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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교향악단을 만나보세요.

7/1-31 CALENDAR

7/3

KBS교향악단

TUE

찾아가는 음악회

클로버
나눔콘서트

KBS Symphony Orchestra's Educational
Outreach Concert(K-Lover Concert)

7/20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

KBSSO 732nd Subscription Concert
- Toward the New Horizon

FRI

10:40 인천 진산초등학교
10:50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4

13:00 양평 옥천초등학교
14:00 이천초등학교

7/21

17:00 여의도 KBS홀

7/8

2018 제8회 연천DMZ국제음악제

7/26

KBS교향악단 with

THU

4인의 피아니스트

초청연주회

2018 the 8th Yeoncheon DMZ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8th Anniversary Concert

기획연주회

4 Pianist with KBS Symphony Orchestra

WED

SUN

8주년 기념음악회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13

KBS교향악단 제주초청공연

FRI

‘제주의 봄’

초청연주회

Jeju Arts Center Invitational Concert

SAT

20:00 롯데콘서트홀

19:30 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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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KBS교향악단의 새로운 가족

신입단원
호르니스트 조현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르니스트 조현우 입니다. 저는 서울예고와 한
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였고, KBS교향악단에 입단하기 전
부천필, 인천시향, 경기필 등 여러 프로 오케스트라의 객원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
트라 단원,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수석 주자로 활동한 경력
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호른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어릴적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던 어머니와 2년 먼저 호른을
시작한 형의 영향으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악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른은 매우 생소한 악기였지만
따뜻하고 다양한 음색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연주자의 꿈
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호른은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를
어우러 줄 수 있는 빠져선 안될 중요한 악기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KBS교향악단의 호른 주자가
됐습니다. 오디션을 위해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른은 연주하기 매우 까다로운 악기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
디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음을 틀리
지 않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오디션 상황과 같이 다른 사람
들 앞에서 연주하기도 하였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들어보고
문제점을 체크하는 연습들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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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악기의 소리는 연주자의 성격을 따라간다고도
합니다. 조현우 단원의 소리는 어떤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누
구나 듣기에도 편안하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합니다.

KBS교향악단에서 꼭 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호른을 연주해서 그런지 호른을 멋있게 쓴 작곡가들을 좋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학시절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연
주를 했던 R. Strauss(리하트르 슈트라우스) 의 ‘Eine alpensinfonie (알프스 교향곡)’ 이 가장 기억에 남기 때문에 KBS
교향악단에서 연주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은가요?
연주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책임감 이
라고 생각합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항상 준비된 자세
와 강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도 현재 위
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노력하여 발전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KBS교향악단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KBS교향악단 팬 여러분! 무대에서 연주
자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변치 않는 클래식
음악처럼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KBS교향악
단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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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은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향악단이다. KBS교향악단
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전속 교향악단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문화 공보부 소관으로 이관, 국립교향악단을 거쳐 다시 KBS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
나 방송교향악단의 한계를 벗고 클래식 음악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자 2012년 전문예술경
영형태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현 모습으로 탄
생하게 되었다.
역대 음악감독으로는 초대 임원식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
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요엘 레비가 음
악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KBS교향악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부지휘자를 임
용하였고, 선임된 윤현진 부지휘자는 요엘 레비 음악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춰 KBS교향악단
을 이끌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백건우, 조성진, 정명훈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
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테마별로 기획하여 다
양한 시도를 펼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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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 각국에서 연주하며 문화예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2000년~2001년 남북교향
악단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 민간교류의 선도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인 콘서트 등 흥미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KBS교향악단은 2018년도에도 다양한 시도와 기획으로 관객들을 찾
아가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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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enowned KBS Symphony
O rc h e st ra wa s fo u n d e d i n 1 9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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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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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PROGRAMBOOK

performances by the best conductors and soloists in
Korea and the world, such as Paik Kun-woo, Chung
Myung-Whun, and Cho Seong-Jin. During each
season, a number of themes are presented through
invitational and project concerts, and in addition to
those, outreach concerts are performed for people
who are neglected culturally and are unable to form
any relationship with classical music.
Beyond that, the KBS Symphony Orchestra took
up the role as a cultural diplomatic body that first
represented Korea through the UN’s 6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ncert in 2010, and continued
its role in a special performance for the banquet
for national guests to commemorate the USA
President Trump’s visit to Korea, a memorable per
formance in China to celebrate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17,
before proudly being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Performance for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
After finishing its first ever overseas performance,
which was the Southeast Concert Tour in February
1958, the orchestra has been writing a new chapter
for culture and art exchange by perform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Europe, China, etc. Without
doubt, the opportunity to lead the nongovernmental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2000
and 2002 through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joint concert of South and North Korea Symphony
Orchestras was a proud moment for everyone
involved with the orchestra.
In particular, the orchestra is well known as it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orcherstral division
of the Seoul Arts Center Award in 2017. Furthermore,
the KBS Symphony Orchestra, which has positioned
itself on the center stage of the classical world in
Korea through performing in a variety of events,
such as the Yeosu Music Festival, the Cherry Blossom
Festival Concert, and the Concert for Office Workers,
is planning to perform a number of projects to the
delight of audiences and confirm itself as Korea’s
representative classical cultur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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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FRI

정기 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32회 정기연주회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KBSSO 732nd Subscription Concert

7/21
SAT

출연

지휘 요엘 레비
아카펠라 더 스윙글즈 | 플루트 안명주

일시·장소 2018. 7. 20. (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 7. 21. (토) 17:00 KBS홀
티켓가격

R석 7만 | S석 5만 | A석 4만 | B석 3만 | C석 2만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예술의전당 02-580-1300

시대에 따라 허물어지는 클래식의 경계를 조망합니다. 18세기 음악적 형식미와
균형이 돋보이는 바흐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돈을 배경으로 불협화음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린 버르토크,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에 한 발 더 나아간 베리오의 작품까지 고전과 낭만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베리오가 더 스윙글스
(구. 스윙글싱어즈)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신포니아>에서 오케스트라와 목소리가
이루는 하모니의 진수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최
주관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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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바흐 I 관현악 모음곡 제2번 b단조, BWV 1067
J. S. Bach / Orchestral Suite No.2 in b minor, BWV 1067
I. Ouverture
II. Rondeau
III. Sarabande
IV. Bourrées I & II
V. Polonaise & Double
VI. Menuett
VII. Badinerie

버르토크 I 이상한 중국 관리 모음곡, Sz. 73a, BB 82(작품 19)
B. Bartók / The Miraculous Mandarin Suite, Sz. 73a, BB 82 (Op. 19)
INTERMISSION

베리오 I 신포니아
L. Berio / Sinfonia for Eight Voices and Orchestra
Sinfonia: I
Sinfonia: II. “O King”
Sinfonia: III. in Ruhig Fliessender Bewegung
Sinfonia: IV
Sinfonia: V

“지난 50년간 성악과 합창의 세계는 크게 변화해 왔다.
하지만 스윙글스는 그 특유의 역할을
유지하고 계속 번창해 왔다.”
CHICAGO SUN-TIMES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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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Acappella Group

더 스윙글즈
The Swingles

KBS SYMPHONY ORCHESTRA

The Swingles(더 스윙글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7인조 아카펠라 그룹으로, 반
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보컬 음악의 경계를 넓혀왔다. 1960년대 결성된
이후 한결 같은 혁신 정신으로 5회의 그래미 상을 수상하였다. 아카펠라 음악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에 가장 주목을 받은 그룹이기도 하다.
1963년 미국 태생의 워드 스윙글을 주축으로 결성한 The Swingles는 바흐의 건반 음악을 노
래할 파리 출신의 세션 가수들로 구성되었다. 첫 앨범인 Jazz Sebastian Bach의 발매와 동시
에 이름을 알린 이후 그래미 상을 5회 수상하고, <Sex and the City>, <Milk>, <Grey’s Anatomy>, <Glee> 등 수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사운드트랙에 참여하였다. 신곡을 포함한 다양
한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며 현재까지 5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앨범으
로는 <Deep End>와 크리스마스 앨범 <Yule Songs vol. II>가 있다.
2017년 초부터는 전세계 포크 음악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하
였다. 세계 각국 투어 공연과 아티스트들과의 피처링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획한 프
로젝트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노래들을 그들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재해석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무기로 Modern Jazz Quartet, Jamie Cullum, Labrinth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공동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초창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
대에 세운 공신 중 한 사람은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로, 당대의 획기작으로 꼽히는 <Sinfonia>
를 노래하였다. The Swingles는 현재까지도 이 곡으로 전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심포니 홀,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등에서 노래하였다. 데뷔 50주년이 되는 2018-2019 시즌에도 이 곡으로 새로운 청중들을 만
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미주,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투어 공연을 다니는 바쁜 와중에도 런던
Kings Place 에서 매년 1월 Ikon Arts Management사와 공동주최하는 런던 아카펠라 페스티
벌을 개최한다. 런던에서는 처음 열리는 페스티벌로, 전세계 유명 보컬리스트들을 한자리에
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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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TOWARD
THE NEW HORIZON
바흐 I 관현악 모음곡 제2번 b단조, BWV 1067
J. S. Bach / Orchestral Suite No.2 in b minor, BWV 1067

모음곡(Suite)은 바로크 음악의 기악곡 형식이다. 조성이 같은 춤곡 특성의 곡을 몇 개의
악장으로 구성한다. 그 기원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모음곡은 고전 모음곡, 실내 소
나타, 관현악 모음곡, 근대 모음곡 등으로 나뉜다. 고전 모음곡은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
드- 지그의 구성이다. 실내 소나타는 표준적인 고전 모음곡과 달리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의
실내악곡이나 관현악곡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모음곡을 교회 소나타와 대립되는 개념으
로 실내 소나타라 불렀다. 관현악 모음곡은 모음곡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서곡 형태의 악곡
(프랑스 서곡 형식에 의한 도입 악장을 가지고 있다)이다. 바로크 시대의 전통적인 춤곡이 사
라진 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악장을 자유롭게 연결해서 구성한 근대 모음곡도 나타났다. 비제
의 ‘아를의 여인’ 모음곡,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스
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모음곡 등 오페라나 발레의 음악을 편곡한 관현악곡들의 모음이다.
바흐는 관현악 모음곡을 4곡 남겼다. 쾨텐 시대인 1717~1723년 후원자였던 안할트 쾨텐의 레
오폴트공을 위해서 작곡했다. 이전에 바이마르에서 모시던 빌헬름 공은 바흐를 궁정악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 때마침 쾨텐의 레오폴트공이 월등히 좋은 조건의 궁정악장으로 바
흐를 스카우트했다. 바흐가 기쁜 마음으로 관현악 모음곡을 썼으리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바흐의 편지를 보면 “나는 음악을 알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군주를 만났다. 평생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레오폴트공이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는 달리 음악에 문외한이었다. 레오폴트공
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바흐는 라이프치히로 이주한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4곡은 아담한 분위기와 밝고 즐거운 표현으로 일관한다. 형식상으로는
협주곡의 연주 형태와 결부돼 있다. 악기 편성은 곡에 따라 다르다. 현악 4부에 몇 개의 관악
기를 배치하고 바소 콘티누오에 하프시코드를 썼다. 모음곡 2번에서는 현악 합주에 독주 악
기로 플루트를 사용해 플루트 협주곡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플루트의 기교와 음색의 아름다
움을 충분히 발휘하느냐가 곡 해석의 관건이다. 일곱 곡 구성의 모음곡은 독특한 리듬과 해
학, 기쁨에 차 있다.
1곡 서곡은 프랑스풍 서곡에 엄숙한 그라베의 1부로 시작한다. 빠른 알레그로의 중간부를 거
쳐 다시 그라베로 끝을 맺는다.
2곡 론도 알레그로는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론도다. 론도 주제는 세 번 반복하며 이 주제는
플루트와 제1바이올린의 유니즌으로 연주된다.
3곡 사라방드는 플루트와 제1바이올린의 유니즌으로 느리게 연주하며 가요풍에 가깝다.
4곡 부레는 생기에 찬 발랄한 프랑스 춤곡이다. 제1부레와 제2부레는 플루트가 조용히 독주
하며 명상적인 성격을 띤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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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곡 폴로네즈는 폴란드 궁정춤곡에서 유래한 악장이다. 우아하
고 애조를 띠고 있다. 플루트와 제1바이올린의 유니즌, 저음의 선
율에 대해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가 장식적이다.
6곡 미뉴에트는 트리오가 없는 귀여운 성격을 띤다. 플루트와 바
이올린이 유니즌으로 진행하며 7곡 바디네리는 18세기 프랑스와
독일 작곡가들의 모음곡 중에 찾아볼 수 있는 악장이다. 스케르
초 같이 해학적인 성격이다. 플루트는 발랄하고 빠른 템포로 지
저귀는 듯한 음형을 유지하며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버르토크 I 이상한 중국 관리 모음곡, Sz. 73a, BB 82(작품 19)
B. Bartók / The Miraculous Mandarin Suite, Sz. 73a, BB 82
(Op. 19)

버르토크의 ‘이상한 중국 관리’ Op.19 Sz.73 (Der wunderbare
Mandarin, A csodálatos mandarin)는 1막짜리 판토마임을 위한
무대음악이다. 작곡가는 발레가 아닌 ‘판토마임’을 위한 작품임
을 강조하며 격식을 갖춘 무용이 아닌 마임으로 표현된 동작을
위한 음악임을 분명히 했다. 극작가 멜히요르 렌젤의 대본을 기
반으로 1918~1924년에 버르토크가 작곡했다. 스트라빈스키 ‘봄
의 제전’과 마찬가지로 극장보다는 콘서트홀에서 더 많이 연주되
는 작품이다. 1926년 11월 27일 독일 쾰른에서 오이겐 솅커의 지
휘로 거행된 초연은 청중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로마 가톨릭 세력이 강했던 곳이고 교회 관계자들이 대본의 내
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공연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다 1927년 2월 19일 이번에는 프라하에서 다시 상연되었다.
이곳은 일단 성공적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도 대본 내
용의 문제로 월말에 상연 금지된다. 그 직전 부다페스트에서의
공연 계획 또한 실패했다. 무대 버전 공연이 어려움을 알게 된 버
르토크는 1927년 현재의 모음곡 버전이자 발췌 버전을 완성했다.
1937년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소속이었던 안무가 아우렐 폰 밀로
스는 버르토크에게 ‘이상한 중국 관리’를 발레음악으로 연주하자
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버르토크는 밀로스의 스튜디오에서 연
습 장면을 참관하며 발레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밀로스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게 된 1942년 야노스 페렌치크의 지휘로 밀
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발레 버전을 공연했지만, 제2차세계대
전 중이라 버르토크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진 못했다. 버르토크
생전 모음곡 버전 뿐 아니라 무대 버전으로 연주됐을 때는 1945
년 12월 9일이었지만 무대 배경이 변경된 형태였고, 원작 버전은
1956년 6월 1일 이후에야 공연됐다.
이 작품에서는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나 ‘봄의 제전’의 영향
도 엿보인다. 버르토크는 ‘봄의 제전’ 초연 직후 피아노 버전을 들
여와 작품을 연구했다고 한다. 대본에 맞춰 캐릭터의 심정을 표
현한다든지 정경을 묘사하는 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작
품의 오케스트레이션 전에 완성 초연한 ‘무용 모음곡’과 서법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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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변박이 많아 템
포의 변화도 다채롭기에 지휘과 교재로 애용된
다. 오케스트라 버전 외에도 버르토크가 직접 편
곡한 네 손 피아노 버전과 두 손 피아노 버전이
출판됐다. 연주회용 모음곡은 원곡의 몇 군데와
합창의 후반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코다를 덧붙
인 형태다,
도대체 어떤 줄거리이길래 초연 당시 그토록 문
제작으로 악명이 높았을까. 복잡한 도시 한복판
이 배경이다. 세 명의 건달(포주)과 한 명의 아가
씨(매춘부)가 한 주택의 위층 방 한 칸에 있다. 아
가씨는 세 명의 남자를 유혹하여 건물 안으로 끌
어들이고 세 명의 건달들은 이 고객들의 돈을 모
조리 뺏으려 한다.
첫 번째 남자는 나이 많고 남루한 난봉꾼이다. 빈
털터리임이 밝혀진 후 그는 곧 계단 아래로 던져
진다. 두 번째 남자는 가난하고 수줍음 많은 젊
은이로 똑같은 꼴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이 나타나지만 그의 기묘한 외양에 아가씨는 기
겁하고 물러선다.
건달들은 이 중국인의 재물들을 빼앗으려 하지
만 그가 저항하자 그를 살해하려는 세 가지 시도
를 한다. 놀랍게도 중국인은 목을 졸라도 칼에 찔
려도 죽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인의 목을 램프 걸
이에 매달지만 중국인은 초록빛깔이 도는 파란
빛으로 반짝인다. 아가씨가 그를 받아들이자 그
는 비로소 죽게 되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원곡의 ‘이상한 중국 관리’는 모두 여덟 부분으
로 구성됐다. 1. 시작-막이 오르는 장면 2. 첫 번
째 호객 행위 3. 두 번째 호객 행위 4. 세 번째 호
객 행위 5. 아가씨의 춤 6. 추격 - 건달들의 재빠
른 행동 7. 갑자기 중국인의 머리가 나타난 장면
8. 중국인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다.
버르토크의 음악은 삭막하고 각박하게 시작한
다. 바이올린은 빠른 속도로 고음과 저음을 오
간다. 창문 밖 자동차 경적은 트럼펫과 트롬본
이 팡파르처럼 표현한다. 막이 오르면 비올라들
이 건달들과 아가씨와 관련된 주제를 연주한다.
클라리넷은 아가씨가 남자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주하다가 두 번째
와 세 번째 유혹 장면에서는 더욱 빨라진다. 첫
번째 남자인 늙은 한량은 트롬본이 글리산도로
표현한다. 수줍은 청년을 위한 음악은 느린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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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춤곡이다. 세 번째 남자인 중국인의 모습은 트롬본과 튜
바가 묘사한다. 중국인이 아가씨의 방으로 들어갈 때는 트롬
본과 튜바가 고음에서 저음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를 낸
다. 그 후에는 금관군이 총동원되어 포르티시시모로 포효한
다. 아가씨가 중국인을 위해 춤을 출 때의 음악은 왈츠이다.
비올라가 아가씨의 주제 멜로디를 연주한다. 중국인이 아가
씨를 따라다닐 때의 음악은 푸가 형태이다. 콘서트용 모음곡
버전은 여기까지다.
판토마임 발레 버전에서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건달
들이 중국인을 목 조르고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장면은 오케
스트라가 강렬하게 연주하며 표현한다. 건달들이 중국인을
램프 걸이에 걸어 놓을 때에는 트롬본, 피아노, 팀파니, 첼로
가 글리산도 스타일의 음향을 낸다. 중국인의 몸에서 푸른색
의 신비한 빛이 나올 때의 음악은 합창단이 맡는다. 아무런
가사도 없는 중얼거리는 합창이다.
베리오 I 신포니아
L. Berio / Sinfonia for Eight Voices and Orchestra

루치아노 베리오의 ‘신포니아’는 1968년 10월 10일, 뉴욕 필하
모닉 125주년을 기념해 베리오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스윙글싱어스가 초연했다. 음렬주의 이후 음악적 혁신을 담
은 고전음악 작품이다. 갖가지 인용과 불협화음 패시지로 진
행되면서 보컬리스트들은 음악과 그밖의 화제를 이야기한다.
여덟 명의 목소리는 고전음악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노래하기보다는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
스의 글 같은 텍스트를 지껄이고, 속삭이고 외친다. 레비스트
로스의 저서인 ‘날것과 요리된 것(Le Cru et le cuit)(1964)’, 사
뮈엘 베케트의 소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Unnamable)’, 말
러의 악보에 있는 지시 사항 등에서 다양하게 따온 텍스트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73년 하버드대학의 찰스 엘리엇 노
튼 강좌에서 베리오 신포니아에 대해 “비관주의가 득세했
던 1960년대 이후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대표한다”
고 언급했다.
초연 당시만 해도 4악장 구성이었는데 한 달 뒤 베리오는 다
섯 번째 악장을 추가했다. 5악장 버전은 1969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에서 에르네스트 부르가 지휘하는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초연됐다. 뉴욕 필은 5악장 버전을 1970
년 10월 8일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처음 연주했다. 베리
오는 이 작품을 번스타인에게 헌정했다.
1악장에서는 프랑스어 텍스트를, 3악장에서는 대체로 영어
텍스트를 사용한다. 2악장은 ‘오 마틴 루터 킹’을, 나머지 악
장은 기악을 기본으로 때때로 목소리와 함께 연주된다. 1악장
의 요소들이 5악장에서 보이고 2악장과 4악장도 관련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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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치형 구성이다. 3악장만이 독자성을 띤다.
1악장에서 베리오는 레비스트로스의 ‘날것과 요리된 것’ 중에
서 텍스트를 취했다. 음악의 형식 역시 레비스트로스의 영향
이 엿보인다. 그는 신화의 구조와 음악 형식 사이에 연관성
이 있다고 했다. 어떤 신화는 푸가의 양식처럼 구성됐고, 또
다른 신화는 소나타 형식을 닮았다는 주장이다. 베리오는 레
비스트로스가 미처 발견 못한 신화와 유사한 음악 형식을 넣
었다고 했다.
2악장은 ‘O King’이란 제목이 붙어있다. 1968년 베리오는 마
틴 루터 킹을 기리며 그에게 헌정한 작품인 ‘O King’을 완성
했다. 이 2악장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목소리, 플루
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됐고, 또 하나는
8명의 보컬리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이다. 오케스트
라 버전은 완성 직후 이 작품인 ‘신포니아’에 포함됐다. 상당
량의 온음계 모티브를 쓰고 있다.
3악장은 전술했다시피 다른 작품들의 인용이 많이 보인다. 말
러 교향곡 2번 ‘부활’의 3악장 스케르초를 생략과 새로운 조
합으로 재구성해 연주한다. ‘음악적 콜라주’로 불리는 3악장
전체에서 찰스 아이브즈의 접근법이 눈에 띈다. 아이브즈는
이미 65년 전 그의 교향곡 2번에서 큰 스케일의 음악적 인용
을 선보인 바 있다.
베리오가 3악장에서 실로 여러 작품을 인용했다. 드뷔시 ‘바
다’, 라벨 ‘라 발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쇤베르크, 베베
른, 브람스 힌데미트는 물론 베리오 자신의 작품도 끌어들임
으로써 밀도 높은 콜라주를 펼쳐냈다. 가끔씩은 유머러스한
효과도 자아낸다.
사뮈엘 베케트의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의 첫 번째 페이지 외
에 제임스 조이스의 글 등 여러가지 텍스트를 여덟 명의 보컬
리스트가 동시에 낭독한다. 베리오는 이 악장을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섬으로 출항하는 ‘키테라 섬
으로의 여행’으로 불렀다.
짧은 4악장에서는 다시 2악장의 조성으로 돌아온다. 떠들썩
한 3악장에 비해 다소 고요한 분위기다. 여기서는 말러 교향
곡 2번 ‘부활’의 합창 부분을 인용하며, 보컬리스트들은 이전
의 텍스트에 속삭임, 쪼개진 음절, 뒤틀린 소리 등으로 다양
한 효과를 준다.
5악장은 베리오가 초연 1년 뒤에 덧붙였다. 앞선 4악장에 균
형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이전의 텍스트를 다시 재배열하
고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텍스트와 말러 교향곡 2번을 재배
열한다. 베리오 신포니아 5악장은 ‘rose de sang(피의 장미)’
로 시작하는데 말러 교향곡 2번 4악장 도입부인 ‘O Röschen
roth!(오 붉은 장미꽃봉오리여)‘에서 따온 것이다.
글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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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Director
Yoel Levi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이끈 무대와 교향곡, 오페라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 및 음반 목록으로 세계
적인 명성을 얻었다.
1978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6년 간 로린
마젤의 보조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서 경험
을 쌓았다. 이 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경력을 다졌다. 애틀랜타 심포
니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동안, 영국의 그라모폰지는 그가 오
케스트라의 예술적 수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요엘 레
비는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쌓았고, 뉴
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보스턴, 그리고 시카고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5대 오케스트라 경쟁자들에게는 점차 더 큰 선
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세간의 평가는
1991/92년 제1회 국제 클래식 음악 시상식ICMA에서 애틀랜
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지명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비평가들의 찬사는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 무대에서도 이어
졌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
면서(2001~2007), 2005년에는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
라의 수석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7년 간 파리와 프랑스 일 지
역에서 정기 공연을 지휘하였고, 스페인, 런던, 그리고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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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등지까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유럽에서 가
장 고무적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라는 찬
사를 받았다.
요엘 레비는 세계 각국에서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런던,
파리,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 로마, 프랑크푸르트, 뮌헨,
코펜하겐, 스톡홀름,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북미 지역에서는 뉴욕 필하모니를 시작으로 보
스턴,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피츠버
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미네소타,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
서 다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이스라엘인으로는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가 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멕시코 투
어를 다녀왔고, 2008년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연
주회의 지휘봉을 잡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국 투어,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스
페인 투어에 함께하였다. 한편 노벨상 시상식과 같은 특별한
무대에도 초청되어 노르웨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를 지휘하기도 했다.
1997년 플로렌스 시립극장에서 <서부의 아가씨>를 지휘하면
서 데뷔한 그는 이후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카르멘>, 프라
하에서 자넥의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그리고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푸치니의 <에드가르>를 지휘하는 등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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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휘 활동 중 상당부분을 오페라 레퍼토리를 넓히는 데에 노
력해 왔다. 그는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와 <오페라 후궁에서의 도주>를, 그리고 버르토크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을 지휘하였다. 또한 브뤼셀 필하모닉과
함께 푸치니의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그리고 <나비부인>을
공연했으며, 최근에는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에서 <토스카> 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스타드 드 프랑
스 무대에서는 60,000명의 관객과 유럽 전역의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풀랑크의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와 <나부코>를 공연
하였다. 그 외에도 <아이다>,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그
리고 <라 보엠> 등 많은 작품들을 통해 오페라 팬들을 만나 왔다.
또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오케스
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
스트라와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그 중 30장의 음반
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다. 레퍼토리 역
시 바버, 베토벤, 브람스뿐만 아니라, 드보르자크, 하이든, 힌데
미트, 코다이, 말러, 멘델스존, 무소륵스키, 닐슨, 프로코피예프,
푸치니, 라벨, 로시니, 생상스, 쇤베르크,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
스,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차이콥스키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작곡
가들의 다양한 음악들을 음반에 담았다.
1997년 요엘 레비는 애틀랜타의 오글소프대학교에서 순수예술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졸업식 연설을 맡기도 하였다. 2011년
6월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루마니아 태생 요엘 레비는 이스라엘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텔아비브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석사 과정
을 졸업했으며,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며 바
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한 이스라엘 음악가 멘디 로단을 사사한
다. 이어 이태리로 건너가 시에나와 로마에서 이태리의 거장 프
랑코 페라라의 마스터클래스를, 네덜란드에서는 키릴 콘드라신
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연극학교에
서 수학했다.
1997년부터 KBS교향악단과 수차례 호흡을 맞추어 왔던 요엘
레비는 2014년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였다.
2016년 시즌 성공적인 유럽투어를 통해 KBS교향악단을 한단
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깊어진 음악적 교감과 호흡
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임기에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라는 위상
과 더불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2014 ~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2005 ~ 2012

내셔널 일 드 프랑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2001 ~ 2009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2001 ~ 2007

브뤼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1988 ~ 2000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1978 ~ 1984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및 상주지휘자

1978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

JULY PROGRAMBOOK

Music Director and Principal Conductor
of the KBS Symphony Orchestra in Seoul
Since 2014. Yoel Levi is known throughout
the world from his work at the head of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his repertoire of symphonic,
operatic and lyric works and his extensive
discography.
Having won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nductors Competition in Besançon in
1978, he spent six years as the assistant
of Lorin Maazel and resident conductor
at the Cleveland Orchestra and went
on to be Music Director of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from 1988 to 2000.
Having been Principal Conductor of the
Brussels Philharmonic (2001 to 2007) Yoel
Levi was appointed Principal Conductor
of the Orchestre National d'Ile de France
in 2005, a post he held until 2012, giving
regular concerts in Paris, the Ile de
France area and increasingly taking the
orchestra on tour outside France to Spain,
Eastern Europe and London, where the
media praised the orchestra as being
one of the most inspiring and frequently
engaged orchestras in Europe. He is also
the first Israeli to serve as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with which he has given tours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s well
as a special concert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State of Israel.
Yoel Levi has made more than forty record
ings on different labels with various
orchestras, including the Cleveland Orches
tra, London Philharmonic, Philharmonia
Orchestra, Brussels Philharmonic and
the Israel Philharmonic. More than thirty
of these are with the Atlanta Symphony
Orchestra for Telarc.
Born in Romania, Yoel Levi grew up in
Israel where he studied at the Tel Aviv
Academy of Music, where he received a
Master of Arts degree with distinction,
and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under Mendi Rodan. He also studied with
Franco Ferrara in Siena and Rome, with
Kirill Kondrashin in the Netherlands and at
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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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THU 기획연주회

KBS교향악단 with

4인의 피아니스트
4 Pianists with KBS Symphony Orchestra

출연

지휘 윤현진
피아노 김준희 | 피아노 박진형 | 피아노 신창용 | 피아노 원재연

장소

2018. 07. 26. (목) 20:00
롯데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 6만 | S석 4만 | A석 2만

일시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 7744

차세대 피아니스트 선두주자 4인과 함께 KBS교향악단이 네 대의
피아노와 더불어 펼치는 환상적인 연주회!
1대의 피아노부터 피아노가 한 대 씩 추가되며 배가되는 풍성하고
장쾌한 음향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 되시길 바랍니다!

PROGRAM

드뷔시 I 작은 모음곡 L.65 (피아노 포핸즈)
C. Debussy / Petite Suite for piano 4 hands, L.65
I. En bateau : Andantino
II. Cortège : Moderato
III. Menuet : Moderato
IV. Ballet : Allegro giusto

풀랑크 I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 Poulenc / Concerto for 2 pianos and orchestra in d minor
I. Allegro ma non troppo
II. Larghetto
III. Finale : Allegro molto
INTERMISSION

모차르트 I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No.7, K.242 ‘Lodron’
W. A. Mozart / Concerto No.7 for 3 pianos and orchestra in F Major, K.242
I. Allegro
II. Adagio
III. Rondo : Tempo di menuetto

바흐 I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단조, BWV 1065

주최
주관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J. S. Bach / Concerto for 4 pianos and orchestra in a minor, BWV 1065
I. Allegro
II. Largo
III. Allegro
16

PROFILE

Pianist

김준희
Junhee Kim

피아니스트 김준희는 2017년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
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는 독일에서 개최된 권위있는 슈베르트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며, 영재 피아니스트에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다시 한번 그
의 새로운 음악적 언어의 지평을 열었다.
지난 시즌, 마에스트로 키릴 카라비츠와 영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협
주곡 4번을 연주하며 기립박수와 함께 성공리에 영국 데뷔를 하였고, 예술의전당 ‘2018 교향
악축제’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통해 ‘굴절없는 직진적 피아니즘’ 이라는 평과 함
께 열정적인 피아니즘을 과감히 보여주었으며, 중앙일보 등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으며 콘서
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만 5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그는 일찍이 17세의 나이로 그의 첫 번째 국제 콩쿠르였던 프랑스
최고권위 롱-티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2007년 최연소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영재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활동을 선보여 왔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도쿄 산토리 홀에서의 데뷔 이후, 이태리 산레모 오케스트라, 파
리 국립 오케스트라, 프랑스 브르타뉴 오케스트라, 독일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
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초청 연주를 가졌다.
프랑스의 ‘Les Musica’의 음악 평론가인 프랑소아즈 페렁은 “그의 라벨은 프랑스인 보다도 더
욱 프랑스 적인 억양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프랑스 루브르 뮤지엄의 Auditorium에서의 공연은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채널 Medici TV에서 생
중계 되었으며, 마우리치오 폴리니, 아트루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등, 전
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무대였던, 세계적 명성의 이태리 ‘체르보 국제 음악제’ 2017시즌 독주회
를 갖었다.
2012년 사고로 어깨 부상을 당하며 잠시 활동을 주춤했었지만, 성공적인 재활 치료와 콩쿠
르 도전을 통해 성숙한 음악인으로서 재기에 성공하며, 2013년 이탈리아 마샤로사 국제 피아
노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2015년 New York Young Concert Artists 유러피안 오디션 1
위, 뉴욕 오디션 2위를 하였다.
2012년부터 그는 부천시의 ‘문화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뮌헨과 파리에
거주하며 연주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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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st

박진형
Jinhyung Park

Pianist

신창용
Changyong Shin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예원학교 입학 및 수석
졸업, 서울예고 수석입학 및 졸업을 거쳐 현재는 연
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입학, 재학 중이다.
그는 2009년 금호 영재 콘서트 독주회로 데뷔,
2010년 59회 이화경향콩쿠르에서 1위로 두각을 나
타내며 2011년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피아
노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3년 야마하 음악 장학생
선정, 유스콘서트 및 아티스트 독주회 성료 및 2015
년에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에 진출하였
으며 2016년 42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68회 프라
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1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최근 뉴월드 필하모닉(지휘 금난새), 슬로바키아 필
하모닉, 금호 영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에서 연주하였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
당의 후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티스트로도 활
동 중이다.

11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이후 예원학교,
서울예고 수석입학 후 도미, 커티스 음대 장학생 졸
업 및 줄리어드 음대 전액장학 입학 및 석사 졸업, 줄
리어드 음대 아티스트 디플로마 입학 예정인 그는 일
찍이 이화경향 콩쿠르, 음연 콩쿠르, 국민일보 한세
대 콩쿠르, 수리음악콩쿠르, 삼익콩쿠르, CBS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클래식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 미국 이스트만 영 피아노 국제 콩쿠르 3위와
특별상을 시작으로 2016년 힐튼헤드 국제 피아노 콩
쿠르 우승으로 국제 콩쿠르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두
각을 나타냈으며 2016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
서 “극도의 맹렬함과 녹는 듯한 섬세함을 주고 받으
며, 각각의 대조를 이룬다”는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
으로 마쳤고, 2017년 서울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
하며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 번 실력을 입증하였다.
센다이필하모닉, 로체스터필하모닉, 힐튼헤드심포
니, 부천필, 대전시향 등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뿐 만 아니라 미국전역 독주회를 시작으로 국제적으
로도 활동을 폭넓게 뻗어 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
창용은 최근 Steinway & Sons와 첫 음반작업을 마치
고 2018년 1월 데뷔앨범 발매, 2018년 금호라이징스
타시리즈 독주회와 최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과천시립교향악단(지휘 서진)과 성료 이후 최근 지
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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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st

원재연
Jaeyeon Won

2017년 68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페루치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
승 및 청중상을 함께 거머쥔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일찍이 선화예고 수석 입학 및 졸업, 이화
경향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였으며, 스위스 제
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디플롬, 프랑스 파리 롱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그리고, 스페인 페
롤시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독일 쾰른 칼로버트크라이텐 프라이즈 우승 및 국제 대회에서
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원재연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웨스트작센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갈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레모
나 콰르텟, 하이든 오케스트라, 그리고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다.
2016-17년 시즌 에는 독일 본에 있는 베토벤 생가(Beethoven Haus Bonn)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이 공부했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알테 아울라(Alte Aula)에서 5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극찬과 만석을 이루며 독주회로 데뷔 하였다. 또한, 그는 오스트리아 솔리테어홀, 비너홀과 같
은 다수의 유서 깊은 홀에서 연주하며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 루고, 페롤, 코루냐 등의 스페인
서북부 도시 투어 연주와 프랑스 파리 살 코르토, 살 가보 연주로 많은 지역음악가들을 만나
며 특별한 음악적 교류를 한 바 있다. 그의 연주는 유럽 주요국가 방송국에 소개 되었는데, 프
랑스의 ‘France Musique’,이탈리아의 ‘RAI’,오스트리아의 ‘ORF’,그리고 독일의 ‘BR KLASSIK’
에 방송되었으며 특히 Idagio.com 에는 부조니 콩쿠르 실황으로 전곡이 녹음되어 게재되었다.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게랄트 파우트를 사사하며, 수많은 독주회와 다수의 독일 도시에
서 초청받아 연주하였으며,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와 졸업 연주로 협연하며 최고
점으로 졸업했다. 그는 졸업 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
에 수석 입학하여 파벨 길릴로프 교수에게 2년간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 입학하여 한스·말리스 스톡 재단의 장학금을 수여 받으며 특별 연주를
가졌고, 클라우디오 마르티네즈 메너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고전음악과 음악이론, 음악학 등
을 사사받고 있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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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ANISTS WITH
KBS SYMPHONY ORCHESTRA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항상 ‘완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악기의 왕으로 불리는 피아노의 활약이 잘 나타낸다.
3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통해 만능의 권위와 탁월한 존재
감으로 서양음악사의 중심 악기로 일찌감치 자리를 굳혔으
나, 피아노는 그 높은 인기 이상으로 미답의 경지가 많은 복
잡한 악기다.
아직 다다르지 못한 피아노의 가능성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까. 댐퍼라는 기계적 장치로 인해 음을 오래 끌지 못하는 약
점은 댐퍼 자체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댐퍼 페달로 타
협을 보았으며, 화려하되 좀 더 입체적인 음색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앙상블과의 밀당으로 그 경지를 넓혀왔다. 하
지만 피아노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외
로움’ 은 이 악기가 지녀야 할 숙명이다. 어지간한 음역을 모
두 장악하고 수십명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조용히 시킬 수 있
는 음량을 발휘하는 악기에게 동질감, 혹은 동질의 컬러를 지
닌 악기와의 앙상블이나 대화는 요원한 것일까. 리더에게도
친구는 필수다. 모두가 나를 보고 의지할 때, 피아노 역시 고
민을 나눌 또 다른 피아노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피아니스트들끼리 모여 하는 대화는 참으로 살갑고 정겹지
만, 그들의 숫자만큼 피아노가 준비돼 있다면 음악으로 나
눌 수 있는 즐거움은 무한대로 커진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
주되는 작품들은 한 대 이상의 피아노가 모여 이루는 음향과
뉘앙스, 전반적인 음상의 확대와 변형에 대해 시도해 본 다
양한 실험 중 살아남은 탁월한 흔적들이다. 피아노 앙상블
이 특화된 편성으로 고정된 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선견지
명을 갖췄던 작곡가들은 바로크 앙상블의 앞 뒤에서 대소사
를 해결해내던 건반악기 쳄발로의 시대부터 이 특별한 앙상
블에 주목해왔다.

이 작품도 앙리 뷔세르에 의해 관현악 편곡이 이
루어졌으며, 1889년 드뷔시와 함께 피아노로 이
곡을 초연한 쟈크 뒤랑은 피아노 솔로 버전을 만
들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멜로디와 부드러운
악상은 인상주의가 만개하기 전 작곡가의 소담
스런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곡 ‘조각배에서’ 는 전형적인 뱃노래 풍의 8분의
6박자이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트리
오에서는 조옮김이 이루어지는데, 멜로디가 중
음역으로 내려와 풍성함을 더한다. 2곡 ‘행렬’ 은
적당한 무게감이 들어있는 모데라토의 템포위에
서 율동감을 암시하는 3도 음정 진행의 멜로디가
명랑함을 선사한다. 중간부는 스케르찬도의 악
상을 통해 주제의 재치있는 변형을 통해 유머를
더한다. 3곡 ‘미뉴엣’ 은 작품 속에서 고풍스러움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곡가의 의도가 적극적
으로 나타난다. 루이 왕조 시대의 우아함을 조금
은 감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4분의 3박자의 모데
라토는 마지막까지 콧대높은 귀족적 정서를 놓
치지 않는다. 4곡 ‘발레’ 역시 발랄한 느낌을 우아
함이라는 보호막에 온전히 감추고 있는 피날레
다. 저음부의 악상은 살짝 점프하는 발레리나의
발끝을 암시하는 듯 가벼우며, 왈츠 풍으로 바뀌
는 중간부는 작곡가 특유의 교묘한 당김음 처리
로 세련미를 더한다.
풀랑크 I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 Poulenc / Concerto for 2 pianos and
orchestra in d minor

드뷔시 I 작은 모음곡 L.65 (피아노 포핸즈)
C. Debussy / Petite Suite for piano 4 hands, L.65

네 손을 위한, 그러니까 한 대의 피아노에 두 명의 연주자가
앉아 연주하는 작품은 넓은 음역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종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과 연동되기도 했
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어느 쪽 편성이 먼저라고 할 수 없
을 정도로 작곡가의 영감을 양쪽으로 자극했다고 할 수도 있
겠는데, 드뷔시의 초기작인 ‘작은 모음곡’ 은 이와 달리 피아
니즘의 순순한 아름다움을 살롱풍으로 빚어내는데 주력한 작
품이다. 물론 다른 걸작들과 마찬가지로 네 곡으로 이루어진
KBS SYMPHONY ORCHESTRA

풀랑크가 속해있던 소위 ‘프랑스 6인조’ 는 에릭
사티의 정신적 응원을 힘입었던 모임이다. 그 중
오네게르, 미요와 함께 주도적으로 다량의 작품
을 내놓았던 풀랑크의 스타일은 첨단이나 전위
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심정적으로
고풍스럽고 유희적인 바로크에 맞닿아있었다.
뭉뚱그려 표현하자면 프랑스식의 ‘신고전주의’
라고 볼 수 있는 풀랑크의 스타일은 주제의 조직
적인 전개나 다성부적인 진행 등에는 관심이 적
었고, 피아노곡에서도 횡적인 나열과 즉흥적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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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각적인 악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수법
을 즐겼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풀랑크는 건
반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모두 5곡 만들었는데,
그 중 1932년 발표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
주곡이 무대에 가장 자주 올려진다. 풀랑크의 친
구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쟈
크 페브리에가 작곡가와 함께 초연은 맡았다.
풀랑크 특유의 산만한 정서가 매력적이기도 하
지만 이 협주곡만큼 짧은 시간 속에 여러 요소들
이 자유롭게 오가는 작품은 드물다. 3부형식으로
이루어진 1악장은 드라마틱하면서도 긴밀한 관
현악과 독주의 대화가 인상적인데, 중간부의 서
정적인 요소는 프로코피예프를 연상시킨다. 아
울러 코다에서 갑작스레 등장하는 동양적 분위
기의 화성이 매우 신비로운데, 당시 그가 파리 박
람회에서 들었던 발리 음악의 요소를 차용한 부
분이다. 2악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모차르
트 풍의 달콤함이 두드러지며 후반에 가서는 프
랑스 작곡가 특유의 멜랑콜리가 살짝 드러난다.
떠들썩하고 명랑한 3악장은 특별히 기교적 요소
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두 피아노의 활약이 뚜
렷하며, 무곡의 요소와 무도회적 분위기가 자연
스레 그려진다. 말미에 1악장 코다에서 나온 이
국적 음향이 다시 나와 주위를 환기시킨다.
모차르트 I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No.7, K.242 ‘Lodron’
W. A. Mozart / Concerto No.7 for 3 pianos
and orchestra in F Major, K.242

천재 모차르트가 무엇은 못했을까 싶지만, ‘노는
일’ 에도 으뜸이었던 이 작곡가는 오로지 친교
를 위한 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일도 많았으며,
그렇게 한정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도 대
단히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다는 사실이 놀랍다.
1776년 2월에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이 작품은
그곳에 사는 로드론 백작부인과 그녀의 두 딸 알
로이지아, 주제피나가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졌
다. 피아노가 세 대이고 오케스트라의 보조도 있
는 만큼 이 작품은 솔리스트들의 화려한 기교보
다는 함께 주제와 악상, 흥미로운 패시지 등을 주
고 받으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적인 성격이
강한 곡이다. 발표 후 아우크스부르크, 만하임 등
지에서 연주자들이 바뀌어 무대에 올려졌고 모
차르트 자신이 연주한 기록도 남아있다. 비교적
초기작인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피아노는 오케스
트라와 함께 화성적 기반을 다져 연주할 수 있는
장치, 즉 바소 콘티누오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
록 쓰여졌으며, 현재도 숫자로 된 화성을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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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표될 당시 피아노포르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알레그로인 1악장은 당당한 느낌의 1주제가 나타난 후 효과적
인 연결구가 세 대의 피아노로 나뉘어 나타나는 형태를 띈다.
리더인 첫 번 째 피아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체
적인 앙상블은 부분적으로만 드러난다. 2악장은 B플랫 장조
의 아다지오인데, 첫 주제는 1피아노가 담당하지만 좀 더 센
티멘탈한 아름다움이 있는 딸림화성의 주제는 2피아노가 주
도해 인상적인 진행을 보인다. 매우 율동적인 미뉴엣 템포로
돼 있는 3악장 론도는 전형적인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진 형
태다. 각 섹션으로 들어가는 연결구에서 나타나는 카덴차 풍
의 패시지가 솔로 피아노가 활약할 기회인데, 1피아노와 2피
아노가 번갈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바흐 I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단조, BWV 1065
J. S. Bach / Concerto for 4 pianos and orchestra in a
minor, BWV 1065

바흐의 음악사적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할까 싶지
만,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최초로 ‘시도’ 하여 성공을 거
둔 인물로도 바흐를 언급해야 한다. 단 ‘음악의 아버지’ 에게
도 멘토는 있었던 바, 이탈리아의 명인 안토니오 비발디도 그
중 하나였다. 바흐가 남긴 13곡 정도의 건반악기(쳄발로)를 위
한 협주곡은 모두 다른 악기들을 위한 협주곡의 편곡과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편곡한 것인데, BWV1065의 협주곡은 비발
디의 작품 3인 ‘조화의 영감’ 중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
주곡 b 단조다. 건반악기를 위해 편곡하면서 바흐가 한 음 낮
게 조율했다. 쳄발로가 오케스트라 뒷전의 통주저음에서 독
주 악기로서의 역량을 나타내며 전진하던 무렵, 라이프치히
시절의 바흐는 자신의 바이올린, 오보에 협주곡 등을 콜레기
움 무지쿰의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는 실험을 했
다. 실제로 집에 있던 네 대의 쳄발로로 아들, 제자와 함께 연
주하는 실험을 거쳐 탄생한 이 협주곡은 선율 악기인 바이올
린 독주부에 다성음악의 특징인 대선율 첨가, 텍스트의 종적
인 팽창을 시도해 비르투오소적 악상을 더한 결과물로 원곡
이상으로 훌륭한 편곡의 전형을 들려주고 있다.
1악장은 오케스트라의 투티로 인상적인 멜로디를 반복하는
리토르넬로 형식이며, 주제는 반복음을 많이 사용하는 전형
적인 비발디의 수법이 드러난다. 솔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솔로 악기들끼리의 대화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 2악장은
매우 짧으며 화음 진행으로 이루어진 경과부적인 악상이 두
드러지는데, 피날레를 연주하기 전 레치타티보처럼 들리기도
한다. 알레그로의 3악장은 리듬감이 강한 리토르넬로 주제로
힘차게 시작하며, 카논 풍으로 진행된다. 주제와 별도로 흥
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 네 대의 솔리스트들이 이
를 번갈아 맡아 다채로움과 통일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화려
하게 마무리한다.

글 김주영(피아니스트,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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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청춘, 선율을 쏘아올리다

4인의 피아니스트 with
KBS교향악단

김준희 | 박진형 | 신창용 | 원재연
일시 2018. 07. 26. (목) 20:00
장소 롯데콘서트홀

본 인터뷰 자료는 뮤직리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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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6일(목)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그야말로 핫(Hot)한 피아니스트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2017 호로비츠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자 김준희, 2016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1위 수상자
박진형, 2017 서울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자 신창용, 2017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준우승 및
청중상 수상자 원재연이 그들이다.
우리나라 교향악계를 선도하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KBS교향악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인 피아니스트 4인의 만남. 현 KBS교향악단 부지휘자 윤현진의 지휘 아래 이루어질 짜릿한
그 순간을 소개한다.

피아노 네 대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고?
“정제된 밸런스와 견고함으로 유럽 정통 사운드에 한층 다가가고 있는 현 KBS교
향악단의 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정말 기대하게 합니다. 전 오케스트라 단원 분들
과 4대의 피아노, 4명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휘자가 한 무대 공간에 선다는 것
자체가 스펙터클한 것 같아요.”(김준희)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오케스트라로서 교향악계를 잘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좋은 무대 꾸미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신창용)
“저는 올해 4월에 KBS교향악단과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협주곡 4번을 연주했
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솔리스트를 온전히 배려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
습니다. 이번 연주 역시 기대되는데요. 4인의 젊은 피아니스트들과 KBS교향악단
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보여드릴게요!”(원재연)
국내외 유수한 콩쿠르에서 석권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4인의 피아니스
트들. 이번 연주는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
은 기회인 데다, 프로그램 구성 역시 특별하여 이목을 끈다. 보통 여러 대의 피아
노가 무대에 오를 때는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 앙상블만으로 진행되는데, 오는
KBS교향악단과의 연주에서는 여러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진,
절묘하면서도 색다른 다성 피아노 협주곡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피아니스트 김준희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의 곡으로 구성되었다”며 한 세대,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온 작곡가들의 곡을 연
주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프로그램의 전반부는 프랑스
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과 유럽 클래식의 황금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풀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이루어지며, 2부는 오스트
리아의 대표적 작곡가 모차르트의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시작하여
독일의 작곡가 바흐의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마무리된다.
특별히 김준희는 KBS교향악단과 프로그램을 상의할 때부터 풀랑크의 협주곡을
강력히 추천했다고. 신창용 역시 풀랑크의 협주곡이 가장 기대된다며 “창의적인
음악적 색깔이 표현되어있어 관객 분들도 그의 화려한 작곡기법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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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매력에 물든 네 남자의 이야기
피아니스트 네 명이 모였으니 ‘피아노’를 두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다. 왜 ‘피아노’인지, 연주자로
서 이들에게 무대는 어떤 의미인지, 연습방법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등을 물어보자 기다렸
다는 듯 대답을 토해낸다. 다음은 피아니스트 4
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음악적 영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피아노가 다
른 악기에 비해 어떤 장점, 아름다운 점, 사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준희 그 어떤 악기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피아
노만의 음색이 있어요. 타현을 해서 소리를 낸다
는 타악기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의 감정을 목소
리만큼 진실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진형 피아노를 흔히 오케스트라 악기라고 표현
하죠. 다른 악기들과 다르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음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다른 독주 악기에 비
해 감정선이 훨씬 복잡한 악기라고 생각해요. 당
연한 이치겠지만 피아니스트들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미묘하게 달라요. 다른 감정을 가진 피아
니스트들이 모여 연주한다면 다채로운 감정들이
묻어 나오겠죠? 이번 연주도 그런 점에서 신선
할 것 같아요.
창용 화음 안에서 멜로디까지 연주하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
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피아
노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모여서 연주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멋진 화음들을 탄생시
킬지 연주자인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재연 사실 우리가 연주하는 피아노는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지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일 오래된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타악
기, 현악기에 비해서 늦게 만들어지면서 그 모든
악기들의 장점을 표현하려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여러 악기의 소리를 표현해
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 개인의 서
정성이 단선율이 아닌 왼손과 오른손의 복합선
율로 나오는 것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거의 유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서정성이 없는 피
아니스트는 음악가라기보다 피아노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이번 연주를 통해 4명의 피아니스트가
같이 연주할 때 각자 고유의 서정성이 어떻게 표
현될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KBS SYMPHONY ORCHESTRA

평소 독무대를 준비할 때와, 여러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
트라가 협주를 이루는 무대를 준비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요? 무대에 설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시는지요?
준희 독주 무대와 앙상블 무대는 마치 다른 악기를 연주하
는 것만큼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독주 무대에서는 모든
시나리오(프로그램)와 관객들과의 소통, 스토리텔링과 흐름
을 모두 이끌어가는 디렉터의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앙상
블 공연에서는 작품 속에서 나의 역할을 빛나게 하며 다른 캐
릭터와의 호흡을 통해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배우’
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진형 무대에서는 늘 제가 하는 연주를 즐기고, 그 감정을 관
객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해요. 독무대에서나,
여러 피아니스트와 함께 무대를 꾸밀 때에나 본질은 크게 달
라지지 않지만 독주에 비해 더 재미있고 신선한 면은 있습니
다. 무대 위에서 다른 피아니스트가 하는 즉흥적인 표현, 감
정들에 저도 같이 반응하고 대답해주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표현, 감정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협주의 매력이지요.
창용 이번 연주는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협연 연주보다 더 많은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
의 호흡, 그리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호흡도 신경 써야 하
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호흡이 맞았을 때, 더 화려하고 아름
다운 음악이 나오겠죠!
재연 완성도를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이번 연주의 경우 저
역시도 여러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하는 연주는
처음이라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오
케스트라와 지휘자님, 그리고 저와 멋진 세 분의 피아니스트
들과 연주하니 청중과 연주자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모든 사
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연습방법과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준희 요즘은 오히려 너무 진지해진다거나, 전문가의 마음
이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전문적으로 아주 작은 디테일까
지 연구하면서 감정을 끌어내고, 그것을 추구하다보면 시야
가 너무나 좁아져 어느 순간에는 숨이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
럴 때 세계여행을 통해 넓은 시야를 회복하고, 세계 곳곳의
전통을 보며 인간다움을 찾으려 고민합니다.
진형 저만의 특별한 연습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음악을 연주하며 제일 멀리해야할 것 중 하
나가 손가락 느낌, 즉 손가락 테크닉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손가락이라는 기술적 요소 때문에 많은 예술적 요
소들을 놓치기 쉽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손가락을 완전
히 배제시킴으로써 궁극적인 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음
악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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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순간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럴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재연 특별한 연습 방법은 없어요. 저는 연습 시간을 정말 많
이 갖습니다. 저 자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청중들을 설득하
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슬럼
프 역시 연습으로 극복했고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길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연주는 모이기 어려운, 핫한 네 분이 함께하는 특별
한 연주인데요. 네 분의 케미스트리가 궁금합니다. 서로를 표
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준희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피아니스트들이기에 관객 분들
께서도 4배의 즐거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연
주하게 되는 네 작곡가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바하, 재치 있고 섬세한 음
악적 터치를 가진 신창용은 #모차르트, 실험적이면서도 신선
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박진형은 #드뷔시, 함께 대화하며 위
트 있는 꽁트를 즐기는 저는 #풀랑크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
진 것 같아요.
진형 우선 맏형인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본인만의 색깔을 가진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해요. #
한국의_안드라스쉬프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피아니스트 김
준희는 팬들과 음악 이외의 것으로도 소통하려고 하는 친근
한 피아니스트에요. #클래식아이돌 #클래식스타 라는 별명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음악은 정말 완
벽해요. 그러나 본인의 완벽함을 남들에게 뽐내려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음악을 대하는 피아니스트죠. #완벽남 #다_익
은_벼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창용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같이 연주해본 적은 없어서 너
무 설렙니다.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하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지면상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을 빌리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거든
재연 제 자신이 핫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멋진
세 분의 피아니스트들과 연주하려니 기대되네요. #진실된 #젊
음 #에너제틱 #험블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흔하지 않은 레퍼토리로, 한 번에 모이기 힘든 연주자들이 선
보이는 특별하고 귀한 이번 연주. 피아니스트 4인은 지금까
지 해왔던 ‘경험’으로서의 관점과 시야를 과감히 던져버리시
라며 자신 있게 관객들을 무대에 초청한다.
“저희의 연주 스타일을 보시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은 어
떨까’ 하고 예측해보시는 것도 신선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음악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격이 음악에 그대로 묻어나올 수밖에 없거든
요!”(박진형)
“피아노 여러 대와 오케스트라가 한 번에 나오
는 연주는 많지 않아요. 이런 연주를 기획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연주할 곡목들이 어렵지 않아
서, 쉽게 듣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원재연)
다가올 연주는 말 그대로 Young Artist들과 관객
의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무엇
이 되고자 할까, 이들에게 최종 목표와 꿈을 직
접 들어본다.
음악을 통해, 연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
종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피아니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향후 일정도 궁금합니다.
준희 2019년 예정된 솔로 리사이틀까지 제가
구성해오는 연주들을 쭉 팔로우해주세요. 피아
니스트 김준희의 예술세계에 빠져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능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품은 예술인
으로 세계무대에서 인식되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형 요즘은 소박한 것들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제 연주를 보러 귀한 시간 내어서 와
주시는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 드려요. 그래서 앞
으로도 청중들에게 깊은 음악으로 보답하며 음
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창용 항상 다음 연주가 기대되는, 다양한 색깔
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연주 이후에 가을에 줄리어드로 돌아가 뉴욕에
서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11월에 한국에서
도 연주가 있으니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재연 거창한 꿈보다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음악
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피아니스트 원재
연’ 하면 항상 진실 된, 좋은 음악을 하는 연주자
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부조니 콩쿠르
이후 18/19 시즌 동안 유럽, 미주 그리고 한국 등
에서 여러 연주가 약속되어있는데 건강하게 잘
소화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럼 모두 공연장
에서 뵙길! 감사합니다.

글 김민지 기자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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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UN 초청연주회

2018 제8회 연천DMZ국제음악제

8주년 기념음악회
2018 the 8th Yeoncheon DMZ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8th Anniversary Concert
출연

지휘 윤현진 | 피아노 하오천 장

일시
장소

2018. 7. 8. (일)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가격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 | B석 3만원 | C석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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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2 0 1 8

연천

국·제·음·악·제

t h e

8 t h

YEONCHEON

DMZ

INTERNATIONAL

8 주년 MUSIC

기 념 음 악 회 FESTIVAL
예술감독 박숙련

& ACADEMY

ㅇ · ㅣ · ㅇ · ㅜ · ㄹ · ㄹ · ㅣ · ㅁ · ㅁ · ㅔ · ㅇ · ㅏ · ㄹ · ㅣ · ㄷ · ㅗ · ㅣ · ㅇ · ㅓ

2018

연천DMZ국제음악제는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세계가 함께
Artistic Director Sookryeon Park
5:00 하나되는
년 7월 8일 (일)
PM
2018문화행사로
어우러지는
지구촌이
국제음악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미라클연천이라는 군(郡)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기반의
• M.I.Glinka | Ruslan and Lyudmila Overture
지역축제로
발전·확대해
있다.
• S.Rachmaninoff
| Piano Concerto나가고
No.3 in d minor,
Op.30
• J.Brahms |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올해의 주제인 [ECHO: 이울림 메아리되어]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클래식 음악축제이다.

ECHO

PROGRAM

글린카지휘
I 루슬란과
루드밀라피아노
서곡
| Haochen Zhang
| 윤현진
M. Glinka
/ Ruslan
연주 | KBS
교향악단 and Lyudmila Overture

라흐마니노프 I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I. Allegro ma non tanto
II. Intermezzo:
Adagio
주관
주최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III. Finale:
Alla breve
후원
경기북부보훈지청

연천군지부

지원

INTERMISSION
티켓: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예매:

02.580.1300

1544-1555 할인: 조기예매 30%(~6월 20일), 학생 20%, 단체 30%(10인이상)

문의: DMZ국제음악제사무국 031.955.5982 www.dmzimf.com

브람스 I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주최	연천군,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주관
음악세계
KBS SYMPHONY ORCHESTRA

J. Brahms / Symphony No. 4 in e minor, Op.98
I. Allegro non troppo
II. Andante moderato
III. Allegro giocoso
IV.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26

PROFILE

Pianist

하오천 장
Haochen Zhang

올해로 만 27세가 되는 중국인 피아니스트 하오천 장 (Haochen Zhang)은
2009년 제 13회 반 클라이번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깊고 섬세한 음
악적 감성과 무궁무진한 상상력, 화려한 기교로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 걸쳐
많은 클래식 팬들을 사로 잡고 있으며, 음악가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7년
에 애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Avery Fisher Career Grant)를 수여받았다. 이후
그는 세계 주요 음악제와 콘서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로린 마젤이 함께하는
뮌헨 오케스트라와의 데뷔무대를 시작으로 지휘자 데이빗 로버트슨이 지휘하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
라, 그리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
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 등과 협연하였다. 실내악 연주가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상하이 현악 4
중주단과 벤자민 베일맨과 같은 다양한 연주가들과 연주했고 미국 산타페 실내
악 페스티벌과 라호이아 여름 음악제와 같은 미국의 주요 실내악 페스티벌로부
터 자주 초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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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글린카 I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M. Glinka / Ruslan and Lyudmila Overture

‘루슬란과 루드밀라’ 는 1842년 작곡된 글린카의 대표적인 오페라로서 그 줄거리와 음악 모두 러
시아의 민속적인 소재로 작곡되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서사시에 바탕을 둔 전 5막의
이 오페라는 키에프 태공의 딸 루드밀라가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딸에게 청혼한 3명의 귀공
자들 중 딸을 구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노라 약속하는데, 결국 루슬란 왕자가 악마를 물리치고
태공의 딸과 결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곡은 이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인 루슬란 왕자와
루드밀라가 경사스럽게 결혼하는 장면을 소재로 한 밝고 장대한 곡으로, 빠른 속도감과 흥겨운
선율이 듣는 이에게 짜릿한 전유을 맛보게한다.
라흐마니노프 I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작품 30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라흐마니노프의 4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기교 측면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알려진 3번은 라흐마니
노프의 첫 번째 미국 공연을 위하여 1909년에 쓰였다. 이 곡에 대한 초기 반응은 그저 그랬다. 피
아노 협주곡 제3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자신의 현란한 기교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수단적 곡이라
고 여겼지만 근래에는 그의 협주곡 중 가장 탁월한 곡으로 손꼽힌다.
초반부에는 뒷부분을 예견하는 듯한 느낌의 간결한 주제가 등장한다. 이 주제는 체계적으로 발
전하여 후에 걷잡을 수 없는 힘과 에너지를 드러낸다. 라흐마니노프는 1악장에 따르는 2개의 대
규모 카덴차를 작곡했다. 그중 하나는 화음의 진행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카덴차이고 다른 하나
는 좀 더 가볍고 간결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장엄한 분위기의 느린 악장에서 라흐마니노프는 대
담한 화성적 시도를 감행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긴 파도를 타는 듯이 선율이 끊임없이 등장하
다가 결국 영광의 눈부심 속에 이 곡은 막을 내린다.
브람스 I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J. Brahms / Symphony No. 4 in e minor, Op.98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은 바로크의 엄격한 음악적 구성과 자신이 살았던 낭만주의 시대의 열
정이 어우러지게 하려는 필생의 노력으로 거둔 가장 인상적인 결과물이다. 특히 피날레는 바흐
의 칸타타 150번의 마지막 합창의 저음 부분을 기초로 해서 고대의 파사칼리아 형식을 부활시
킨 것이다. 브람스가 당대의 풍조와 옛것을 조화시키려 한 노력의 흔적은 작품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는 브람스의 작품 중에서 서사적 비극과 감미로운 서정성이 가장 강렬하
게 표출되었다.
1악장은 이미 피날레의 씨앗을 품고 있다. 시작 주제의 아름다움, 신중한 곡의 진행, 가슴 설레
는 모호한 화음, 이 모든 요소들이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네 악장을 통해 쭉 전개되
다가 마지막 악장에서 맺을 결실을 예상하게 한다. 뛰어난 느린 악장은 완전하게 전개된 E장조
의 따스함에 반하는 고대 교회의 프리지아 선법의 엄숙한 색채를 연주한다. 한편 3악장은 앞 악
장의 엄숙한 분위기와 빨라진 리듬이 섞여 있다. 파사칼리아 형식의 피날레에서는 바흐의 주제
를 서른 가지 형태로 변주하고 종결부에 다다른다. 각각의 변주는 다시 그보다 큰 단락으로 모
여 소나타와 흡사한 양식을 구성한다. 곡의 아이디어가 쉼 없이 흘러가는 느낌은 이 악장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교차 리듬을 기반으로 한 스케르초는 1악장의 강렬함으로 회귀하며, 이 음
반에서는 매력적인 해석, 빛나는 열정과 디테일에 기울인 세심한 정성이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피날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곡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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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ssistant
Conductor
Yun Hyun-Jin
차세대 지휘자 윤현진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 한
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 및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
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세계 최고 권위의 프
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 진출을 비롯하여, 2013 포르투
갈 리스본 젊은 지휘자 콩쿠르 공동2위, 루마니아 제3회 부쿠레슈티 “Jeunesses
Musicales” 국제 지휘 콩쿠르 대상과 함께 부쿠레슈티 에네스쿠 국립교향악단 특
별상을 수상하며 지휘자로서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무대에서 젊은 지휘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바덴바덴 필하모닉, 남서독 체임버 오케스트라, 영국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
라, 프랑스 로렌 국립 교향악단, 포르투갈 리스본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작업하였고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독일 우제돔 음악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올림푸스 국제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지휘하였다.
국내무대에서는 2016년 KBS교향악단과 데뷔한 이래 부산시향, 군포 프라임 필
하모닉, 대구 MBC 교향악단, TIMF 앙상블 등을 지휘하였고 서울시향 주최 제2회
정명훈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단원투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서울시향의 공익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의 객원지휘자로 초청되었다.
지휘자 겸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쾰른 서독일 방송국(WDR) 관현악작곡 공모전 입
선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수의 작곡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으며 쾰른 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오스트리아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및 KBS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성남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작품을 연주해 오고 있다.
독일 뤼네부르크 로이파나 국립대학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주독일 베를린 한국
문화원 주관 현대음악시리즈 음악감독 등을 역임 후 2017년 하반기부터 KBS교
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정통 프로그
램 뿐만 아니라 한국창작음악의 발전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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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FRI

초청연주회

KBS교향악단 제주초청공연

‘제주의 봄’
Jeju Arts Center Invitational Concert

출연

지휘 윤현진 | 소프라노 강혜명 | 테너 김석철 | 바이올린 김윤희

일시
장소

2018. 7. 13. (금) 19:30
제주아트센터

티켓가격

1층 2만원 | 2층 1만5천원

예매처	제주아트센터 064-728-1509

제주아트센터 개관8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으로 아시아 정상의 KBS교향악단과 제주출신 또는 제주도로 이주한
연주자의 협연을 통해 제주도의 봄을 노래한다.

PROGRAM

비제 I 오페라 카르멘 서곡
G. Bizet / Overture from Opera ‘Carmen’

생상스 I 바이올린 협주곡
C.Saint - Saëns / Violin Concerto
I. Andante comodo
II. Vivo, con molto preciso
III. Allegro moderato
INTERMISSION

카푸아 I 오 나의 태양
E. Capua / O Sole mio

쿠르티스 I 돌아오라 소렌토로
De Curtis / Torna Surriento

김주원 I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레하르 I 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F. Lehar / Dein ist mein ganzes Herz from ‘Das Land des Lächelns’

카탈라니 I 오페라 ‘라 왈리’ 중 나 멀리 떠나리
A. Catalani / Ebben! Ne Andro Lontana from Opera ‘La Wally’

슈만 I 교향곡 제1번 Bb장조, 작품 38 ‘봄’

주최
주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KBS SYMPHONY ORCHESTRA

R. Schumann / Symphony No. 1 in Bb Major, Op. 38 ‘Spring’
I. Andante un poco maestoso - Allegro molto vivace
II. Larghetto
III. Scherzo: Molto vivace
IV. Allegro animato e grazioso
30

PROFILE

Soprano

강혜명
Kang Hye-Myung

·추계예술대 및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음악원 졸업
·프랑스 마르몽드 국제 성악콩쿠르 대상, 프랑스 오페라극장협회 오디션 최종 우승
·오페라 ‘나비부인’, ‘라 트라비아타’, ‘돈 지오반니’, ‘나비부인’ 등 주역 출연
·현. 중국 국립 상하이대 초빙교수, 이태리 DM Artist 소속

Tenor

김석철
Kim Suk-Chul

·서울대 음대 및 커티스 음대 졸업
·이대웅 콩쿠르 대상, 중앙콩쿠르 1위,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1위 등 수상
·오페라 ‘로엔그린’, ‘탄호이저’, ‘파리지팔’ 등 주역 출연
·현. 국내외 활발한 활동 중

Violin

김윤희
Kim Yoon-Hee

JULY PROGRAMBOOK

·빈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4세) 및 석사 졸업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예술가상(장관상)’ 수상
·영국 로열 필하모니,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코리안심포니,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
·현. 국내외 활발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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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OTE

비제 I 오페라 카르멘 서곡
G. Bizet / Overture from Opera ‘Carmen’

비제의 최후의 오페라이자 최고의 걸작 <카르멘>은 메리메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전 4막 오
페라로 1875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나 처음엔 별 호평을 받지 못했고, 그
해 10월 빈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래 세계 오페라 무대를 석권하는 인기작으로 사랑을 받고 있
다. 카르멘 서곡은 1막이 오르기 전 연주되는 전주곡을 말하며 이 곡은 독립되어 콘서트에서
흔히 연주되며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곡이다. 서곡이 활발하면서도 매우 경쾌하며 음도 활기
차고 템포가 빠르면서 리얼한 느낌을 준다.
생상스 I 바이올린 협주곡
C.Saint - Saëns / Violin Concerto

우리에겐 <동물의 사육자>의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는 생상스는 바이올린을 위해서도 뛰어
난 명곡들을 많이 남겼다. 교향시 ‘죽음의 무도’와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하바네즈’ 등
의 바이올린 소품을 비롯해 2곡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모두 훌륭한 걸
작들이다. 생상스가 이처럼 바이올린의 대가로 명성을 떨쳤던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사라사테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도 사라사테
를 위해 작곡된 곡이며, 이 협주곡 외에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역
시 사라사테를 위한 작품이다. 사라사테는 기교가 뛰어나면서도 섬세하고 우아한 면도 갖추
고 있어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누렸다. 작곡가 생상스 역시 사라사테의 화
려한 바이올린 연주에 매료되어 그를 위해 바이올린 곡들을 작곡했고,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에는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의 연주 스타일을 더욱 잘 살려내기 위해
스페인 풍의 악상을 담기도 했다.
카푸아 I 오 나의 태양
E. Capua / O Sole mio

새삼스레 말할 나위도 없이 칸초네 나폴레타나의 대표작이라고 해야할 명곡이다. 곡명의 뜻
그대로 ＜나의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19세기 말에 나폴리에서 유명했던
작곡가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Edwardo Di Capua)의 작품으로 가사는 조반니 카프로가 썼
다. 카푸아는 1869년에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1896년부터 일간지 ＜로마＞의 편
집장으로서 재치있는 글 재주를 발휘했다. 이 곡은 1898년의 작품으로 피에디그로타 가요제
에서 우승한 노래이다.
쿠르티스 I 돌아오라 소렌토로
De Curtis / Torna Surriento

＜오. 솔레미오＞를 나폴레타나의 왕이라고 하면 이 곡은 필경 여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1902년의 피에디그로타 가요제에서 발표된 명곡이다. 작사는 다비데 쿠르티스(D. Curtis), 작곡은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E. De Curtis) .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에르네스토는 1875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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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김주원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중

년 10월 4일 나폴리에서 태어나 18세 때 ＜아 프리마보타＞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첫 성공을 거두었다. 이 ＜돌아오라 소렌토로＞
는 그가 27세 때의 작품이다. 그 밖에도 많은 명곡을 쓰고 37년
에 세상을 떠났다. 소렌토는 나폴리어로 수리엔토라고 하며, 만
을 사이에 두고 나폴리의 대안에 있는 소렌토 반도의 어항이다.
이 도시도 경치 좋은 피서, 피한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아
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사라져 가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노래이다.

너와 프랑스 음악의 영향을 받은 뛰어난 작품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탈라니의 숭배자인 20
세기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자기 딸에게 왈리
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곡을 좋아했다고 한
다. 1막에 나오는 주인공 왈리의 슬픈 아리아 ’나
이제 멀리 떠나가리‘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
한 아리아로 연주회에 단독으로 자주 연주된다.

김주원 I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슈만 I 교향곡 제1번 Bb장조, 작품 38 ‘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랑과 이별의 관조가 드러난 아름다운 서
정주의 시에 작곡가 김주원이 곡을 붙인 가곡으로 가사는 다음
과 같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애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 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레하르 I 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F. Lehar / Dein ist mein ganzes Herz from
‘Das Land des Lächelns’

<미소의 나라(중국을 말함)>는 여주인공 리자, 그녀를 사랑하지
만 우정 깊은 친구로 남는 구스타프, 중국의 외교관으로 나와 있
던 소우 총 왕자의 만남과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오페레타이
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은 사랑하는 이를 따라 중국에 온 리자
를 떠나보내는 소우 총 왕자의 심정을 노래했다. 극중 중국에는
4명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풍습이 있지만 왕자는 리자만을 사랑
하겠으며 결혼해도 변치 않겠다고 설득한다.

R. Schumann / Symphony No. 1 in Bb Major,
Op. 38 ‘Spring’

1841년 1월 슈만은 교향곡 1번의 스케치를 나흘
만에 완성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전체 악보
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 슈만은 라이프치히에
살고 있었고 클라라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다시 말해 기대감으로 충만한 시기였다. 훗날 그
는 1번 교향곡을 쓰는 동안 ‘봄에 대한 강렬한 기
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런 마음이 곡에 고스
란히 전해지기를 희망했다고도 말했다. 이런 대
작을 그렇게 단시간에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이
음악의 성격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교향곡 1번은 우렁차게 울리는 트럼펫과 호른 소
리로 시작한다. 슈만은 ‘잠을 일깨우는 소리’라고
써 놓았다. 1악장의 느린 서주가 끝나면 주요 파
트인 알레그로가 빠르게 연주된다. 이 부분의 환
희는 수많은 서정적 간주에 섞여 희미해진다. 야
상곡과 같은 차분한 분위기의 느린 악장에서조
차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보조 음형들 때문에 흥
분이 멈추지 않아 서두르는 느낌이 난다. 당김음
을 사용한 스케르초가 끝나면 피날레는 전원의
축복을 들려준다. 멀리서 호른과, 새 소리를 연상
시키는 플루트의 카덴차가 들린다.

카탈라니 I 오페라 ‘라 왈리’ 중 나 멀리 떠나리
A. Catalani / Ebben! Ne Andro Lontana from Opera
‘La Wally’

1892년에 작곡된 카탈라니의 다섯 번째의 오페라로 전통적인 멜
로 드라마이다. 진정한 시적 정신의 발로, 낭만주의적 발상, 바그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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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TUE

KBS교향악단
클로버
나눔 콘서트

찾아가는음악회 - 수도권 초등학교 편
KBS Symphony Orchestra’s Educational Outreach Concert(K-Lover Concert)

7/4
WED

A팀
출연

지휘 윤현진

일시·장소

2018. 7. 3. (화) 10:40 인천 진산초등학교
2018. 7. 4. (수) 10:50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B팀
출연

지휘 최영선

일시·장소

2018. 7. 3.(화) 13:00 양평 옥천초등학교
2018. 7. 4.(수) 14:00 이천초등학교

KBS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클로버 나눔 콘서트’는 KBS를 상징하는
‘K’와 ‘LOVE’의 합성어 ‘K-Lover(클로버)’와 음악과 희망을 ‘나누다’는 의미로
음악을 통해 문화 복지를 구현하며, 클래식 음악을 알리고 보급하여 교향악단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교향악단 단원 20~30인조로 구성, 사회자의 쉽고
친근한 해설과 장소 및 관객층에 따라 선별한 프로그램 및 오케스트라 악기 소개
등으로 약 60분 진행된다. 7월에는 체계적으로 음악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4곳을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레퍼토리를 준비하였다.

A팀 PROGRAM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W. A. Mozart / Le nozze di Figaro Overture, K. 492

차이콥스키 I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중 2악장 ‘왈츠 모데라토-템포 디 왈츠’
P. I.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48
II. Valse: Moderato - Tempo di valse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1번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in G Major

쇼스타코비치 I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D. Shostakovich /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하이든 I 트럼펫 협주곡 Eb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F.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 flat Major
III. Finale : Allegro

히사이시 조 I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
Hisaishi Joe / ‘Marry Go Round of Life’ from <Howl’s Moving Castle(2004)>

김수진 I 드라마 <하얀거탑> OST 중 ‘B Rossette’

주최	KBS교향악단
주관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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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윤현진

지휘자 최영선

B팀 PROGRAM

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W. A. Mozart / Le nozze di Figaro, K. 492 Overture

쇼스타코비치 I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D. Shostakovich /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생상스 I 죽음의 무도
C. Saint-Saëns / Danse Macabre, Op. 40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1번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in G Major

멘켄 I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메들리
A. Menken / <Beauty and the Beast(1991)> Medley

피아졸라 I 리베르탱고
A. Piazzolla / Libertango

하이든 I 트럼펫 협주곡 Eb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F.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 flat Major
III. Finale : Allegro

히사이시 조 I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
Hisaishi Joe / ‘Marry Go Round of Life’ from <Howl’s Moving Castle(2004)>

<오버워치(Overwatch)> 게임음악(김애라 편곡)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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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W. A. Mozart / Le nozze di Figaro Overture , K. 492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18세기 오페
라 가운데 오늘날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프랑스의 극작가 피
에르 보마르셰의 동명 걸작 희극을 원작으로 하는 4막의 희
가극이다. 이 중 서곡은 영화 <아마데우스>와 방송의 시그널
음악으로 친숙한 곡이기도 하다.

이후에는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와 <번지점프
를 하다>, <베토벤 바이러스> 등 국내외를 통틀어 다양한 영
화, 드라마, 광고에 삽입되어 매우 인기가 높다. 명쾌하고 활
기찬 사운드가 전편에 흐르며, 여기에 러시아적인 우수와 낭
만성이 깃든 선율이 가미되어 매우 독특한 음악을 완성하
고 있다.
하이든 I 트럼펫 협주곡 Eb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차이콥스키 I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중 2악장 ‘왈츠
모데라토-템포 디 왈츠’
P. I.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48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가 1880년에 작곡한 후
기 낭만파 양식의 세레나데로, 그가 평생 존경하던 모차르트
에게 바치는 존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1악장의 웅대한 시작, 2
악장의 사랑스러운 왈츠, 3악장의 엘레지, 4악장의 활기찬 피
날레로 구성되어 있다.
2악장 ‘왈츠’는 요한 슈트라우스 풍의 빈 왈츠가 가진 우아함
과 들뢰브 풍의 프랑스 발레가 가진 화려함, 그리고 차이콥스
키 특유의 미묘한 센티멘털리즘이 결합되어 우아하고 세련되
며 농밀한 풍미를 자아낸다.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1번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in G Major

브람스 작품 중 가장 인기가 있어 즐겨 연주되는 곡이다. 여
행 중 영감을 받은 집시 무곡의 영향을 받아 작곡하였으며 지
금은 관현악곡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래는 피아니스트 2명
이 피아노 한 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포 포 핸즈(Piano for
four hands)’ 곡으로 작곡됐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1번, 3번, 10번 이렇게 세 곡만을 직접 편
곡하였다. 부드러움과 힘참의 절묘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
품이다.
쇼스타코비치 I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D. Shostakovich /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 중 하나인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으로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었고 작곡
연대도 1956년 이후로 추정된다. 1988년 영국 바비컨 센터에
서 명 첼리스트이기도 한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
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서방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KBS SYMPHONY ORCHESTRA

F.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 flat Major

TV 프로그램 <장학퀴즈>의 시그널 음악으로도 유명한 3악장
‘알레그로’는 화려한 트럼펫 소리와 아름다운 악상으로, 음악
학자 로빈스 랜던이 “하이든의 작품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황
홀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청중이 듣기에는 편하지만 실제
로 빠른 고난도의 기교가 필요한 곡이다.
히사이시 조 I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
Hisaishi Joe / ‘Marry Go Round of Life’ from
<Howl’s Moving Castle(2004)>

미야자키 하야오와 많은 작품을 함께한 일본 영화음악의 거
장, 히사이시 조는 현대음악 작곡가로 시작해 앨범 ‘MKWAJU’, ‘INFORMATION’ 등을 발표하며 솔로활동을 시작했고
1983년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음
악감독을 맡으며 1985년 제2회 애니메이션 대상 음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철학과 감성이 현악 합주의 유려한 선
율들과 왈츠리듬이 어우러지는 명작이다.
김수진 I 드라마 <하얀거탑> OST 중 ‘B Rossette’
2007년 MBC 드라마 <하얀거탑>에 “B 수술실!”하고 외치는
응급콜을 외칠 때 혹은 천재의사 장준혁(김명민)이 수술을 집
도하는 장면에 흘러나오며 유명세를 탔다. 제목인 ‘Rossette’
는 원래 장미 ‘Rose’에서 유래했다. 컨트롤 룸이 가운데 있고,
룸 중심으로 둥글게 펴져 있는 수술방을 장미꽃잎처럼 생겼
다고 해서 Rosette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것이 음반 제작자의 오타로 ‘s’가 하나 더 붙어
‘Rossette’이 되었는데, 마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고 한
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을 잘 표현한 강렬한
현악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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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I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W. A. Mozart / Le nozze di Figaro, K. 492 Overture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18세기 오페
라 가운데 오늘날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프랑스의 극작가 피
에르 보마르셰의 동명 걸작 희극을 원작으로 하는 4막의 희
가극이다. 이 중 서곡은 영화 <아마데우스>와 방송의 시그널
음악으로 친숙한 곡이기도 하다.
쇼스타코비치 I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D. Shostakovich /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 중 하나인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으로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었고 작곡
연대도 1956년 이후로 추정된다. 1988년 영국 바비컨 센터에
서 명 첼리스트이기도 한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
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서방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와 <번지점프
를 하다>, <베토벤 바이러스> 등 국내외를 통틀어 다양한 영
화, 드라마, 광고에 삽입되어 매우 인기가 높다. 명쾌하고 활
기찬 사운드가 전편에 흐르며, 여기에 러시아적인 우수와 낭
만성이 깃든 선율이 가미되어 매우 독특한 음악을 완성하
고 있다.
생상스 I 죽음의 무도
C. Saint-Saëns / Danse Macabre, Op. 40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생상스가 작곡한 교향시 <죽
음의 무도>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로 산산이 흩어져
가는 해골들이 깊은 밤 시간동안 벌이는 광란의 춤을 유머러
스하게 표현한 곡이다.

멘켄 I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메들리
A. Menken / <Beauty and the Beast(1991)> Medley

<인어공주>, <알라딘>, <노틀담의 꼽추>, <라푼젤> 등의 음악
을 만든 알란 멘켄(Alan Menken)의 또다른 대표작으로 마법
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가 미녀와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에 눈
뜨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걸맞은
'Belle', 'Something There', 'Be Our Guest'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영화와 동명의 타이틀을 가진 노래 'Beauty and the
Beast'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 골
든글로브 음악상, 그래미 어워즈 연주곡 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세기의 명곡으로 자리잡았다.
피아졸라 I 리베르탱고
A. Piazzolla / Libertango

탱고는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스페인, 이탈리아 출신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든 삶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것이
다. ‘탱고 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
르탱고>는 전후 대공황에서 절망으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로하며 슬픔을 승화시킨 멜로디가 애절하게 다
가오는 특징이 있다.
하이든 I 트럼펫 협주곡 Eb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F.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 flat Major

TV 프로그램 <장학퀴즈>의 시그널 음악으로도 유명한 3악장
‘알레그로’는 화려한 트럼펫 소리와 아름다운 악상으로, 음악
학자 로빈스 랜던이 "하이든의 작품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황홀
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청중이 듣기에는 편하지만 실제로
빠른 고난도의 기교가 필요한 곡이다.
히사이시 조 I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

브람스 I 헝가리 무곡 제1번

Hisaishi Joe / ‘Marry Go Round of Life’ from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in G Major

<Howl’s Moving Castle(2004)>

브람스 작품 중 가장 인기가 있어 즐겨 연주되는 곡이다. 여
행 중 영감을 받은 집시 무곡의 영향을 받아 작곡하였으며 지
금은 관현악곡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원래는 피아니스트 2명
이 피아노 한 대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포 포 핸즈(Piano for
four hands)' 곡으로 작곡됐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1번, 3번, 10번 이렇게 세 곡만을 직접 편
곡하였다. 부드러움과 힘참의 절묘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
품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많은 작품을 함께한 일본 영화음악의 거
장, 히사이시 조는 현대음악 작곡가로 시작해 앨범 ‘MKWAJU’, ‘INFORMATION’ 등을 발표하며 솔로활동을 시작했고
1983년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음
악감독을 맡으며 1985년 제2회 애니메이션 대상 음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철학과 감성이 현악 합주의 유려한 선
율들과 왈츠리듬이 어우러지는 명작이다.

JULY PROGRAM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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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의 플루트 수석

안명주를
만나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무대 밖에선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KBS교향악단의 플루트
안명주 수석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려 26살의 어린 나이에 KBS
교향악단 수석으로 발탁되셨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기분이셨나요, 또한 현재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KBS교향악단은 저의 스승이신 김대원 선생님과 김영미 선생
님께서 몸담으셨던 곳으로 제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곳이었
습니다. 그때 당시는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영광이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오디션 당시 대기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사람
씩 불려들어가고 제 차례가 다가오면서 긴장했던 때가 생
각나네요.
제가 수석으로 처음 입단했을 때 플루트 파트 4명 중 가장 어
린 단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다년 간의 경험과 수
많은 연주를 해온 분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레퍼토리를 단기간에 습득하여 제 것
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파트이기도 하고 솔로를 연주할 때 느
끼는 희열이 강렬해서 그만큼 보람과 보상이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원
동력일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해오는 동안 저의 연주기법과 인생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주와 달리 오케스트라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개개인의
연주실력보다 연주자들 간의 화합입니다. 100명의 연주자들
과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소리보다는 내 옆의 소리,
더 나아가 다른 연주자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소리를 더욱 들으려고 노력하니 주변의 사
람들에게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면
서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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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BS교향악단과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2
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의 감상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빼고 클래식 음악을 논할 수는 없
지만 실제로 바흐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는 자주 연주되
지 않는 작곡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주는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프랑스 궁정음악 풍의 화려하고 웅장한 위엄이 느껴
지는 서곡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춤곡들을 모아놓은 오케스
트라 모음곡입니다.
플루트, 현악기와 하프시코드를 위해 작곡된 이 곡은 플루트
의 비중이 워낙 커서 플루트 협주곡으로 느껴질 정도로 플루
트 화려한 연주효과를 발휘한 곡입니다.
이 곡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작곡연도나 작곡동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흐는 장중한 분위기인 모음곡의 결말을 아주 유명
한 멜로디 ‘농담’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바디네리'로 맺고 있
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곡에서 경쾌하고 흥겨운 모습을 보
여줍니다.

지금까지 KBS교향악단과 많은 연주를
해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교향악단에 들어와서 좋은점 중 하나가 훌륭한 지휘자와 솔
리스트를 만나고 그들의 연주를 가장 명당자리인 무대 위에
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훌륭한 연주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관객에 대한 태도, 무대 밖에서 음
악을 대할 때의 모습과 그들의 인간적인 참모습을 보면서 항
상 제 모습을 돌아볼 계기가 되고 있고 그것이 단원으로서
큰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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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아 연주하고파…”

가장 기억에 남은 연주는 2002년에 평양에서 조
선국립교향악단과 함께했던 합동공연입니다. 전
용 비행기를 타고 평양 공항에 내린 순간을 떠
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중에서 첫 연습날
과 떠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혀 다
른 배경의 200여명이 화합하려니 처음에는 낯설
고 어색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걱정했지만 결국
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연주하게 되었고, 멀게
만 느껴졌던 북한과 하나가 됨을 느끼면서 우리
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
다. 헤어질 때 눈시울을 붉히며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했던 약속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도 조선국립교향악단에 그때 함께했던 북한
연주자들이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북한 관객들
의 박수와 환호도 참으로 뜨거워 오히려 저희
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도 잊지 못 할 것입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유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일찍 유학을 떠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저는 서울예고 1학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계셨던
줄리어스 베이커 선생님을 사사하고 줄리어드에
서 다양한 사람들과 배우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
니다. 어린 나이라 외롭기도 하고 힘든 점이 많
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저를 더욱 혹
독하게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외롭거나 약
해질 때는 가족들의 연락이 위로와 큰 힘이 되
었습니다.
유학시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다
음날 콩쿨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쥐덫
에 쥐가 잡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
니다. 집주인이 오는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집에
가서 엄마가 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
어요. 저는 학업이나 연습보다 이런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해프닝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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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들,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어린 학생
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학은 모든 면에서 정말 힘든 일이
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강권한다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곳에 자신의
열정을 남김없이 모두 쏟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이 나태한 연습보다는 더 좋은 연습입니다. 유
학이라는 것의 장점은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접하기 어려운 공연, 전시, 음악 등
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러한 경험이 이후 저의 음악
세계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음악가로 남고
싶으신가요?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추구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자로 남길
원합니다. 비록 짧고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연주하는 순간만큼
은 진심으로 관객과 대화하며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단 한 분
의 관객이라도 저의 연주를 듣고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
연주는 만족스러운 연주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레퍼토리가 가능한 연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 주
변의 모든 것에서 자극을 받기 위해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클래식 자료를 많이 보게 되지만 저에게
음악적 감흥이나 예술적 영감을 주는 자료는 오히려 클래식과 전
혀 관계없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신문기사 입
니다. 항상 기발하고 참신한 자극을 좇다보면 자유롭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악기와의 협연도 즐거운 작업입니다. 새로운 연주자를 만나
고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늘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장소, 장르, 시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계속 연구하
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연주자에게 오케스트라는 제약이 많은듯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
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서 항상
새로운 협연자와 지휘자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곡을 만나면서 제
가 발전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이러한 행운을 마
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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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아노 베리오,
쉼표가 느껴지는 그의 음악!
쉼표는 들리는 걸까? 아님 느끼는 걸까? 아마도
후자일 것 같다. 소리는 들리고 쉼표는 느끼는
것이다. 그럼 음악의 5요소는? 그런데 원래 3요
소 아닌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
로 이전은 근대음악 이후는 현대음악이라고 음
악사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 현대음
악에서 음악의 5요소가 존재한다. 리듬, 멜로디,
화성 그리고 음색(tone color)과 형식(form)이다.
현대음악은 거의 조성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음
악이 대부분이다. 리듬도 수학적으로 미분화된
리듬이 대부분이어서 눈으로 악보를 봐도 독해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쉼표의 기능은 우
리가 순수하게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기준
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존재감 있게 다가온
다. 쉼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
로 음들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
럼 느껴진다.

음(音)보다 쉼표!
루치아노 베리오의 음악을 듣는 가장 중요 포인
트는 기괴한 음색으로 들리는 음들보다는 악보
의 행간을 파고드는 음표와 쉼표들의 찰나의 시
간 속에서 격렬하게 숨을 쉬는 쉼표들에 손을 들
어주고 싶다. 그 쉬어가는 쉼표들의 비좁은 공간
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음
들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편린들
속에서 전체적인 음악적 완성도를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structure)와 형식의 미(美)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하나의 거대한 건
축물과 같다. 그러기에 정밀한 설계도면(악보)이
존재한다. 볼트, 너트의 수까지 철저히 계산된 교
량의 설계도면과 같이 이러한 틀을 짜고 설계하
는 것이 음악의 5요소 중 형식(Form)이자 그것을
도면화 한 것이 악보이다. 조성음악의 경우는 조
(Key)라는 조직이 음들을 유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현대음악에서는 비조성음악 즉 무조음악
체계에서의 음들은 각각 개별적인 독립체일 뿐
이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적인 음들을 형식, 구조
로 묶어 소리 자체가 가진 음악적인 미(美)를 추
구하는 것이 현대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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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의 위대한 인물,
루치아노 베리오
(Luciano Berio, 1925-2003)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는 1925년
이탈리아 리구리아 주(州) 오넬리
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던
그 해에 아놀드 쇤베르그는 기존 조성음악의 체계를 벗어난 무
조음악의 ‘12음 기법’으로 ‘피아노 모음곡’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현대음악의 세계를 열었다. 이후 그의 제자 안톤 베베른과 알반
베르그가 이를 더욱 발전시키며 다양한 기법의 음악들로 화려한
현대음악의 꽃을 피워갔다. 이렇게 현대음악은 제2차 세계대전
을 기점으로 전후 참혹하고 암울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한 음악들과 타 예술 장르들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시도를 펼쳐갔다. 이 가운데 베베른 이후 가장 급진적인
작곡가로 평가받았던 루치아노 베리오는 다른 누구보다도 유독
악기들이 가진 가능성과 인성(人聲)에 대한 음성학적인 실험적
인 연구의 결과를 그의 총 18개의 세쿠엔차 시리즈와 함께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선보였다. 특히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클래식
합창 부문으로 상을 거머쥔 1968년에 작곡한 <신포니아>는 인성
과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22곡의 작품들이 스며져있는 인용기
법에 대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전자음악
의 선구자적인 역할과 함께 피에르 불레즈, 루이지 노노, 슈톡하
우젠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열었다. 그가 2003
년에 향년 77세로 타계하기까지 그가 남긴 현대음악에서의 족적
은 새로움의 세계를 넘어 아방가르드적인 전위음악과 전자음악
의 시대적인 시류(時流)를 이루어 냈다.
그가 생전에 볼로냐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음악은 사회라는 건축가와 역사라는 설계사에 의해 이뤄지지
만 각각의 방은 항상 열려있고 변화무쌍하다. 그러기에 설계도
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다양한 음악세계와 무한한 가능
성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의 마지막 길에 세기의 테너 루
치아노 파바로티는 “그는 장르간 장벽을 뛰어넘는 법을 알았던
위대한 음악가였다“며 그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 지금도
그의 음악은 전 세계의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연주되며 음악사에 있어서 그의 발자취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 문화 칼럼니스트 Alex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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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후원회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금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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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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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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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CONCERT

8/18

신세계와 함께하는

SAT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초청연주회

2018 SAC Saturday Concert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23

KBS교향악단 제733회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

KBS Symphony Orchestra
733rd Subscription Concert

THU

독일고전거장과의 대화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24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30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THU

제2회 여수음악제

기획연주회

Yeosu Music Festival

FRI

개막공연
20:00 GS칼텍스 예울마루

9/1

스페셜 시리즈

SAT

19:30 웅천친수공원

9/2

폐막공연

SUN

17:00 GS칼텍스 예울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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