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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ESTRA

기획

KBS교향악단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

KBSSO Kids Concert 'Flying Symphony'

5/3

19:00 롯데콘서트홀

5/1-31
C A L E N DA R

금요일

초청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KBS교향악단 초청 야외음악회
KBSSO Park Concert with Hwaseong

5/11

20:00 동탄여울공원 야외무대

토요일

초청

5/18

신세계와 함께하는
2019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2019 SAC Saturday Concert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토요일

KBS교향악단 제742회
정기

5/24

정기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742nd Subscription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요일

5/25

17:00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토요일

클로버

5/28

KBS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힘내자 청춘’ 대학교 특집

KBSSO Outreach Concert 'College Performance'

13:00 숙명여자대학교 제2캠퍼스 말굽광장(실내 로비)

화요일

5/29

12:3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1층 로비)

수요일

5/30

12:30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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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해 온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백건우, 조성진,
장영주, 길 샤함, 정명화, 미샤 마이스키, 파비오 루이지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주제별로
다채로운 음악적 접근과 청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초청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왔다.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
(DG)’에서 공연 실황 음반을 발매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 한국 폴란드 수교 30
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 국제적으로 기록할 만한 성과를 내는 한편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인 콘서트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2019년도에도 차별화된 연주와
신선한 기획을 통해 청중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Founded in 1956, the renowned KBS Symphony
Orchestra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orchestra in Korea. Ever since its inaugural season
with Maestro Won-shik Ihm, the Orchestra has
continued to grow under the leadership of great
musical minds such as Yeon-taek Hong, Kyungsu Won, Othmar Mága, Myung-Whun Chung,
and Dmitri Kitayenko, and since 2014, maestro
Yoel Levi has been leading the orchestra. Under
Yoel Levi's leadership, Hyun-Jin Yoon, the assistant
conductor was appointed in 2017.
The Orchestra plays over 100 concerts a year;
in addition to the main subscription concerts,
Young People’s Concerts, K-Lover outreach
concerts, and various special-themed and
corporate concerts fill its calendar. The roster of
artists who have performed with the Orchestra
includes preeminent musical personalities such
as Kun-Woo Paik, Sungjin Cho, Sarah Chang, Gil
Shaham, Myung-wha Chung, Mischa Maisky,
and Fabio Luisi. In 2018, the Orchestra issued the
live performance album with the globally leading
classic music label Deutsche Grammophon.
Internationally, planned a concert tour to Czech
and Slovakia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ation, a concert tou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diplomatic ties with Poland,
and special concert at the Golden Hall of Vienna.
And at the same time, the Orchestra has sought
popular and audience-friendly concert such as
Yeosu Music Festival, the Cherry Blossom Festival
Concert, and the Concert for Office Workers, etc.
In 2019, KBS Symphony Orchestra will stay
committed to reaching and inspiring audiences
through musical excellence and variety events as
Korea’s representative classical cultur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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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은 1956년 12월 20일 초대
상임 지휘자인 임원식과 창단 연주를 가진 이래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최전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을 거쳤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윤현진
부지휘자가 음악감독과 함께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KBS
SYMPHONY
ORCHESTRA

MUSIC
DIRECTOR

YOEL LEVI
음악감독 요엘 레비
Yoel Levi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conductors, known for his vast
repertoire, masterly interpretations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He is the Chief Conductor of KBS Symphony Orchestra in Seoul, a
position he has held since 2014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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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 레비는 클리블랜드 및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뉴욕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중국 국립 교향악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연주했으며,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하여 플로렌스,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전역의 세계적인 오페라단을
지휘했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곡으로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최근에는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그라모폰에서 말러 9번 교향곡을 실황으로 녹음
했다.
요엘 레비는 1978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6년 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턴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지휘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19882000),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면서(2001~2007), 2005년에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7년 간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서 정기 공연을 지휘하였고,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최근 KBS교향악단과 함께 성공적인 유럽 투어 공연을
마친 바 있는 그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런던, 스페인, 동유럽으로 투어 연주를 다녀왔고,
이스라엘 필하모닉과는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와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 투어 연주를 다녀왔다.
최근에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질랜드 전국
투어를,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스페인 투어를
함께했다. 한편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르웨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여러 특별한 무대에
초청받기도 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멘디 로단을
사사했다. 이어 이탈리아로 건너가 시에나와 로마에서
프랑코 페라라의 마스터클래스를, 네덜란드에서는 키릴
콘드라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연극학교에서 수학했다. 1997년 그는 애틀랜타의
오글소프대학교에서 순수예술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 6월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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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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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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5/24 금요일 20:00
5/25 토요일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주최, 주관 | KBS교향악단
티켓가격
R석 12만 | S석 9만 | A석 6만 | B석 3만 | C석 1만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KBS교향악단 제742회

정기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742nd Subscription Concert

관현악곡이지만 협주곡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러니한 곡이 이번 연주회의 메인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은 사실상 버르토크의 유일한 ‘교향곡’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제1악장은 도입부를 가진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2악장과 제4악장은 익살맞은 스케르초, 제3악장은 무거운 야상곡풍의 느린 악장이며, 마지막 제5악장은 장대하고
화려한 피날레로 교향곡의 구성처럼 보인다. 동시에 버르토크는 이 곡의 많은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에 속한 여러 악기들을
마치 협주곡의 독주악기처럼 등장시키며 각각의 악기들 또는 각 파트 사이의 기교적인 주고받음과 유기적인 어우러짐을
부각했다.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곡가는 일부러 ‘협주곡’이란 이름을 부여했다. 이처럼 복잡한 구성을 가진 음악에서
음악감독인 요엘 레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경향이 있기에 기대가 되는 바이다.‘피아노라는 악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그

유명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름 아닌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가리키는 말이다. 차이콥스키의 이 대곡은
피아니스트라면 반드시 연주해야만 하는 레퍼토리이며,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화려한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그녀가 러시아 낭만의 극치를 만나면 어떤 연주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PROGRAM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스트라빈스키 I 스케르초 판타스티쿠, 작품3
I. Stravinsky I Scherzo Fantastique, Op.3

차이콥스키 I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P. I. Tchaikovsky I Piano Concerto, No. 1 in b-flat minor, Op.23
I. Allegro non troppo e molto maestoso
II. Andantino semplice - Prestissimo
III. Allegro con fuoco

Intermission

버르토크 I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 Bartók I Concerto for Orchestra
정기연주회

I. Introduzione. Andante non troppo – Allegro vivace
II. Giuoco delle coppie. Allegro scherzando
III. Elegia. Andante non troppo

IV. Intermezzo interrotto. Allegretto
V. Finale. Pesante – Presto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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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 I ST

ⓒJulia Wesley 제공

Khatia
Buniatishvili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조지아 출신인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는 일찍이 3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6세 때 티빌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했고 이어서 세계 투어에 초청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카네기홀(뉴욕), 월트디즈니 콘서트홀(로스앤젤레스), 로열
페스티벌 홀(런던), 무지크페라인(비엔나), 베를린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홀에서
연주하는 한편 잘츠부르크 베르비에, BBC 프롬, 아이튠스 페스디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카티아는 세계의 거장 지휘자 및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주빈 메타,
파보 예르비, 미하일 플레트네프, 야닉 네제-세갱,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플라시도
도밍고, 정명훈, 필리프 조르당 등의 지휘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런던 심포니, BBC 심포니,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과의 협연을 꼽을 수 있다.
인류애가 모든 예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에 카티아의 음악은 그녀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쓰이며 그녀는 다수의 사회 권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뮌헨 DLD(Digital
Life Design)여성 13 컨퍼런스(2013), 러시아의 인권 위반에 항변하는 의미로 베를린에서
열린 “투 러시아 위드 러브”(2013), 반 테러지역 부상자들을 위한 “키에프 자선 콘서트”
(2015), 제네바에서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열린 유엔 70주년 기념 박애 콘서트(2015),
2017년 7월, G20 정상회담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무대에 섰다.
음반 녹음 활동도 활발히 펼치며 소니 클래식에서 프란츠 리스트(2011), 쇼팽(2012),
“고국”(2014), “만화경”(2016), 라흐마니노프(2017) 작품을 발매했고 “키신느: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를 기돈 크레머와 기에드레 더바나우스카이트와 녹음(2011),
프랑크, 그리그,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숑과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소나타(2014)
를 녹음했다. 또한 록그룹 콜드 플레이의 최신 음반인 “A Head Full of Dreams”제작에
협업하였다. 2012년 프란츠 리스트 앨범과 2016년 “만화경” 앨범으로 두 차례 ECHO
클래식 어워드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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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장원
음악칼럼니스트

스트라빈스키 스케르초 판타스티쿠, 작품3
I. Stravinsky I Scherzo Fantastique, Op.3

		

작품번호(3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관현악 단품은 스트라빈스키의 가장
초기 작품군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3대 발레’ 이전에 나온 작품인데, 참고로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 <교향곡 E♭장조>(Op.1), 가곡집 <목신과 양치기 소녀>(Op.2), <불꽃놀이
>(Op.4), 그리고 얼마 전 유실되었던 악보가 발견되어 화제를 모았던 <장례의 노래>(Op.5)
등이 있다. 이런 초기 작품들은 아직 스트라빈스키만의 뚜렷한 개성은 드러내지 못 했고, 대신
림스키-코르사코프, 글라주노프, 차이콥스키와 같은 러시아 선배 작곡가들, 또는 바그너,
드뷔시, 뒤카스와 같은 서유럽 작곡가들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 <스케르초 판타스티쿠>
에서부터는 그다운 개성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편성
플루트3(제2,제3플루트가 각각
알토플루트, 제2피콜로를 겸함),
피콜로,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3,
(제3클라리넷이 E♭클라리넷을 겸함),
베이스클라리넷,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2,
알토트럼펫,
타악기(서스펜디드 심벌),
하프3,
첼레스타,
현악5부

이 작품은 문학적 표제를 가진 일종의 교향시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바탕인 된 것은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를링크의 『벌들의 일생』이라는 에세이였다. 스트라빈스키는 아직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지도를 받고 있던 1907년 여름, 그 에세이를 읽고 그 안에 자세히
묘사된 벌들의 기이한 생활상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와
잔인한 리리시즘(예술적 표현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편의 교향시를 작곡했던 것이다.
이 곡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살펴보면, 3대의 하프, 심벌즈, 첼레스타가 다용되는 대신
트롬본, 튜바, 팀파니는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악기편성은 역시 벌들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스트라빈스키 자신도 훗날 ‘그 당시 작품들 중에서는 드물게 가벼운 울림을
들려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스승인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유명한 ‘호박벌의
비행’과 멘델스존의 ‘요정 스케르초’에서 영향을 받았음도 고백했다. 아울러 작품의 바깥
부분에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음계적 서법에서는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곡 전체는 템포 상 ‘빠르게-느리게-빠르게’로 구분되는 세 부분으로 짜여있다. 제1부는
‘벌집 안에서의 꿀벌의 생활과 행동’을 그린 것으로, 약음기를 부착한 트럼펫의 신호로
시작되어 현악기들이 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단편적 악상들이
떠오르며 진행된다. 제2부는 ‘일출과 여왕벌의 비약, 여왕벌을 둘러싼 꿀벌들의 사랑의
투쟁, 그리고 수벌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알토 플루트로 연주되는 서정적 선율이
돋보인다. 제3부는 제1부의 자유로운 재현부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인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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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P. I. Tchaikovsky I Piano Concerto, No. 1 in b-flat minor, Op.23

		
네 대의 호른이 힘차게 꺼내놓는 하행 모티브와 투티의 화음, 그리고 피아노의
강렬한 화음 연타! 너무나도 유명한 도입부와 함께 시작되는 이 협주곡은 차이콥스키 음악의
대명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고금의 피아노 협주곡을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명작이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연상시키는 웅대하고 유장한 스케일, 러시아인 특유의 진한 우수와
감상성이 깊숙이 녹아든 음률, 감상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눈부신 피아니즘의 향연 등등, 이
협주곡은 특유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매력으로 오랫동안 전세계 청중의 가슴을 뒤흔들어
왔다. 서정적인 중간악장은 꿈꾸는 듯한 시정과 발레 무용수의 우아한 동작을 떠올리게
하는 리듬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강렬한 회오리처럼 긴박하게 휘몰아치는 피날레는 언제나
짜릿한 흥분을 안겨준다.
하지만 수많은 ‘결정적 명작’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곡도 만만찮은 산고를 겪어야 했다.
이 곡은 1874년 11월부터 1875년 2월까지, 약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작곡되었다.
당시 차이콥스키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한편 작곡가로서도 보다
견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나,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차이콥스키의 고심은 상당했던 모양으로, 작곡 도중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깊은 고독감과 타인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작품의 초고를 완성한 직후 존경하는 선배이자 음악원장이며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니콜라이 루빈시테인 앞에서 가졌던 시연에서 받은 상처가 깊었다. 1875년 1월 5일 저녁,
차이콥스키는 피아노 파트에 관한 조언을 구할 요량으로 루빈시테인과 동료 후베르트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였다. 그러나 애정 어린 칭찬과 격려를 기대했던 그에게 루빈시테인은 긴
침묵 끝에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대충 요약하자면, 피아노 파트는 너무 서툴러서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이 협주곡에서 쓸 만한 부분은 기껏해야 두세 페이지 정도로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훗날 차이콥스키는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의 모멸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차라리 내가 미친놈이거나 능력도 없고 무식한 주제에 죽어라 써대기만 하는 인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저명한 음악가를 쓰레기 같은 싸구려 작품으로 성가시게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뻔뻔한 짓 아니었겠습니까!”
차이콥스키는 당황하고 격분한 나머지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뛰쳐나왔고, 루빈시테인은 그런
그의 뒤를 쫓아가서 악보의 이곳저곳을 지적한 후 수정 요청에 응한다면 자신의 공연에
작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단 하나의 음표’도 바꿀 수 없으며 ‘
지금 상태 그대로’ 출판하겠다고 맞섰다. 실제로 차이콥스키는 그렇게 했지만, 다만 나중에
이 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들의 제안을 받아 들여 1879년과 189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판 악보를 출판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악보는 1890년의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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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75년 2월 21일에 총보를 완성한 차이콥스키는 루빈시테인을 대신할 초연자를 찾아야
했다. 처음에는 제자인 세르게이 타네예프가 물망에 올랐으나, 독일의 저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한스 폰 뷜로가 작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초연은 그의 손에 맡겨졌다. 뷜로는 이미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연주한 적이 있었고, 차이콥스키 또한 뷜로의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악보를 검토한 뷜로는 지극히 독창적이고 경이적인 명곡이라고 회신하는
동시에 곧 떠나게 될 미국 연주여행에서 초연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작품은 1875년 10
월 25일 대서양 건너 보스톤에서 초연되었다. 비평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다수
관객들의 호응은 열광적이어서 뷜로는 앙코르를 받아들여 마지막 악장을 다시 연주해야
했다. 러시아 초연은 같은 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성사되었고, 역시 큰 호평을 받았다. 작품은
당연히 뷜로에게 헌정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각지에서 널리 각광받게 되었다. 그러자
당초 혹평을 늘어놓았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루빈시테인 역시 이 곡을 무대에서 연주했고, 두 사람의 우정도 회복되었다.
이 협주곡의 의의는 차이콥스키의 작곡가 경력에서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곡을 쓰던 무렵 그는 <교향곡 제1번>의 최종판 출판, <교향곡 제2번>과 교향적 환상곡
<템페스트>에 대한 호평 등을 계기로 러시아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신진 작곡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창작 방향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다. 이 곡과 더불어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교향곡 제3번> 등이 나온 1874년에서
1876년에 이르는 시기는 그의 창작 스타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전환기로 꼽히는데,
특히 이 곡에서 그는 표제성이 강한 음악을 주로 썼던 초기의 작풍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절대음악’적 성격을 강화하는 변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협주곡에서 한창 야심만만했던 30대 중반의 차이콥스키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고유의 정서에 기초한 그 특유의 뜨거운 낭만성에 흠뻑 취할 수 있고, 러시아에서 절정을
구가했던 낭만적 비르투오소 피아니즘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악5부

[제1악장] 호른의 장중한 팡파르로 시작되는 유명한 도입부는 현악기들이 펼쳐보이는
찬란한 선율과 피아노의 강렬한 화음 연타로 대번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슬라브
고유의 정서에 기초한 그 웅대하고 화려한 악상은 이 곡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멋진 도입부 선율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 이제 주부로
넘어가면 먼저 피아노가 통통 튀는 듯한 리듬에 실린 토속적인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요를 변형시킨 제1주제이다. 제2주제는 클라리넷에서 흘러나오는데, 한결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애조 띤 느낌이다. 제1악장은 이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고
긴박감 넘치는 드라마를 연출해 보인다. 구성적으로 복잡하고 다소 장황하게까지 느껴지는
악장이지만, 피아노의 현란한 테크닉과 관현악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주시하다 보면 20분
가까운 시간은 어느새 지나간다.
[제2악장] 전원풍의 목가 내지 야상곡을 연상시키는 안단티노 부분과 스케르초 풍의
프레스티시모 부분이 3부 형식(A-B-A)으로 결합되어 있다. A부분에서는 플루트-오보에첼로로 이어지는 목가적 선율 위로 피아노가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장식음을 덧붙인다.
B부분은 피아노가 신속하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카프리치오인데, 그 뒤에서
비올라와 첼로가 연주하는 선율은 차이콥스키가 한 때 약혼까지 했던 벨기에의 여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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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데지레 아르토가 애창했던 샹송에서 차용한 것이다.
[제3악장] 러시아적 색채로 넘쳐나는 박진감 넘치는 론도 악장이다. 거칠면서 쾌활한 제1
주제는 다시 한 번 우크라이나 민요를 차용한 것이고, 유려한 제2주제는 첫 악장 도입부에
나왔던 멋진 선율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 두 번째 주제선율을 바탕으로 눈부신
클라이맥스가 구축된 뒤 이 멋진 협주곡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쾌하게 마무리된다.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 Bartók I Concerto for Orchestra

		
이 독특한 작품은 헝가리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버르토크가 말년에
남긴 노작이자, 20세기에 새로이 출현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곡은 버르토크의 유일한 ‘교향곡’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성을 보면, 제1악장은 도입부를 가진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제2악장과 제4
악장은 익살맞은 스케르초, 제3악장은 무거운 야상곡풍의 느린 악장이며, 마지막의 제5악장은
장대하고 화려하며 활력 넘치는 피날레이다. 실제로 말년의 버르토크는 지인들에게 정식
교향곡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곡의 많은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에 속한 다종다양한 악기들을 마치
협주곡의 독주악기처럼 처리했고, 각각의 악기들 또는 각 파트 사이의 기교적인 주고받음과
유기적인 어우러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제목의 ‘협주곡’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작곡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교향곡적인 오케스트라 작품의
제목은 오케스트라의 개별 악기들을 콘체르탄테 내지 독주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성향에 의해
설명된다. 예를 들자면 ‘비르투오소적’ 처리 수법은 제1악장 발전부의 푸가토(fugato) 단락들
(금관악기)에서, 마지막 악장 기본 주제의 무궁동(無窮動)적 구절(현악기)에서, 그리고 특히
악기들이 각기 쌍을 지어 병진행으로 화려한 구절들을 내놓는 제2악장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곡을 쓰던 무렵 버르토크는 친 나치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고국 헝가리를 떠나온 후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거기서 망명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심신이 지쳐 있었고, 심지어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이 작품은 1943년 가을 뉴욕주 사라낵(Saranac)
호숫가의 요양원에서 완성되어 1944년 12월 1일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 초연되었는데, 당시 작곡가는 이런 설명을 남겼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 익살스런 두 악장을 제외하면 - 제1악장의 엄숙한 기분과 제3악장의
음울한 죽음의 노래로부터 마지막 악장의 삶에 대한 애착으로 점차 옮겨간다.” 혹시 그가 이
곡을 (다분히 독일적인 명칭인) 교향곡이라고 부르지 않고 협주곡적인 면을 강조한 것은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일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 곡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망명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병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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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을 이루는 다섯 악장은 버르토크가 애호했던 ‘아치 구조(arch form)’를 취하고 있다. 즉
가운데 놓인 제3악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스케르초 악장(제2, 4악장)이 그 앞뒤에 위치하고,
서로 연관된 제1악장과 제5악장이 맨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제1악장 ‘서장’] 첫 악장은 무겁고 어두운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주에서는
저음부의 4도 진행, 플루트의 파를란도 루바토 선율 등 버르토크 특유의 기법이 뚜렷이
부각된다. 얼마 후 트럼펫이 억제된 코랄 선율을 꺼내 놓으면 음악의 흐름이 차츰 고조되면서
알레그로의 주부로 진입하고, 마침내 제1주제가 돌연 솟구치듯 등장한다. 서정적인 제2주제가
오보에로 제시된 후 음악은 대체로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를 띠지만,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에
트롬본으로 나타났던 힘찬 경과부 주제가 다시 나타나 푸가토로 발전하면서 치열한 빛을
발산한다.
[제2악장 ‘쌍의 놀이’] 작은북의 리듬 연주로 출발하는 스케르초 악장. 관악기들이 각 파트마다
두 개씩 쌍을 이루어 연주를 이어가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된다. 쌍을 이룬 관악기들은
파트마다 다른 음정간격을 유지하며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을 받쳐주는 싱커페이션
리듬이 흥미진진한 기분을 더하며 ‘쌍의 놀이’를 연출한다. 금관에 의한 부드러운 코랄
풍 중간부를 지나서 제1부로 복귀하면, 서로 다른 ‘쌍의 놀이’의 다채로운 조합 및 첨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전체가 하나의 화음을 연주하면서 마무리된다.
[제3악장 ‘비가’] 첫 악장 서주에 나왔던 4도 동기로 출발하는 이 악장은 버르토크 특유의
어둡고 정밀하며 드라마틱한 야상곡 풍 음악으로서, 작곡가 자신은 ‘우울한 장송곡’이라고
불렀다. 구조는 A-B-C-B-A로 정리할 수 있는데, A부분에서 오보에 주제를 장식하는 다채로운
소리들이 독특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B부분은 첫 악장 서주의 트럼펫 선율을 주제로 취하고
있으며, C부분에서는 파를란도 루바토의 민요선율이 등장한다.

편성
플루트3(제3플루트가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3(제3오보에가
잉글리시호른을 겸함),
클라리넷3(제3클라리넷이
베이스클라리넷을 겸함),
바순3(제3바순이
콘트라바순을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 롬본3,
튜바,
팀파니,
타악기(베이스 드럼, 심벌,
서스펜디드 심벌,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공),
하프2,
현악5부

[제4악장 ‘중단된 간주곡’] 또 하나의 스케르초 악장으로, 경묘하고도 서정적인 민요풍의
주부와 클라리넷의 경쾌한 선율을 중심으로 익살스런 제스처가 두드러지는 중간부가 교대로
나타난다. 여기서 중간부의 클라리넷 선율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침공의 주제’와 유사하다. 사실 이 선율은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에서
따온 것인데, 이 오페레타는 히틀러가 좋아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주부의
따뜻한 칸타빌레 선율은 유행가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 가사는 ‘그대는 사랑스럽다, 그대는
아름답다, 헝가리여!’라고 한다. 즉 이 악장에는 버르토크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망명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야유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제5악장 ‘종곡’] 버르토크는 이 밝고 힘찬 피날레 악장에서 자신의 음악적 원천인 헝가리,
루마니아, 발칸 반도의 민요에 대한 애정을 긍정적 음악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4대의 호른이
꺼내놓는 힘찬 팡파르로 출발하며, 무궁동 풍의 현란한 패시지가 이어지며 열광적으로
고조되는 흐름, 첫머리의 팡파르 음형에 기초한 카논, 폭넓은 하행음형으로 출발하는 트럼펫
선율이 이끌어내는 극적 장면 등이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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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0:00

주최 | 화성시
주관 | KBS교향악단
티켓가격
전석무료

동탄여울공원 야외무대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KBS교향악단 초청 야외음악회
KBSSO Park Concert with Hwaseong

KBS교향악단이 화성시의 초청을 받아 자연과 어우러진 동탄여울공원에서 야외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파크콘서트로 전 연령에게 친숙한 레퍼토리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볼 수 있다.

PROGRAM

카르딜로 I 무정한 마음(테너 진성원)

베르디 I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김효근 I 첫사랑(소프라노 손지수)

생상스 I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베르디 I 오페라 <리골레토> 중 '사랑은 영혼의 햇살'

(바이올린 위재원)
C. Saint Saëns I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in a minor, Op. 28

(듀엣 손지수, 진성원)
G. Verdi I 'E Il Sol Dell'anima, La Vita È Amore' from
Opera <Rigoletto>

이안삼 I 내 마음 그 깊은 곳에(테너 진성원)

모리꼬네 I 영화 <시네마천국> 러브테마

G.Verdi I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아르디티 I 입맞춤(소프라노 손지수)
L. Arditi I Il bacio

S. Cardillo I Core'ngrato

E. Morricone I Cinema Paradise 'Love Theme'

알렌 I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H. Alren I Over the Rainbow

이지수 I 영화 <올드 보이> 중 'Cries and Whispers'
지휘 윤현진
바이올린 위재원
테너 진성원
소프라노 손지수
사회 송준근

드보르작 I 슬라브 무곡 제8번, 작품 46

A. Dvořák I Slavonic Dances No.8, Op.46

피아졸라 I 리베르탱고

A. Piazzolla I Libertango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5번
초청연주회

J. Brahms I Hungarian Dance No.5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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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윤현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May 2 0 1 9

PROFILE

지휘자 윤현진은 2017년부터 KBS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선임되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찍이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 진출을 비롯하여, 2013 포르투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2위, 루마니아 제3회 부쿠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 지휘 콩쿠르 대상과
함께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럽무대에서 젊은 지휘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남서독 체임버
오케스트라, 프랑스 로렌 국립 교향악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카펠라 심포니,
루마니아 에네스쿠 국립 교향악단, 포르투갈 리스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였으며, 또한 러시아 제21회 올림푸스 국제 음악 페스티벌, 스웨덴 대사관 주관
스톡홀름 왕립 콘서트홀 연주회 및 독일,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에서 개최된 다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지휘하였다.
국내무대에서는 2016년 KBS교향악단과 데뷔한 이래 서울시향, 부산시향, 울산시향,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TIMF 앙상블 등을 지휘하였고 2018년에는 평창 문화 패럴림픽 개막
페스티벌(KBS1 중계), 제8회 DMZ 국제 음악제 등 국내 및 미국 캘리포니아 한-미 후원인
연합회(KAMSA) 정기연주회에 초청되어 지휘하는 한편 총 16편의 한국 창작관현악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지휘자 겸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WDR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오스트리아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및 경기 필하모닉, 성남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작품을 연주해 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 한 후 독일로 유학하여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및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독일 뤼네부르크 로이파나 국립대학 음악학부 강사 겸 대학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주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주관 현대음악시리즈 음악감독 등을 역임하였고 국내에서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출강 및 건국대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19년 KBS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국내 및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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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위재원

테너

진성원

진성원

위재원

바이올린

•2016 한국예술종합대학 학부과정 음악영재 입학
•2018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
•2014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 에서 입상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인천시향, 중국 우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 Diplom 졸업
•함부르크 음대 Konzert Examen 졸업
•뷔르츠부르크 음대 Meister Diplom 졸업
•중앙일보, KBS 콩쿨 등에서 1위 및 금상 등 입상
•슈베르트 국제콩쿨,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쿨, 멘델스죤 국제콩쿨,
시즈오카 국제콩쿨, 무지카 사크라 국제콩쿨, 마르첼로 조르다니
국제콩쿨 등에서 입상
•베를린 필하모니, 함부르크 라에스츠홀,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동
경국립극장, 마요르카 시립극장등 유명 콘서트홀 및 극장에서 공연
•<리골렛또>, <사랑의 묘약>, <라 보엠>, <돈 파스콸레>,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라 트라비아타>, <코지 판 뚜떼> 등
오페라에서 주역
•현 가천대학교 성악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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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수

사회

송준근 (개그맨)

송준근

손지수

소프라노

May 2 0 1 9

PROFIL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석사 졸업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사랑의묘약’ 아디나역
•2017 국립오페라단 학교오페라 ‘사랑의묘약’ 아디나역
•2016 금호영아티스트 리사이틀
•한국성악콩쿨, 국립오페라단콩쿨, 신영옥콩쿨등 다수 콩쿨 1위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
•영화 ‘유감스러운 도시’, 공연 ‘대박포차’, 뮤지컬 ‘힐링하트’ 출연
•2018년 제16회 KBS 연예대상 코미디 남자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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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토요일

11:00

주최 | 예술의전당
티켓가격
S석 2만5천 | A석 2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예술의전당 02-580-1300

신세계와 함께하는
2019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2019 SAC Saturday Concert

‘예술 같은’ 토요일 아침 <토요콘서트>는 바쁜 일상에 지쳐 평소 음악회에 오기 힘든 직장인,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연인과 가족들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설레는 주말의 시작, 수준 높은 연주와 해설로 꾸며진 정통 클래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협주곡과 교향곡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는 마티네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 <토요콘서트>와 함께
‘예술 같은’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휘 여자경
호른 김홍박

PROGRAM
아테르베리 I 호른 협주곡 a단조 Op.28 (한국초연)
K. Atterberg I Horn Concerto in a minor, Op.28
I. Allegro pathetico
II. Adagio
III. Allegro molto

라흐마니노프 I 교향곡 제2번 e단조 Op.27

Rachmaninov I Symphony No.2 in e minor, Op. 27
I. Largo - Allegro moderato
II. Allegro molto
III. Adagio
IV. Allegro vivace

초청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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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경

호른

김홍박

김홍박

여자경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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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한양대학교 작곡과 졸업 및 대학원 지휘학 석사
•비엔나국립음악대학교 지휘학 졸업 및 석사
•비엔나국립음악대학교 지휘학 박사
•2002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
•2005 수원 국제지휘콩쿠르 특별상
•2008 러시아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 3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엮임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 석사
•베를린국립음악대학대학원 박사
•2017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신인예술가상
•2012 국제관악타악콩쿠르 호른부문 1위
•2000 동아음악콩쿠르 1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역임
•현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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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화요일 13:00
5/29 수요일 12:30
5/30 목요일 12:30

숙명여자대학교
제2캠퍼스말굽광장 (실내 로비)

주최, 주관 | KBS교향악단
티켓가격
전석무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KBS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힘내자 청춘’ 대학교 특집
KBSSO Outreach Concert 'College Performance'

KBS교향악단의 힐링 프로젝트 찾아가는 음악회! 학점 관리,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로 시달리는 이 시대
대학생 청춘들을 위하여 KBS교향악단이 캠퍼스를 찾아간다. KBS교향악단의 첼로 수석 김우진의 열정적인 탱고연주와
바리톤 정민성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청춘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다.

지휘 윤현진
첼로 김우진
바리톤 정민성
사회 윤상아

PROGRAM

모리꼬네 I 영화 <시네마천국> 러브테마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알렌 I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W. A . Mozart I Opera 'Le nozze di Figaro' Overture

피아졸라 I 리베르탱고(첼로 김우진)
A. Piazzolla I Libertango

윤학준 I 마중(바리톤 정민성)

Y. Hak-jun I Ma-jung (Greet)

와일드혼 I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바리톤 정민성)
F. Wildhorn I This is the Moment' from Musical
<Jekyll & Hyde>

E. Morricone I Cinema Paradise 'Love Theme'
H. Alren I Over the Rainbow

요시마타 I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 테마
R. Yoshimata I Between Calm and Passion

쇼스타코비치 I 재즈 모음곡 제2번 '왈츠'
D. Shostakovich I Jazz Suite No.2 'Waltz'

골랜드 I 어떻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Goland I Comment te dire adieu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5번

J. Brahms I Hungarian Dance No.5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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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윤현진

지휘자

윤현진

첼로

김우진

바리톤

정민성

사회

윤상아

김우진

정민성

윤상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만하임 국립음대, 함부르크 국립음대 졸업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콩쿠르 결선무대 진출, 리스본 젊은 지휘자콩쿠르 공동2위
•제3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제지휘콩쿠르 대상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 객원지휘
•독일 뤼네부르크 로이파나 국립대 강사, 서울시향 주최 마스터클래스 최고점수 획득
•건국대 겸임교수 및 이화여대 출강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졸업
•중앙 음악 콩쿠르 1위, 예음 실내악 콩쿠르 최우수상, 음협 해외파견 콩쿠르 2위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도립교향악단,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포항시립교향악단 등 협연
•무반주 첼로 독주회, 브람스 소나타 전곡 기획 리사이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다수의 연주회
•현 KBS교향악단 첼로 수석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2017년 제16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대상
•2017년 제24회 KBS한전음악콩쿠르 성악부문 금상
•2018년 제1회 클래식스타리그 성악부분 우승, 동아음악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 입상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올린 전공
•강릉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진행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송년음악회,
•KBS사장기 농악경연대회 진행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D-1000일 기념행사 진행
•전 KBS강릉방송국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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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 I C L E

그들 안에
모차르트가 있고
베토벤이 있다!
글 | Alex Kang
문화 칼럼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부친으로부터 훌륭한 유전자, 음악적 DNA를 이어받았고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누나의 영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3살 때부터 건반악기를 연주, 5살
때 작곡을 시작하여 8살부터 교향곡을 작곡했다. 심지어 하이든으로부터 "앞으로 100년 안에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경이로운 극찬을 받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이다.
음악에 있어서 조기교육을 생각한다면 모차르트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음악 신동은 아닐까?”라며 흥분된 꿈을 꾸는 부모가 있다면, 모차르트가 단연 최고의 연구대상이다.
화려했던 유년시절의 삶을 산 그의 과거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레오폴트를 따라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주여행을 했다. 유럽의 여러 왕실과
귀족들 앞에서 신기에 가까운 연주를 선보이며 자신의 천재성을 마음껏 펼쳤다. 이렇게 아버지의
극성적인 교육열과 연주를 겸한 사교활동은 예술가로서의 모차르트를 만드는 데 자양분이 됐다.
그러기에 모차르트는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다양한 외국어 습득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후일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22개의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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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의 언어적 능력은 상상력과 더불어 작품세계를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찌 보면
언어와 음악의 세계는 전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닌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 언어의 리듬과
흐름이 곧 음악이기에 그렇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 관계를 분석하면 대부분 어문학에
능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의 문장을 익히고 이해함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좋은 지휘자가 되는 방법에 오페라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이다. 우리가 아는 유명 지휘자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브루노 발터 등 모두 전통을
계승하듯 오페라를 통한 극적인 흐름과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 내는 능력들은 모두 언어와 관계된
가곡과 오페라에 기인한다. 이는 좋은 작곡가가 되는 일에 슈베르트, 슈만 등의 가곡이나 이태리,
독일 오페라를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vs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모차르트 vs 베토벤
음악 조기교육은 어떤가? 대부분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또는 관악기인 플루트나
클라리넷 등을 두루 거치면서 자녀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하곤 한다. 부모 맘이야 자녀가 악기 하나
붙들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잘해주기를 바라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재능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지만, ‘신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능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판명되는 게 아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단번에 음악의 원리를 터득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후천적 자기
계발에 의해 재능이 발현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로 하늘이 내린 신동 모차르트와 인간승리로 점철한 베토벤을 들 수 있다. 모차르트는
작곡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거나 깊이 철학했다고 들어 본 적이 없다. 다만 음악이 저절로 써지듯
자판기에서 음료수 꺼내는 것처럼 언제든지 곡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적인 예로 그의 악보를 보면
고친 흔적이 없다. 바흐가 천상의 음악을 그대로 내려쓴 것처럼 모차르트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베토벤은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 그의 모든 것은 굉장한 집중과 초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그는 소리가
전혀 안들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작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음악 신동 찾기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을 두고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 베토벤 같은 어린이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절대음감만 해도 그렇다. 오랜 세월 피아노를 쳤다고 모두가 절대음감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음악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척척 절대음을 맞추는 이가 더러 있다. 그렇다고 그를
가리켜 ‘음악 천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렇듯 다양한 변수 속에서 천재와 일반인과의 관계는 어쩌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얇고 얇은 막 하나의 차이일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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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천재의 소관이고, 천재는 독창성을 보여줘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
영국의 철학자 샤프츠베리(Anthory Ashley Cooper Shaftesbury, 1671-1713)
는 “천재는 선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반면, 20세기의 철학자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 1932-2016)는 “천재는 영감보다는 노력과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예술의 창작과 관련해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아름다운
예술은 천재의 소관이며 천재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철학자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1969)의 견해는 정반대로 “천재는 이데올로기”라며 예술가의
천재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천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 시대별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었다.
(서가명당, ‘음악으로 철학하기’ 인용)
여기에 덧붙여 영재개발과 두뇌 발달에 있어서 독일의 근대 철학자 칸트의 말이 흥미롭다. 그의
말에 의하면 ‘손가락은 대뇌의 파견 기관’이라며 손가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손가락은 제
2의 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이 말은 굳이 음악이 아니어도 생활의학 등 여러 방면에서도
동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아노 연주에 자연히 손가락의 쓰임이 많겠지만, 이 보다는 현악기 중
바이올린을 두뇌 계발에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피아노 연주 동작보다 바이올린을 켜는
동작이 훨씬 더 손과 두뇌의 활용이 많다는 것, 머리로는 순정률(純正律, Just intonation)의 현 위에서
음정을 계산하며 왼손가락으로 바쁘게 현을 짚어간다. 오른손가락으로는 활 끝을 잡고 힘 조절하며
보잉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마치 드럼을 다루듯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양손과 머리가
따로따로 동작해야 하는 것이 바이올린 연주 과정이다. 그래서 대부분 영재들은 피아노보다는
바이올린 연주자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다. 이렇듯 영재개발 및 두뇌계발에 있어서 뇌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좌뇌와 우뇌의 발달 균형이 좋다”라는 말과 같다. 뇌의
발달기에 있어서 아동의 경우는 6세까지를 보고 있다. 그 시기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능력이나
예체능, 사고력, 공간인식(spatial perception) 능력 등을 기르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대뇌피질 즉, 신피질의 우뇌에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한다. 특히 우뇌의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능력’은 책상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 쓰는 것처럼 기억을 이미지화하여 머릿속에 파일과
같은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이 능력으로 아이는 언어를 기억해 가는데 이것이 6세까지의 교육 여하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 등의 언어 외에 논리력을 담당하는 좌뇌와, 복잡한
예술적 기능을 관장하는 우뇌의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이 수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좌우 뇌를 모두
사용하는 음악교육과 예술적 경험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두뇌계발에 좋다고 자주 거론되는 모차르트와 바흐, 베토벤 등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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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화성의 진행, 주제의 발전 등과 같은 음악적 요소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대뇌를 자극한다.
이때 알파파가 생성되는데, 집중력을 더해줘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 두뇌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0~6세의 아동에게 있어서 음악적 경험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알파파가 지배하고 있는 0~6
세 시기부터 좋은 음악을 듣는 습관과 악기 연주는 이성과 감성, 좌뇌와 우뇌를 충분히 균형있게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석용, 음악을 통한 두뇌학습, <지성과 창조> 인용)

KBS교향악단 키즈 콘서트
음악 조기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심리학과 신경외과의 복잡한 이론들을 동원하여
인체 해부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다양성과 복잡함은 해부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천재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린이의 열(氣 또는 에너지)은 발바닥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방팔방 뛰어다니기를 계속한다.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열은 서서히 가슴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소년기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여 쉽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며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도 한다. 질풍노도기를
거치면서 상처받기 쉬운 유리잔 같은 시기를 살아간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거의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열은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열은 목을 거친다, 그래서 목숨이요 노년기엔 입술에 머문다.
어린이 음악회, 많은 어린이들의 입장으로 콘서트홀은 당연 소란스러움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어른들만의 콘서트처럼 적극적인 제재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들에게 약간의 소음 정도는 허용된다. 궁금증이 가장 많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이기에
그렇다. 재미있는 설명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익살스러운 음악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 가득한
궁금증으로 엄마 아빠에게 질문 공세를 할 듯싶다. 따라서 공연 전 예습은 필수과목일 듯싶다.
아빠의 유식한 답변이 아이에게 존경스런 아빠로 비춰질 테이니 말이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테마가 들려올 적마다 아이들의 흥미로운 반응이 지금부터
기다려진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엄마손, 아빠 손 꼭 잡고 나들이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이날엔 더욱
총총해질 것 같다. 행여나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자유로움 속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기대감으로
나선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양분으로 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이다. 혹시 공연장에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미래의 모차르트가 섞여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안에 바흐가 있고 베토벤과 슈베르트도 함께 섞여 있을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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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후원회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가입문의
02-6099-7404/7407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084129 KBS교향악단
•

BOARD OF DIRECTOR
이사장

감사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상무

이사
김종립 지투알 고문
정진학 유진기업 사업총괄장 사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장
이재우 KBS 예능센터장
국은주 KBS 라디오센터장

SPONSORSHIP LIST
메세나클럽
김영호 일신방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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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최명배 (주)엑시콘 회장

박정부 한웰그룹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한준호 (주)삼천리 회장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홍준경  (주)국제선박투자운용 회장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유재찬 서울장수(주) 사장

아너스클럽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주 개인

김종수 개인

이정진 개인

손광기 개인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박정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
부지휘자 윤현진

단원
부악장		  최병호
제1바이올린	 반선경★ 김대훈● 유신혜● 김혜은   황미령

트럼펫		  정용균● 김주원● 김승헌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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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6/15 신세계와
2019 SAC Saturday Concert

초청

토요일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27 KBS교향악단 제743회 정기연주회

정기

목요일

KBSSO 743rd Subscription Concert

20:00 강동아트센터

6/28 KBS교향악단 제743회 정기연주회

정기

금요일

KBSSO 743rd Subscription Concert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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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이 알려주는 오케스트라 악기의 세계!

타악기
타악기 | 타악기는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죠! 마치 케이크 위에 뿌려지는 달콤한 설탕과도
같습니다. 커다란 큰북부터 작은 트라이앵글까지,
타악기 주자는 다양한 악기를 다뤄야 해요.
팀파니 | 타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는? 바로
팀파니! 제2의 지휘자라고도 불리는 팀파니는
북으로 된 타악기 중 유일하게 음정을 갖고 있어요.
음악에 뼈대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악기죠.

현악기
제1바이올린 |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 바이올린은 지휘자의
왼쪽에 앉아있어요. 현악기에서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제2바이올린 | 바이올린은 제1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2바이올린은
풍성한 화음으로 현악기의 오케스트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비올라 |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 비올라는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갖고 있어요. 현악기의 중간 소리
내는 비올라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따뜻한 소리를
낸답니다.
첼로 | 앉아서 연주하는 이 멋진 악기는 첼로에요.
지휘자의 오른쪽에 있는 첼로는 아빠의 목소리처럼
중후한 소리를 냅니다.
콘트라베이스 | 현악기 중에 가장 커다란 콘트라베
이스는 현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을 냅니다. 이들이
힘차게 소리를 낼 때는 공연장 전체가 쿵쿵 울려요.
하프 | 현악기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아한
악기! 하프는 종종 그림에서 천사들이 연주하는
모습으로 알려진 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어요.

건반악기
첼레스타 | 피아노와 쏙 닮은 이 악기의 이름은
첼레스타예요. 피아노보다 크기도, 소리도
작지만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소리를
갖고 있어요.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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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 악기
호른 | 반짝반짝 동그란 호른은 나팔 모양처럼
생긴 악기의 끝부분인 벨(Bell)안에 한 손을 넣고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 중 가장 긴 악기라는 것은
몰랐죠? 돌돌 말린 호른을 길게 늘이면 최대 3.7m
된답니다.
트럼펫 | 화려한 소리의 주인공인 트럼펫은
오케스트라에 색채감을 듬뿍 실어줍니다. 힘차고
강한 소리를 낼 때 빠질 수 없는 악기죠.
트롬본 | 오른손이 앞뒤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멋진 악기는 트롬본이에요. 금관 악기 중 가장
완벽한 이 악기는 슬라이드로 모든 반음계를
연주할 수 있어요.
베이스 트롬본 | 테너 트롬본보다 조금 더 큰 베이스
트롬본은 보다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높은 음도 가능하다는 점!
튜바 | 다른 금관악기와는 다르게 세워서 연주하는
튜바! 금관 악기 중 역사도 가장 짧은데요. 악기도
가장 크지만 의외로 부드러운 소리를 낸답니다.

목관 악기
플루트 | 이 악기도 한 번쯤 들어봤죠? 플루트는
목관악기 중 가장 높은 소리를 내요. 반짝반짝한 이
악기는 우리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듭니다.

클라리넷 | 오보에보다 조금 큰 클라리넷은 재치
있고 흥겨운 소리를 내요. 클라리넷이 연주할 때는
몸을 들썩이게 된답니다.

오보에 | 나무로 만든 악기 오보에의 소리는 정말
따뜻해요. 연주 전 모든 악기들과 음을 맞추며 첫
시작을 알릴 때는 오보에가 대장이에요.

바순 | 목관악기 중에 가장 큰 바순은 낮고 풍부한
소리를 내요.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근엄한
소리를 낸답니다.
글 | 유현종 사원
공연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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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육제>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아마도 백조일 거에요. 백조가 우아하고 아름답게
물위를 떠다니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마지막 곡 피날레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악으로 한바탕 웃음 소동을 벌입니다. 하하하! 여러분도 이
즐거운 축제에 함께 하실까요?

차이콥스키 I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1번
P.I. Tchaikovsky I Nutracker Suite No.1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앞에서 들은 생상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작곡가에요.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죠. 차이콥스키는 많은
명곡들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발레 음악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답니다.
특히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와 상관없이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도 따로 연주되곤 할 정도로
인기도 많답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죠? 주인공인 클라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았어요. 클라라는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잠에 듭니다. <호두까기 인형>에서
벌어지는 신나는 모험은 바로 클라라의 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클라라의 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서곡은 발레의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되는 곡이에요. 여기에는 귀여운 제목인 “작은 서곡”
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작은 서곡을 들으면 앞으로 클라라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렵고
슬픈 일이 아니라, 신나고 멋진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어질 음악들이 진짜 기대되네요!
클라라의 꿈 속에서 호두까기 인형은 쥐떼의 공격을 받아요. 위험에 처한 호두까기 인형을
클라라가 용감하게 구해준답니다. 클라라가 구해준 호두까기 인형은 멋진 왕자님으로
변신해요. 왕자님으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클라라를 데리고
환상의 나라인 과자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클라라 앞에는 세계 각국의 과자 나라의 요정들이 하나씩 등장해서 아름답고 귀여운
춤을 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온 풀피리 요정들이에요. 세 대의 플루트가
풀피리 요정이 되어 우아한 풀피리의 춤을 추네요.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이웃 나라이지만,
클라라에게는 먼 나라인, 중국에서 온 차의 요정이 중국의 춤을 춥니다. "쿵짝쿵짝"하는
리듬이 점점 더 흥겨워지네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탕 요정의 춤이에요. 반짝이는 사탕이 글로켄슈필이라는 악기
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동의 아라비아에서 온 커피 요정의 춤이 이어집니다
(아라비아의 춤). 커피 요정의 춤은 느리지만 신비스러워요. 다음에는 신나는 행진곡이
이어집니다. 요정들의 행진은 씩씩한 당당한 행진이 아니라, 귀엽고 신나는 행진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흥겨운 러시의 민속 춤인 트레팍이 이어져요.
이제 클라라는 우리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온 요정들의 춤을 모두 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탕 요정들이 단체로 등장해서 마지막 곡인 꽃의 왈츠를 춥니다. 이로써 호두까기 인형
왕자님과 클라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 과자 나라 여행은 봄날의 꽃처럼 어여쁘고
화려하게 막을 내립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이 되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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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스 I 동물의 사육제
C. Saint-Saëns I Carnival of the Animals
글 | 정이은
음악학자

		 생상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나서 많은 유명한 곡을 작곡한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동물의 사육제>는 생상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해요. 생상스는 작곡도 잘 했지만, 피아노도 참 잘 쳤어요. 오늘 무대에는 두 대의
피아노가 등장해서 큰 활약을 들려줄 거에요.
동물의 사육제! 제목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동물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육제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답니다!
사육제는 유럽의 오래된 축제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는 기간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고기도 못먹고, 때로 하루에 한 끼는 굶어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맘껏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를
벌였고, 그것이 바로 사육제랍니다. 슬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나게 노는 축제!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동물 친구들이 함께 하니, 더욱 더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려야겠지요? 첫 번째 곡 서곡은 "신나는 축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축제에 놀러온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음악이에요. 축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 친구는 바로 동물의 왕인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답게 그 등장도 당당하네요.
두 대의 피아노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꺼니까 잘 귀기울여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수탉과 암탉이에요. 피아노와 현의 스타카토가 마치
닭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낸답니다. 당나귀 두 마리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두 대의 피아노가 멋지게 들려주네요!
네 번째 곡, 느릿느릿 거북이는 춤을 출 때도 느리답니다. 귀엽죠? 피아노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캥거루의 모습을,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을 더블 베이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코끼리를 음악으로 표현해요.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들은 유유자적 물 속을 우아하게
움직이네요.
여덟 번째 곡에서는 동물의 사육제에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귀가 긴 동물"을 통해서 생상스는
맨날 쓴 소리, 어려운 소리만 해대는 음악비평가들을 그렸어요. 한참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생상의 제자들도 축제에 초대받았네요("피아니스트"). 열번째 곡 화석에서는 땅 아래에 있던
돌멩이가 축제에 나와서 "반짝 반짝 작은 별"을 우스꽝스럽게 연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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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윤현진

지휘자

윤현진

피아노

국영하

피아노

임소현

사회

김승휘

국영하

임소현

김승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및 함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졸업
•세계 최고 권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 진출
•2018년 평창 문화 패럴림픽 개막 페스티벌(KBS 1TV중계) 지휘
•주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주관 현대음악시리즈 음악감독 역임
•건국대 겸임교수 및 이화여대 출강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미국 오벌린 대학교 피아노 및 성악 반주 복수전공, 라이스 대학교 석사
•2009년 아스펜 음악 페스티벌 전액 펠로우쉽 수여 피아니스트 및 음악코치 활동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오페라-투-고’ 피아니스트 및 실내악, 현대음악 앙상블
연주자활동 역임
•한국일보 콩쿠르, 아트실비아 실내악 콩쿠르 대상, 아크론 화요 음악 클럽 콩쿠르 1등 입상
•현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천필하모닉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실기 수석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 음악대학, 만하임 음악대학에서 각각 피아노, 예술가곡 반주 석사
•과정, 실내악 앙상블 석사과정 최고점수 졸업
•독일 잉케-피틀러-푀르데프라이스 반주부문 1위, 이탈리아 피에트로 아르젠토 콩쿠르
실내악 부문 3위
•현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객원 피아니스트, 대건 챔버콰이어 반주자로 활동

•KBS 공채 34기 아나운서
•KBS 2TV <여유만만>, KBS 1FM <생생 클래식> 진행 역임
•현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1FM <출발 FM과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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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9:00

주최 | KBS교향악단
티켓가격
R석 4만 | S석 3만 | A석 2만

롯데콘서트홀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KBS교향악단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
KBSSO Kids Concert 'Flying Symphony'

지휘 윤현진
피아노 국영하, 임소현
사회 김승휘

PROGRAM
생상스 I 동물의 사육제

C. Saint-Saëns I Carnival of the Animals

· Introduction and Royal March of the Lion (서주&사자 왕의 행진)
· Hens and Roosters (수탉과 암탉)
· Wild Asses - quick animals (당나귀)
· Tortoises (거북이)
· Kangaroos (캥거루)
· The Elephant (코끼리)
· Aquarium (수족관)
· People with Long Ears (귀가 긴 동물)
· Pianists (피아니스트)
· Fossils (화석)
· The Swan (백조)
· Finale (피날레)

차이콥스키 I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1번
P. I. Tchaikovsky I Nutracker Suite No.1

· Miniature Overture (작은 서곡)
· Dance Of The Reed Pipes (풀피리의 춤)
· Chinese Dance (중국의 춤)
· Dance of the Sugar Plum Fairy (사탕 요정의 춤)
· Arabian Dance (아라비아의 춤)
· March (행진곡)
· Trepak (트레팍)
· Waltz of the Flowers (꽃의 왈츠)

기획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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