게 마무리한다.

1904년 북부 헝가리에서 여섯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버
르톡은 우연히 자신의 호텔룸을 정리하러 들어온 트랜실바
니아 출신의 호텔메이드가 흥얼거리는 선율에 매료된다. 그
후 버르톡은 헝가리 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지의 민요들, 스
로바키아, 루테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심지
어 터키와 북아메리카의 민요들을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집하고 채보하는 데에 큰 열의를 보인다. 이 관심의 결과
물 중 하나가 오늘 감상하는 <루마니아 민속무곡>이다. 여
섯개의 개성 넘치는 춤곡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버르톡
이 트랜실바니아 지방에서 채집한 실제 춤곡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KBS SYMPHONY ORCHESTRA

글 서순정, 임주섭, 정종열(제37회 대한민국작곡상/작곡가)
정이은(음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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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
KBSSO Charity Concert

출연 A

출연 B

출연 C

지휘 윤현진
출연 KBS교향악단 체임버 | 테너 진성원 | 바이올린 김선우
사회 개그맨 안상태
지휘 우나이 우레초
출연 KBS교향악단 체임버 | 소프라노 손지수 | 바이올린 김지현
사회 개그맨 송준근
출연 KBS교향악단 금관앙상블 | 사회 개그맨 안상태, 송준근

일시·장소 A 2018. 12. 11 (화) 18:30
2019. 1. 11 (금) 17:00
2019. 1. 14 (월) 12:00
2019. 1. 23 (수) 12:00
2019. 1. 24 (목) 12:30

고양국립암센터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일시·장소 B 2019. 1. 11 (금) 12:00
2019. 1. 21 (월) 15:00
2019. 1. 23 (수) 16:00
2019. 1. 24 (목) 14:00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분당 분당서울대병원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일시·장소 C 2018. 12. 11 (화) 12:30 성남 분당제생병원
2019. 1. 14 (월) 17:00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2019. 1. 21 (월) 15:00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KBS교향악단은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후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
년 1월까지 총 12회의 자선 병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환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선율을 들려줄 KBS교향악단 체임버, 힘있는 금관악을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줄 KBS교향악단 금관앙상블, 그리고 테너 진성원, 소프라노 손지수를 비롯해
바이올린 김선우와 김지현의 멋진 연주와 개그맨 안상태와 송준근의 사회가
더해져 음악이 가진 즐거움과 치유의 힘을 청중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주관

KBS교향악단

후원

한국토요타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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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1. 비제 I 카르멘 서곡
비제의 최후의 오페라이자 최고의 걸작 <카르멘>은 메리메
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전 4막 오페라로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나 처음엔 별 호평을 받지 못했
고, 그 해 10월 빈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래 세계 오페라 무대
를 석권하는 인기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곡은 1막이 오
르기 전 연주되는 전주곡을 말하며 <카르멘>은 콘서트에서
흔히 연주되어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곡이다. 매우 경쾌한
이 곡은 빠른 템포로 활기찬 느낌을 준다.
윤현진 I 지휘

2. 파가니니 I 카프리스 24번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하
모닉스, 중음주법, 스타카토 등 현대 연주에서 단골로 쓰이는
기법들을 만들며 최초의 비루투오소(연주자로써 극치에 이른
사람)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영향력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전 서유럽에 영향을 끼치며 브람스, 리스트를
비롯한 후대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파가니니의 카
프리스는 총 24개로 특히 바이올린의 기교가 총망라 되는 ‘카
프리스 24번’은 가히 스물네 곡 중 꽃이라 할 수 있을만한 곡
이다. 각종 CF광고 삽입곡에 자주 나왔던 곡으로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를 만끽할 수 있다.

·2013 제53회 브장송 지휘 콩쿠르 결선진출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 2위
·2013 루마니아 제3회 부크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지휘 콩쿠르 대상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자 최고연주자과정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3. 발라바시 I Mai Piu Cosi Lontano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가수이자 팝페라 장르를 개척했으며,
대중음악과 정통 클래식음악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
는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세 무렵 축구시합 중 머리에 충격
을 받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여린 듯 하면서도 강
한 음색과 호소력 짙은 애절한 목소리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
잡았다. Mai Piu Cosi Lontano 는 1999년에 발표한 5집 앨범
<Sogno>에 수록된 곡으로 TV방송음악에 자주 나왔으며 특
히 연인들의 프로포즈 혹은 결혼식 때 자주 연주된다.

우나이 우레초 I 지휘
·폴란드 국립쇼팽음악대학 오페라, 오케스트라 박사학위 취득
·보스톤 심포니, 뉴월드 심포니, 버몬트 심포니 객원 연주
·빌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스크 국립 교향악단, 루마니아 국립 방송 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 지휘
·사이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 지휘자
·광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수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4. 골랜드 I Comment te dire adieu
1960-7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중가수이자 패션의 아이
콘인 프랑소와즈 아르디가 불러 대히트를 친 곡으로 원곡은
영국에서 발표된 아놀드 골랜드의 <It hurts to say goodbye> 다. 세르쥐 겡스부르가 불어로 가사를 붙이고, 이것을
프랑소와즈 아르디가 불러 큰 인기를 모았으며 각종 CF송
과 영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아르디 특유의 가냘프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당시 프랑스 대중음악을 한 순간에 장
악한 곡이다.

5. 디 카푸아 I 오 솔레미오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가 1898년에 작곡한 〈오 나의 태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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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에게 사랑 받는 나폴리의 가곡이다. 조반니 카푸로
(Giovanni Capurro, 1859~1920)가 가사를 썼으며, 나폴리 지
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디 카푸아는 나폴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피에디그로타 음악제에 출품하기 위해 이 작품을
작곡했다. 피에디그로타 음악제는 나폴리의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며 노래를 바친 풍습에서 시작된 것으로, 18세기 초 왕명
으로 나폴리의 공식 음악제로 지정되었다. <오 나의 태양〉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인에 대한 찬미를 노래하고 있으며, 서
정적이면서도 힘찬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나폴리 칸
초네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1920년에 개최된 앤트워
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 국가 대신 이 노래가 연주될 정도
로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깊이 사랑 받는 음악이다. 수많은 역
사적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녹음하였으며, 파바로티는 이 노
래로 1908년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 알렌 I 오버 더 레인보우
1939년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
을 맡은 주디 갈랜드가 불러 화제가 된 곡이다. 1939년 아카
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으며 수많은 성악가들이 즐겨 불렀으며
각종 CF광고,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였다.

7. 베르디 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중 ‘축배의 노래’
거리의 여인 이라는 뜻을 가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이
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베르디의 작품으로 비올레타를 보
고 한 눈에 반한 부유한 집안의 청년 알프레드와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내용이다. ‘축배의 노래’는 무도회가 열
리는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로 술과 사랑을 찬미하는 내용
의 작품이다.

8. 하워드 I Fly Me to the Moon
작곡가 바트 하워드가 1954년 작곡, 작사했으며 많은 사람
들에게 사랑을 받은 대중음악이다. 이 곡은 처음 In Other
Words 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첫 줄 가사인 ‘Fly
me to the moon’ 으로 유명해졌으며, 음반사에서 공식적으
로 이 제목을 사용하여 현재도 계속 이 명칭을 유지하고 있
다. 바트 하워드는 이 곡으로 ‘미국 작곡가 명예의 전당’ 에 이
름이 올려졌다.

9.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I A Summer Place
해마다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과
그 테마음악은 여름의 단골 손님이다.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은 젊은이들만의 사랑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연계하여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과 중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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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e César Léopold Bizet
1838-1875

영화 The Sound Of Music

영화 Scent of a Woman 장면 중

랑을 동시에 이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도 큰 인기를 끌어 1960년과 1972년 두 번이나 수입 상영되
었으며 그 중간에도 수없이 추가 상영되어 이후 속편까지 제
작되었다. 맥스 스타이너가 만든 사운드트랙 ‘Theme From A
Summer Place’ 는 당시 빌보드 차트에서 17주간 차트에 올랐
으며 9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
지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10.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나치의 압제를 피해 오스트리아를 떠난 한 가족 합창단의 실
화를 1956년 독일에서 ‘트랩 가족(Die Trapp Familie)’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했고, 이것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거쳐 다
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영화
와 다른 것은 주인공이 독일 침공 10년 전에 이미 결혼을 했
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1966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편곡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영화에 나오는 ‘에델바이스’, ‘도레미 송’,
‘내가 좋아하는 것들(My Favorite Things)’은 미국영화연구
소(AFI) 선정 100대 영화주제가에 뽑혔다.

도 다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경마에 비유하여 표현
한 노래이다.

12.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1번
브람스 작품 중 가장 즐겨 연주되는 곡 중 하나로 여행 중 영
감을 받은 집시 무곡의 영향을 받아 작곡하였으며 지금은 관
현악곡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본래는 피아니스트 2명과 피
아노 한 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포 포 핸즈(Piano for four
hands)’ 곡으로 작곡됐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1번, 3번, 10번
이렇게 세 곡만을 직접 편곡하였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절묘
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이다.

Giuseppe Verdi
1813-1901

11. 가르델 I 영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
아르헨티나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한 곡으로 탱고
를 대표하는 곡으로 알려져있다. 영화 <여인의 향기>의 명장
면으로 뽑히는 탱고장면에 편곡되어 삽입되었으며 ‘Por Una
Cabeza’라는 제목은 ‘머리 하나 차이로’라는 뜻을 가진 경
마 용어다. 다만 가사의 내용은 경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사
랑의 밀고 당김에 관한 미묘한 감정과 사랑에 실패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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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말년의 시간을 보낸 곳.
프랑스 니스 구시가지의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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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SAT

초청연주회

신세계와 함께하는

2018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2018 SAC Saturday Concert

출연
일시·장소
티켓가격
예매처

지휘 정치용
바이올린 김봄소리
2018. 12. 15. (토)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석 2만 5천 | A석 2만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예술의전당 02-580-1300

2010년 시작된 토요콘서트는 바쁜 일상으로 음악회를 즐길 시간이 부족한
관객들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로, 지난 8년간 대표적인 주말 마티네 콘서트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8년부터 정치용 지휘자가 새로운 수장으로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콘서트는 김봄소리와 KBS교향악단이 함께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지휘 정치용

바이올린 김봄소리

정치용 I 지휘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 받는 지휘자 정치용은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
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 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5세에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고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 거장 미하엘 길렌으로부터 본격적인
지휘수업을 받았다. 유학시절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이 주최하는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 세계 악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졸업과 동시 오스트리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잘츠부르크 국제여름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등을 객원지휘하며
경력을 쌓았고, 귀국 후 관현악곡 및 오페라,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공연 등 음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제5회 김수근 문화상 공연예술상, 제3회 문화관광부 선정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시
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상임지휘자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부
임하여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김봄소리 I 바이올린
PROGRAM

2016년 제 15회 국제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 2위, 2016년 앨리스 엘리노어 쉔펠드 국제 현악 콩쿠르 2위, 2016년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2위, 2015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2013년 제 62회 뮌헨 ARD 국

차이콥스키 I 바이올린 협주곡 D 장조, 작품 35

제콩쿠르 1위 없는 2위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세계 굴지의 콩쿠르에 잇달아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내외 음악

P. Tchaikovksy  I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I. Allegro Moderato
II. Canzonetta : Andante
III. Finale : Allegro viviacissimo

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10년 제 10회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에 한국인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입상, 2011년
차이나 국제 콩쿠르 우승, 2012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연이어 입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녀의 연
주는 핀란드 최대 일간지인 Helsingin Sanomat 등의 언론사와 YLE, NHK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실황으로 생중계되었
고, 현지 언론과 비평가들로부터 신선하고 탁월한 음악성으로 청중을 매혹시킨 연주자로 호평 받았다.

INTERMISSION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BRSO)을 비롯하여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심포니, NDR

시벨리우스 I 교향곡 2번 D 장조, 작품 43

니, 베이징 내셔널 방송 교향악단, 부천시향,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인천시향, 코리안심포니, 유라시안 필, 경북도향, 줄리어

라디오 필하모니, 뮌헨 쳄버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헬싱키 필하모닉, 센다이 필하모닉, 칭다오 심포니, 셔먼 심포

주최

예술의전당

주관

예술의전당

KBS SYMPHONY ORCHESTRA

J. Sibelius  I Symphony No.2 in D Major, Op. 43
I. Allegretto
II. Andante ; ma rubato
III. Vivacissimo
IV. Finale : Alltegro moderato

드 오케스트라, TIMF 앙상블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김봄소리는 예원, 예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 현재 뉴욕 줄리어드에서 석사과정 졸업,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
중이다. 금호 악기 수혜자로 선정되어 현재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으로부터 J.B.과다니니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김영
욱, Sylvia Rosenberg, Ronald Copes, 양성식, 유시연, 평태식을 사사하였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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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12/21
FRI

초청연주회

효자아트홀 재개관 기념

희망 with POSCO
Hyoja Art Hall Re-opening ‘Hope with POSCO’

12/22

출연

SAT
일시·장소

지휘 요엘 레비
바이올린 김영욱 | 첼로 박유신 | 피아노 임동혁
사회 손지민
2018. 12. 21. (금) 19:30 포스코 효자아트홀
2018. 12. 22. (토) 15:00 포스코 효자아트홀

2017년지진발생이후무대와공연설비등리모델링공사를거쳐재개관하는
효자아트홀의 기념 연주회로,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협연자들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Tchaikovsky, Peter Ilyich (1840-1893)

차이콥스키 I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1877년 10월 차이콥스키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불과 두달만에 끝이 나버린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해 그는 우
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실패로 끝난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가 그의 창작력을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기 자
신의 대표작인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교향곡 4번> 그리고 오늘 연주될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들어 낸다. <바이올
린 협주곡>은 헝가리 출신의 명바이올리니스트이자 당시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의 교수로 있었던 레오폴드 아우어에게
헌정되었다. 그러나 아우어는 이 곡을 받자마자 솔로파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음악계에는 이 곡이 ‘연
주불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이 곡을 연주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아돌프 브로스키 덕분에 이 곡은 1881년
비엔나에서 초연되었다. 초연당시 유명 평론가이자 음악학자였던 한슬릭은 이 곡을 두고 “나쁜 냄새가 난다”라며 혹평
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의 진가가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이 곡은 화려하면서도 차이콥스키적인 감수성을 잘
드러내는 곡으로 연주회장에서 사랑받는 레퍼토리가 되었다.

PROGRAM

시벨리우스 I 교향곡 2번, Op. 43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핀란드가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1901년, 시벨리우스의 친구이자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였던 악셀 카펠란(Axel

W. A. Mozart  I Overture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K.492

Carpelan) 남작은 시벨리우스에게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어보라고 권유한다. 그의 권유를
받아들인 시벨리우스는 1900년 10월부터 온 가족과 함께 베를린에서 두 달을 보낸 다음,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냈다.

베토벤 I 삼중 협주곡 C 장조, 작품 56
L. v. Beethoven  I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I. Allegro
II. Largo
III. Rondo alla polacca

지중해의 태양이 괴테,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시벨리우스도 이탈리아 여
행에서 <교향곡 2번>을 위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특히 1악장과 4악장은 지중해적인 밝음으로 가득차 있다.
19세기 교향곡의 전통대로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된 1악장을 지나면, 2악장에서는 서정적인 온기와 강렬한 드라마가
날카로운 대비를 이룬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같은 방식으로 시벨리우스는 3악장과 4악장을 쉬지 않고 연결시

INTERMISSION

켰다. 특히 3악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점차 긴장이 고조되어서 4악장의 환희에 찬 주제가 등장할 때, 이 곡을 듣는

베토벤 I 교향곡 5번 c 단조, 작품 67

이들은 마지막 악장이 “승리의 찬가”임을 느낄 것이다. 1902년 3월 8일 이 곡이 시벨리우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
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을 때, 핀란드의 시민들의 마음이 그러했다. 이 곡은 초연되자마자 <핀란디아>와 함께 러시아
의 압박에 저항하는 핀란드인의 자유를 염원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17년 핀란드는 러시아로부
터 독립을 쟁취한다.
글 정이은 (음악학자)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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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POSCO

주관

POSCO

L. v. Beethoven  I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I. Allegro con brio
II. Andante con moto
III. Allegro
IV. Allegro

31

PROFILE
PROGRAM NOTE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당대의 명 대본작가 로렌초 다 폰테와 파트너
를 이뤄 만들어낸 3개의 오페라 중에 첫 작품이다. 나머지 두 작품은 <돈 지오반니>와 <코지
판 투테>다. 이 세 개의 작품을 통해서 모차르트는 18세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
던 장르인 오페라에서 큰 성공을 이뤄냈다. <피가로의 결혼>의 성공에 힘입어 빈에서의
피아노 임동혁

바이올린 김영욱

첼로 박유신

모차르트의 입지는 높아졌고, 그 성공은 프라하에서도 이어졌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은 귀족이 자신의 하녀를 상대로 초야권을 행사하는 악습을 놓고, 그를 골탕먹이려는 사
람들의 한바탕 소동을 유쾌하게 다룬다. 오페라만큼이나 유명한 <피가로의 결곡> 서곡은

임동혁 I 피아노
부조니, 하마마쓰, 롱-티보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혜성과 같이 등장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이후, 퀸 엘리자베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임동혁을 총애하는 ‘피아노의 여제’ 마
르타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클래식 레이블의 명가 EMI를 통해 데뷔 음반을 녹음하였고,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였다. 2집으로 프랑스의 ‘쇼크 상’을 받았고, 3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4집 쇼팽 프렐류
드 음반 역시 영국 권위 있는 매거진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의 극찬을 받았다. 임동혁은 샤를르 뒤투아가 지휘 한 NHK 오
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

이 소동이 가진 유쾌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준다.  서곡은 오페라에 등장하는 선율
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이 곡은 <피가로의 결혼>에 담긴 계급 타파의 정신과 신분 제
도에 대한 통렬한 풍자가 “웃음”을 통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모차르트는
원래 이 서곡에 이탈리아 관습을 따라 느린 중간부분을 쓰려고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쓸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서곡은 느린 부분 없이도 그 자체로 서곡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했고, 모차르트 역시 초연 이후 이 곡을 수정하지 않았다.

트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 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
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영욱 I 바이올린
“타고난 재능이 대단한, 완벽한 재목”이라는 평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은 2005년 서울예고 입학 이듬해인 2006
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했으며 이성주를 사사했다. 1999년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신문, 2000년 음악교육협회
주최 콩쿠르 1위 및 최우수상, 2003년 국민일보, 한세대 음악콩쿠르 1위, 2004년 스트라드 현악콩쿠르 1위, 2004년 이탈리
아 카네티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주니어 부문 3위, 2008년 동아음악콩쿠르 1위, 2011년 베오그라드 쥬네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3위 및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김영욱은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
라, 헝가리 체임버 필하모닉, 우크라이나 자포리쟈 필하모닉, 베를린 캄머 필하모니, 부천시향, 코리안 심포니, 수원시향, 부
산시향, 성남시향 등 국내외 유명 교향악단과 협연했다. 또한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오사카 국제실내악콩쿠
르, 리옹 국제실내악콩쿠르, 하이든 국제실내악콩쿠르 등 저명한 실내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고 ARD국제음악
콩쿠르 2위, 모차르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2017년 8월, 결성 10주년 기념 전국투어 <NOVUS QUARTET DECADE>를 성황리에 마치고 2016년 발매된 인터내
셔널 데뷔 음반에 이어 두 번째 인터내셔널 음반 <차이코프스키>가 발매되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예술의전당 개관30주년
기념 스페셜음반이 발매되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오페라 발레 극장에서 2018년 10월 공연된 <피가로의 결혼>

박유신 I 첼로
2018년 9월 제24회 야나체크 국제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안톤 루빈슈타인 국제콩쿠르에서 2위
를 수상하며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박유신은 브람스 국제 콩쿠르에서 2위와 특별상, 드레스덴 국립
음대 실내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는 실력있는 연주자이다. 국내에서도 포항음악협회 콩쿠르 1위를 비롯하여 영
산음악콩쿠르 2위, 부산MBC음악 콩쿠르 3위, 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2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현재 드레
스덴 슈타츠카펠레 아카데미 소속으로 세계 연주 무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남서독 필하모니, 에어츠게비어기셰 필하
모니, 드레스덴 국립음대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으며 일본 우츠노미아에서의 초청 리사이틀, 카잘마찌오레 페스티벌, 부
헨나우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였다. 박유신은 경희대학교 음대를 전학년 장학생으로 졸업하였고,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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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KBS교향악단 후원회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금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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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I 삼중 협주곡 C 장조 Op. 56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되는 피아노 트리오는 18세기 후반 큰 인기를 끈 장르
였다. 하이든, 모차르트가 이 장르에 있어서 주요 작품들을 남겼고, 청년 베토벤이 자신
의 첫 공식 출판 작품(Op. 1)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도 세 곡의 피아노 트리오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피아노는 음악 출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로 취급받았다. 거실에 소형
피아노를 들여놓고 온 가족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19세기 초반 중산계층의 삶에

•
•

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베토벤은 1795년 피아노 트리오로 Op. 1을 내놓은 이후 한동안 피아노 트리오를 쓰지 않
았다. 그러다가 1804년 갑자기 피아노 트리오가 “솔리스트”가 되는 혁신적인 구성의 <삼
중 협주곡>으로 돌아온다. 직접적인 이유는 베토벤이 피아노를 가르쳤던 16세의 루돌프
대공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하는 것이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모두 솔로를 연

•
•

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악기들이 앙상블을 이루어 또 다른 앙상블인 오케스트라와
밸런스를 이루는 것은 이 곡의 큰 과제였다. 동시에 이 독특한 조합 속에서 각 연주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인 구성이 돋보이게 하는 데에 성공한다.

•
•
•

베토벤 I 교향곡 5번 c 단조 Op. 68

•
•

기교가 충분히 빛이 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이 곡에서 베토벤은 그러한

“운명 교향곡”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곡은 아마도 서양 클래식음악의 카테고리를 넘

•
•
•
•
•
•

어서,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
닐 것 같다. 이 곡이 그간 만들어낸 담론들은 분명 “베토벤 신화”라고 불릴만큼 낭만화된
베토벤의 이미지, 더 나아가 클래식 음악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했
다. 베토벤의 제자 안톤 쉰들러는 1악장을 시작하는 유명한 네 음의 모티브가 “운명이 문
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은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명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1802년부터 자신의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토벤은 오히려 창작열을 더
욱 불태우면서 전투적으로 작곡에 임했다. 1995년 음악학자 스콧 버넘에 의해 베토벤의

•
•
•

“영웅적 시기”(Heroic Period)라고 명명된 1802년부터 10여년간의 시간동안 베토벤은
표현과 형식에 있어서 이전과는 혁명적으로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유명한 네 음의
모토가 다양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1악장을 지나, 2악장은 베토벤 특유의 서정
적인 아다지오에 군대의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트럼펫 사운드로 입혀 우리의 귀를 사로
잡는다. 3악장과 4악장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유머스러움과 괴기스러움이 공존하는
3악장에서 긴 브리지를 통해 마침내 4악장에 도달할 때, 트럼본에 의해 “선포”되는 듯한
승리의 주제는 우리에게 이 곡이 지닌 우주적인 스케일을 느끼게 해준다.

글 정이은 (음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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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올리니스트와의 사건입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
의 시작과 함께 ‘프로 관객 모드’로 전환해 열심히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죠. 한참을 집중
해서 듣고 있는데, 어디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벨소리
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의 바이올리니스트
가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핸드백을 열어 본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본인도 ‘프로 관객’임을 자부했기에 설마 했던 것입니다. 필자와 같은, 또 바이올
리니스트와 같은 진상 관객의 사례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공연장 진상 관객의 천태
만상을 글로 쓰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우리는 연주자에게 있어 상당부분 ‘천덕꾸러기 관객’이기도 합니다. 악장이 끝나면 기다
이폴리트 미쇼 <공공 공연장> 캔버스에 유화, 1850-70

렸다는 듯 헛기침을 연발하고, 심오한 연주가 진행될 때 ‘카톡카톡’으로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코를 골며 자기도 하고, 수시로 소지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악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연주중에 사진을 찍고 심지어 동영상을 촬
영하기도 하지요. 다른 관객에 방해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객석 지킴이들의 두

완벽한 관객

근거리는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글 김은중 음악칼럼니스트

하루는 국내 모 교향악단의 사무국에서 근무중인 관계자께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
번’<비창>의 3악장이 끝난 후 박수가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SNS
지난 가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지휘 에사-페카 살로넨)와 내한한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으로 인해 콘서트고어들의 열기가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사건이 있
었습니다. 만석에 가까운 객석 상황이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었죠. 필자의 자리는 연주
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지메르만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은 너나 할 것 없이 뜨
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불안의 시대>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
다. 청중은 마치 이 곡을 예습이라도 하고 온 듯 익숙하게 연주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곡에 대해 정보가 없었던 필자는 그 모습이 신기해 ‘도대체 어떤 곡이기에 이렇게
들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북을 펼치는 순간! 옆에 앉아계시
던 관객께서 저를 향해 화살과도 같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부터 저는 그분께 ‘문제가 많은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화살
을, 자세를 교정하려해도 화살을 보내시는 것이었죠. 나름대로 ‘조용한 관객’임을 자부
하던 제가 이른바 ‘진상 관객’이 된 것입니다.

어 절망적인 마지막 악장으로 안착하기 위한 ‘빗소리’로 인식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위의 관계자분이 “왜 교향악단 연주자가 입장할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일
까요?”라는 고민을 SNS에 올리신 것을 보고 ‘아, 나도 그러네!’하고 제 모습을 반추에 보
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주를 위해 등장하는 연주자나 규모가 작은 앙상블의 경우 입장시
간이 짧아 박수에 대한 부담(?)이 작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주하러 나온 아티스트에게 똑
같은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냥 ‘천덕꾸러기 관객’만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 스스로는 자
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창 교향곡’의 3악장이 종료된 후 나오는 박수는 결코 연주를

사실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7년 내한했던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
츠의 공연이 있던 날입니다. 이날 역시 ‘최고의 쇼팽’이라 일컫는 그의 연주를 듣기 위
해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 객석을 채웠던 날입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
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 예술의전당 로비에 있는 기침방지용 캔디를 챙겼습니다. 이 캔
디가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지요. 블레하츠가 아주 쇼팽스러운 터치로 우아하게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의 세 번째 악장을 연주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악장이 끝나고 얼른
까먹은 캔디를 입 안에서 조용히 굴려먹다가 그만 사탕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
다. 엄밀히 말하자면 들어간 것도 아니요, 안 들어간 것도 아닌 걸쳐 있는 상황에서 콜
록거리며 사탕과의 사투가 시작된 것이죠. 동행한 기자는 그 모습이 웃겼는지 소리 없
이 놀리고 있었습니다.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치는 박수는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
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가 더 ‘멋진 관객’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이런 뜨거운 박수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된 곡은
많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최고등급에 가까운 좌석에 앉은 관객일수록 주변에 ‘감동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더 좋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
기 위해 연주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에 신경이 곤두서있고, 스스로 애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연주 도중에도 수시로 연주를 평가합니다.
대학시절 처음으로 KBS교향악단 C등급 회원으로 정기연주회 패키지 티켓을 구매해 감

떠올려보니 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향악단 단원으로 재직중인 한 바이
KBS SYMPHONY ORCHESTRA

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연주자들의 고민뿐 아니라 이 곡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풀기
힘든 고민이자 숙제이지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비정상적으로 밝은 3악장에 이

36

상하던 시절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 관객은 거의 모두가 유료관객입니
다. 그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더 세세히 보기 위해 자세를 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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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가며 무대를 갈망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합창석에 앉으면 지휘자가 단
원에게 요구하는 세세한 커뮤니케이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오케스트라 단
원이 되는 듯한 오묘한 이 체험은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최고
등급의 어중간한 자리보다 밑에 등급의 좌석에서 더 이상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3등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음악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
과 비하면 너무 감상적인 발언일까요. ‘R석과 B석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존재한
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지난 10월 KBS교향악단 연주회에서는 롯데콘서트홀 꼭
대기층에서 연주자들이 퇴장하는 순간까지 뜨겁게 환호하는 관객 무리가 훈훈한 장면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거인’
KBS교향악단
기지개를 켜다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로 가득한 프로그램, 협연자와
함께하는 2019년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한 발 가까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련의 연주회가 마치 교향곡의
악장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고, 계절 같은 흐름을 가진 까닭이다.

을 연출하기도 했지요.

KBS교향악단이라는 거인의 기지개를 말러 <교향곡 1번

어쩌면 우리는 ‘좋은 연주’를 기대하기만 했지 ‘좋은 관객’이 되는 것에 다소 서툴렀을지

글 위드인뉴스 권고든

“거인”>의 각 악장에서 따온 키워드로 살펴보자

도 모릅니다. 필자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멋진 관객이 되는 법’을 소개하자면, 연주 도
중에 그리고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연주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오늘의 연주에 대해 본인이 느낀 그
느낌 그대로를 간직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끔은 내가 들은 연주와 상대가 들은 연주가
너무나 상이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연주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가 나눴던 대화만 남게 될 거예요.
‘국민엄마’로 잘 알려진 배우 김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자 씨가 하루는 연극 무대
에 올랐는데 제일 앞줄에서 한 관객이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답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에서 내려온 그는 지인에게 “그 관객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라고 했더니 지인이
“그분께 감사하셔야 겠어요. 그 관객은 연극을 보기 위해,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1악장 1~3월

“청춘의 날들에서.
Langsam. Schleppend
(느리고 완만하게)”

1/31
THU

1월, 젊음 <제738회 정기연주회>
1월 31일(목)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김선욱

제일 비싼 티켓을 구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 업무가 얼마나 고됐으면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공연장에서 엄마

말러가 <교향곡 1번 “거인”> 제1부 1악장에

프로그램 베를리오즈 해적 서곡

아빠 품에 잠든 꼬마들을 보곤 합니다. 저에게는 없던, 저는 이 장면을 ‘평화’와 ‘축복’이

붙였던 표제는 ‘청춘의 날들에서, 젊음, 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 단조, 작품 30

라고 규정합니다.

실, 고뇌’다. 청춘의 날이기에 낭만적인 에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 단조, 작품 36

4/4분기부터 이미 많은 예술단체들이 내년도 시즌 라인업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

너지로 가득하며, 그 고민 또한 처절하다.

다. KBS교향악단 역시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와의 마지막 시즌에 풍성한 레퍼토리, 훌륭

그렇다고 젊음의 방황이 헛된 것만은 아니

2/21

한 연주자들을 내세운 2019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한동안 자취

다. 청춘의 시절에 어울리는 결실 또한 소

THU

를 감춰 서운했던 ‘1만원 티켓’이 부활해 더 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연주가 정말 좋았을

중하다.

2월 21일(목)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얍 판 츠베덴

때는 기립박수도 쳐보고, 힘껏 브라보를 보내보기도 하면 연주자들이 더 큰 힘을 얻겠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시작하는 호른

요.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무대 위 연주자들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프로그램 브루크너 교향곡 제8번 c 단조

의 팡파르는 말러 <교향곡 1번>에서 겨울 동
안의 깊은 잠을 깨우는 트럼펫의 노래와 겹
쳐진다. 또한 젊음을 바쳐 이윽고 얻어낸 브
루크너 <교향곡 8번>이란 결실, 그리고 졸
탄 코다이, 에네스코와 같은 새로운 음악을

2월, 결실 <제739회 정기연주회>

3/29,30
FRI
SAT

3월, 고뇌 <제740회 정기연주회>

향한 고뇌의 손길까지 KBS교향악단의 봄은
도전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3월 29일(금) 20:00, 예술의전당
3월 30일(토) 17:00, 천안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바이올린 레이 첸
프로그램
에네스코 루마니아 광시곡, 제1번 A 장조, 작품 11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 단조, 작품 63
코다이 갈란타 무곡, 하리 야노스 모음곡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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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 4~6월

Kräftig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4/27

도를 삽입했다. ‘마르틴 형제’란 동요 선율과 카

SAT

바레 풍의 밴드 선율로 패러디를 감행한 것. 말

4월, 블루미네 Blumine, 꽃의 악장

러의 도전처럼 KBS교향악단은 <구레의 노래>

<제738회 정기연주회>

(힘차게 움직여서,
하지만 너무 빠르지는 않게)

큰 도전을 앞에 둔다. 단지 외형의 규모가 거대

말러는 2악장에서 한층 힘찬 움직임을 요구한

4월 27일(토) 17:00, 예술의전당
지휘 리신차오 4중주 제임스 에네스 콰르텟 (제임스

다. 그래서일까. 러시아의 폭풍 같은 낭만을 몰

에네스, 에이미 슈워츠 모레티, 리처드 용재 오닐, 에

고 올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러시아 격

드워드 애론)

동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쇼스타코비치의 강

프로그램 추 첸민 한산사에서의 독백

렬한 외침이 담긴 <교향곡 11번>, 발칸반도 고

슈포어 현악 4중주를 위한 협주곡, 작품 131 a 단조

유의 울림을 세계에 알린 버르토크의 <오케

하이든 교향곡 제 96번 D 장조

스트라를 위한 협주곡>까지. KBS교향악단의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프란츠 트레너227, 작품 59:

2악장 훨씬 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음곡

말러는 힘찬 움직임을 요구하며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란 단서를 달았다. 삭제된 ‘블루

THU

<장미의 기사 모음곡>이 애절한 선율로 힘찬

KBS교향악단은 브람스의 생명력 짙은 음악으
로 죽음을 다룬 두 곡과 균형을 이룬다. 엄숙하

프로그램

고 신중하지만 너무 느긋해지는 것을 경계한

프로코피예프 고전교향곡 작품 25 (교향곡 제1번)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2번 G 장조, 작품 126

말러의 지시처럼.

림스키-코르사코프 셰에라자드 작품 35

9/20
FRI

9월, 서정 <제74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 장조, 작품 73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4악장 10~12월

Stürmisch bewegt
(태풍처럼 움직여서)

6/27,28
6월, 폭풍같은 움직임 <제743회 정기연주회>

지휘 요엘 레비 바이올린  다니엘 하리토노프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모음곡 (발췌)

3악장 7~9월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장송행진곡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1번 g 단조, 작품 103

FRI

10월, 태풍처럼 몰려오는 비극 <제747회 정기연주회>
10월 18일(금)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플루트 김유빈

은 강렬함으로 채워졌다. 3악장의 장송행진곡

프로그램

을 이어받은 듯한 말러 <교향곡 6번>의 비극적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D 장조, K 314(285d)

인 울림으로 KBS교향악단의 피날레 악장이 시

말러 교향곡 제 6번 a 단조

화두 즉, ‘어둠에서 광명으로’의 주제처럼 깊은

11/28

감정의 골짜기를 이룬다.

THU

음악계에 큰 바람을 몰고 온 보헤미안의 낭만

프로그램

10/18

피날레이기 때문일까? 마지막 악장은 태풍 같

작된다. 이 비극은 말러가 흠모했던 베토벤의

6월 27일(목) 20:00, 강동아트센터
6월 28일(금) 20:00, 예술의전당

11월, 보헤미안이란 큰바람 <제748회 정기연주회>

즉,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을 비롯한 스메
타나, 마르티누의 음악을 통해 광명을 향한 첫

11월 28일(목)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라베크 자매

걸음을 뗀다. 그리고 이 걸음은 이윽고 자유와

프로그램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서곡, 세 개의 춤

평등, 인류애로 가득한 노래는 이윽고 깨어난

마르티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할브라이시292

거인의 외침처럼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갈 올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G 장조, 작품 88

것이다. 아울러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편>은

(엄숙하고 신중하게, 느긋하지 않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인류애적 메시지
와 시너지를 이루며 웅장한 피날레를 이룬다.

7/26
FRI

7월, 화려한 장송곡 <제744회 정기연주회>

있다. 쇤베르크 <구레의 노래>와 림스키-코르
신중하게 연주해야 하는 악장이다.

7월 26일(금)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협연자 추후 공지

말러는 3악장의 엄숙함 속에 가장 대범한 시

프로그램 쇤베르크 구레의 노래

사코프의 <셰에라자드>가 그것이다. 엄숙하고

란 보편적 인류의 대서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5월, 발칸반도의 낭만 <제742회 정기연주회>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THU
FRI

<제745회 정기연주회>

9월 20일(금)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에도 데 바르트 피아노 개릭 올슨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 스케르초 판타스티쿠 작품 3

움직임에 쉼표를 찍을 것이다.

8월, 죽음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힘

8월 22일(목) 20:00, 예술의전당/23일(금) 19:30, KBS홀
지휘 요엘 레비 첼로 니콜라스 알트슈태트

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이

5월 24일(금)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이란 의미에 어울리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 작곡했다. KBS교향악단의 3악장은 그에
걸맞게 죽음과 맞닿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THU
FRI

5/24

미네’ 악장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꽃의 악장’

말러는 <교향곡 1번>의 3악장을 장송행진곡으

8/22,23

12/26,27
THU
FRI

12월, 천국을 향해 <제749회 정기연주회>
12월 26일(목) 20:00, 롯데콘서트홀
12월 27일(금) 20:00, 예술의전당
지휘 요엘 레비 협연자 추후공지
프로그램 번스타인 치체스터 시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 단조, 작품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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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회원가입 안내

KBS교향악단 2018·2019년
신규단원 채용공고

Membership Guide

정기회원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에서 실력있고 열정 넘치는 전문 연주자를 공개모집합니다.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모든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실 소중한 관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 12회의 정기연주회를 패키지 형태로 4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최고의 교향악단을 함께 이끌어 갈 주역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본 회원제도는 예술의전당 공연에 한합니다.

좌석 등급별 가격

가입 혜택
가입 안내

좌석등급

정가 (12회 공연)

정기회원 가격 (40% 할인, C석 제외)

R석

1,120,000원

672,000원

S석

840,000원

504,000원

A석

600,000원

360,000원

B석

360,000원

216,000원

C석

120,000원

120,000원

티켓 가격 40% 할인 적용 | 연간 지정좌석 제공(기존회원에 한함)
정기·기획 연주회 20% 추가 할인(1인4매 한정) | 티켓 사전발송(희망 시)

|

채용 예정인원

비올라 수석(1) | 클라리넷 수석(1) | 단원(1, 베이스 클라리넷/클라리넷 겸)
바순 수석(1) | 호른 수석(1) | 트럼펫 수석(1) | 타악기 수석(1)

응시자격

➊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운영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➋ 공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방송 법규를 위반하여 방송, 기타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➌ 해당악기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채용 예정일 이전 졸업 예정자 응시 가능)
➍ 병역필 또는 면제자
(현재 군복무 중인자 또는 공익 근무자는 채용 예정일까지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에 한함)

모집부문별
채용일정

가. 접수마감일(한국시간 기준)

공연정보 안내(SMS, DM)

기존회원 재가입
➊ 지정 좌석 확정 (좌석 변경 희망 시 유선문의)
➋ 등급별 가입비 결제 (2018년 11월 21일까지)
•무통장입금 (현금영수증 가능): 신한은행 140-009-781471 (재) KBS교향악단
•카드결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비에서 가능
KBS교향악단 제736회 정기연주회 (2018년 11월 21일) 당일
➌ 티켓 발송 (2019년 1월 18일까지)
•주소, 연락처 변경 시 교향악단 사무국에 문의

채용 예정인원 : 총 6개 부문 7명

12월 오디션 : 2018. 11. 29.(목) 18:00
1월 오디션 : 2019. 1. 10.(목) 18:00
3월 오디션 : 2019. 3. 14.(목) 18:00

나. 접수방법
내국인 : 채용 홈페이지 kbssymphony.saramin.co.kr 접수
외국인 : 이력서(소정양식) 작성 후 이메일 symphony@kbssymphony.org 접수

다. 실기전형(오디션) 일정

※ 2018년 11월 28일(수)까지 확정되지 않은 좌석은 일반 판매석으로 전환됩니다.
※ 좌석 교환 및 환불은 제 738회 정기연주회 (1월 31일(목)) 까지만 가능

비올라 수석, 클라리넷 수석, 단원(12월 오디션) : 2018. 12. 15.(토) – 12. 16.(일)
바순 수석, 트럼펫 수석(1월 오디션) : 2019. 1. 25.(금) – 1. 26.(토) 예정
호른 수석, 타악기 수석(3월 오디션) : 2019. 3. 30.(토) – 3. 31.(일) 예정

신규회원 가입

라. 오케스트라 실연심사

➊ 티켓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내 ‘2019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패키지’ 검색
➋ 패키지 구매(공연 예매권 구매)

실기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음악감독 지휘 연주 참여

마. 면접전형
오케스트라 실연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바. 채용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K-Lang 회원

면접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KBS교향악단의 엄선된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저렴한 연회비(3만원)로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혜택

티켓 가격 20% 할인 적용(1인 2매 한정)

가입 안내

➊ KBS교향악단 홈페이지 – 멤버십 안내 검색
➋ 정보 기입 후 연회비 3만원 입금(7월 이후 가입 시 2만원)
➌ 입금 확인 후 티켓 예매(각 예매처)

|

공연정보 안내(SMS, DM)

정기회원(기존) 갱신

정기회원(신규) 패키지 구매 및 일반 개별공연 오픈

~ 2018년 11월 20일(화)까지

2018년 11월 29일(목) 14:00

근무조건

➊ 최종합격자는 입사 후 수습기간 1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이전 평가, 심의하여 위•해촉
여부를 결정함
➋ 최종 합격자의 처우는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의 별도 규정에 따름
➌ 보수는 능력에 따른 연봉제 적용

기타사항

➊ 전형결과 해당 모집부문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➋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함
➌ 응시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➍ 제출서류 및 자료 일체는 각 전형 결과발표 후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Board of Director

KBS SYMPHONY
ORCHESTRA

이사장

감사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상무

사장
박정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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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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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라		 한넬리 진  덕 고은숙  박세란  최진미
●

●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객원수석

변은혜  유우정

클라리넷	 Alexander Fiterstein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양재원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바순		 Andrew Brady
트럼펫		 Andrei Kaval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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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

PRINCIPAL

●부수석

ASSISTANT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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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공연기획팀

공연사업팀

경영관리팀

사무국장 김기승

팀장 손유리

팀장 이상현

팀장 손대승

대리 유정의

차장 김원재

차장 강길호

사원 이미라

차장 이한신

과장 조병근

사원 유현종

대리 김지민

과장 유연철

박영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이교찬 개인

대리 정유진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

박윤순 와이엠건설 (주) 회장

악보 장동인

김종수 개인

정성주 개인

악기 유재식

김진수 (주) 토성산업 대표

이정진 개인

손광기 개인

우리회계법인

공연지원파트

UPCOMING CONCERT

1/4

2019 대원문화재단

SAT

신년음악회

초청연주회

Daewon Cultural Foundation New Year’s
Concert

1/21
WED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초청연주회

KBSSO Charity Concert

15:00 부산대학교병원

20:00 롯데콘서트홀

1/9

2019년

WED

신년음악회

초청연주회

2019 New Year’s Concert

찾아가는 음악회

15:00 경북대학교병원

1/23

찾아가는 음악회

WED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초청연주회

KBSSO Charity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00 중앙대학교병원
16:00 분당서울대병원

1/11

찾아가는 음악회

FRI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초청연주회

KBSSO Charity Concert

THU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12:00 인하대학교병원
17:0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초청연주회

KBSSO Charity Concert

1/24

찾아가는 음악회

12:30 을지대학교병원
14:00 조선대학교병원

1/14

찾아가는 음악회

1/31

MON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초청연주회

KBSSO Charity Concert

THU

제738회 정기연주회

12:00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7:00 건국대학교병원

정기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738th Subscription Concert

1/18

2019

FRI

통일 신년음악회

초청연주회

2019 Concert HANA

20:00 롯데콘서트홀

KBS교향악단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NS를 통해 교향악단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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