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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하늘은 높고 푸르며, 스치는 바람은 우리를 너그럽게 해줍니다.

최근 받은 기쁜 선물이 뭘까 생각해보니, 가을이군요.

매년 파크콘서트를 치르며 계절을 실감합니다. 잔디마당에 모여 음악, 음식, 그리고 정(情)을 

나누는 관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거꾸로 큰 기운을 받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임을 

관객, 출연자, 스태프들이 서로 느끼는 진실의 순간인 셈이지요.

가을이면 생각나는 영화가 많지만 오늘은 만추(晩秋)가 떠오르네요. 경제는 희망이 보였지만 정치, 사회는 

암울했던 80년대 초반에 본 영화였습니다. 휴교령, 폐교령이 일상이던 때라 영화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국영화는 왠지 시시했고, 외화는 1년에 20~30편 개봉에 그치던 때였죠. 문화원을 

기웃거리거나, 화제작을 찾아 비디오 대여점도 찾다가 몇 편의 한국영화들도 만날 수 있었죠. 

아무튼 영화 만추는 개인적 편견을 바꿔준 작품이었습니다. 짧은 휴가를 받은 모범 여죄수가 강릉으로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납니다. 늦가을 강원도의 기차역들 주변이 배경이죠. 김혜자, 정동환 두 분의 

연기에 울었고, 김수용 감독의 연출에 놀랐습니다. 그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김기영, 유현목, 

하길종, 이만희 등 엄청난 감독들이 계셨다는 것을. 특히 60년대에 개봉한 이만희 감독의 만추가 

원작이자 명작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만희 감독의 만추 필름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올해로 탄생 백주년을 맞은 윤동주 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움과 부끄러움과 

연민과 반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움, 연민은 여전하다 쳐도 부끄러움과 반성은 유독 

퇴화된 덕목.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군요.  

만추는 가을의 정점이 아니라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또 잊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서는 나 홀로 여행. 달콤쌉싸름한 

뒤돌아보기, 되찾기가 되겠군요. 

마침 오늘은 작곡가 윤이상 님의 생신이네요. 그의 고향 통영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남과 북,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울 수 없었고, 날 수도 없었던 용의 상처가 이제는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이만희 감독의 만추 필름도 마치 영화처럼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군요.  

 

 정재옥 CREDIA 대표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윤동주 詩 ‘길’ 中 

만추(晩秋) 

사진 안웅철 〈곶자왈180X90-3〉 www.anwoongch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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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아에 있습니다. Club BALCONY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ub BALCONY



12 OCTOBER-DECEMBER 2017

thematic column 감각
음 악  

감각의 최대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듣는가’라고 질문하면, 반사적으로 신체 

부위인 귀를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음악은 귀로 듣는 활동이다. 이어폰만 

꽂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들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청각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과 귀가 모두 스마트폰으로 향해 있음을 수시로 본다.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해 보다 즐겁게 감상하는 사람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감흥을 느낄 수 없으니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처럼 눈과 귀 같은 정상적인 

신체 기관이 필요하다. 나 역시 이동 중에 발생하는 무료함과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틀거나 저장한 음악 파일을 듣곤 한다. 미디어의 발달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개인 엔터테인먼트의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숨어 있던 감정과 감각이 살아나 기쁨에 젖게 되었을까?

음악을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각

우리가 숨을 쉬는 이상 감각 또한 숨을 쉬고 있다. 

음악을 들을 땐 숨소리가 들릴 만큼 거칠기도 하다. 

다양한 감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흥분과 쾌락을 동시에 겪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살아 있지만 살아 있음이 평범하게 느껴질 때, 

음악과 그 음악을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이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리되는 감각

시각이 청각을 대신할 수 없고 후각이 미각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온전한 

느낌은 서로 방해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물론 불충분한 점들은 다양한 

보조 기구를 통해 서로 상쇄될 수 있으나 답답하고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내 경우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사물을 자세히 볼 때면 안경을 쓰는데, 

영상을 볼 때면 큰 화면은 별 문제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눈을 

찡그리거나 안경을 꺼내야 한다. 이것이 귀찮아 그냥 이어폰으로만 

음악을 듣는 편인데, 재미있는 건 눈과 귀로 음악을 감상할 때보다 귀로 

들으면 개인 모드로 전환되어 노래에 훨씬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눈과 귀로 들을 때 각각의 50점을 더해 흩어진 100점을 만끽한다면, 

귀로만 들을 때엔 온전한 100점을 듣는 셈이랄까? 두 개로 쪼갠 과자가 

아닌 부서지지 않은 과자 하나를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다.

한편, 오래 감각 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과 달리 매우 

발달한 다른 기관을 갖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청각과 촉감이 발달하고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후각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즈음 문득 뮤지션 레이 찰스, 또 한 사람 스티비 

원더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모두는 특히 건반 악기에 능했다. 

손가락(촉각)을 이용해 소리(청각)를 들었고 악보가 아닌 머리로 곡을 

외웠다. 타고난 음악성과 눈물겨운 노력이 더해졌겠지만 앞을 보지 

않고도 인간의 위대한 감각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준 

전설적인 인물들이다.

감각의 총력, 라이브

앞서 언급했듯이 눈과 귀가 합심하여 듣는 음악은 귀로만 듣는 음악보다 

더 풍부한 느낌을 생성한다. 우선, 뮤직비디오에 나온 가수나 모델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다음, 눈으로 재빨리 스캔을 하고 궁금한 다른 

것들은 최대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귀는 

멜로디와 사운드를 수신하고 입술로 흥얼거리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인다. 결국 뇌에서 받아들이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져 

세포들이 몹시 활발해지는데, 이 과정의 속도가 매우 빨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음악에 대입하면 라이브 무대가 된다. 클래식 공연이든 DJ의 

라이브 무대이든, 대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든, 생생한 음악은 음반이나 

음원을 통해 듣는 것과 차원이 매우 다르다. 야구 팬들이 그토록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와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직접 만났을 때 상대방의 성격까지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현장에서 느껴지는 오감은 총체적인 감각으로 발현된다. 소리 

지르고 울고 웃거나 춤을 추고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얼마 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요즘 유행하는 댄스 음악 

뮤직 비디오를 틀었다. 그와 함께 나온 동료 가수들의 화려한 패션에 잠시 

넋이 나갔다가 반복되는 가사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앉아 

있었으나 엉덩이를 움직였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음악을 조금 

감상적인 노래로 바꾸자 어떤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다. 불과 1시간 

동안 짜릿함과 슬픔을 넘나들며 감정의 널을 뛰었다.

글 | 오승해 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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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서  

숨소리도 민폐인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는 십중팔구 관계자의 

주의를 받게 된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된다는 민원에 시달리는 관리자의 처지도 딱하지만,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짜증을 낼 정도로 예민해진 수험생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천식이나 축농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람실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킁킁거리는 소리, 콧물 훌쩍이는 소리는 열람실의 

혐오소음 영순위니까. 음식물은 물론 커피조차 후각을 자극해 방해가 

된다며 들이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과연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숨 걸고 책 속의 내용을 삼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시각 외의 

다른 감각은 사치다. 스위치가 있다면 모두 턴-오프를 해야 할 판이다. 

수험생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글자를 읽는 감각, 그 외에는 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덕분에

‘수험 공부’가 아닌 간접 체험을 통한 교양 함양으로서의 독서는 

오감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물론 그것은 독자가 이미 경험하여 

간직하고 있는 기억 속의 감각이다. 그 경험의 창고가 넓고 깊을수록 

독서를 통해 얻는 감각의 결은 겹겹이 풍성해진다. 유년시절의 상처, 

좌절된 꿈, 인간관계 속의 갈등 등 구체적인 서사가 책이라는 가상 

세계의 서사를 해석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 물론 책을 통해 관념적으로 

얻은 감각의 효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실제 경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게 된다(할리퀸문고의 로맨스 

서사가 소녀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좋은 

책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의 무게는 살아온 세월의 길이에 비례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여태 살아남은 덕분에 만날 수 있는 책, 그래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독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드러내지 않아서 드러나는 감각

동네의 작은 서점에 가서 잠시 머물러 보면, 책방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내가 자주 들르는 책방의 주인은 향이 짙지 

않은 차를 좋아한다. 커피는 드립으로만 제공하고, 생과일주스는 

메뉴에 없다. 대신 다양한 티백류와 수제 과일청이 전시돼 있다. 

주인장은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냄새가 책을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할 감각을 빼앗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출판사가 요란하게 광고하는 새 책보다는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과 

소수자의 취향이 풍기는, 다소 모험적인 콘텐츠로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유행보다는 기본을 중시하고 유혹보다는 모험을 찾는 그의 큐레이션에 

나는 언제나 설득된다.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다가 문득 그의 책방을 찾아 그가 섬세하게 

꾸려놓은 감각의 결을 깊이 호흡하고 있으면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안도의 말이 절로 나온다. 그가 세심하게 고르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메모를 써 붙이며 함께 시간을 보낸 책들. 그 책들 곁에서 나의 감각은 

쉬고, 충전하며, 다른 방식으로 깨어난다. 나는 그의 책들을 눈길로 

쓰다듬고 손끝으로 들이마신다. 책장을 열면, 머릿속에서 상영을 시작한 

세계의 향기가 가슴으로 들어온다.

글 | 이하영 북칼럼니스트 

음악을 들을 때는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 감상에 도움이 된다. 시각을 닫음으로써 

청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압도적인 풍경이나 아름다운 미술작품 앞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음악도 필요없다. 주변의 소음도 별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보르게세 미술관. 베르니니의 조각품 앞에서 나는 가이드의 열띤 목소리가 한동안 

소거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어떤가? 조그만 소음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춥거나 

더워도 의욕을 잃고 만다. 그런데 또한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것이 

독서이기도 하다.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빛과 책을 펴 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 지하철 안에서, 은행이나 병원 등 각종 고객센터의 

대기석에서, 종종 예기치 않게 놀라운 집중력으로 책을 읽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이 휘발되는, 매우 강렬한 순간이지만, 무척 일상적인 듯 

보여서 무심히 스쳐 지나고 말지만 실은 엄청난 매혹의 순간이다, 독서라는 건. 

그것은 감각의 독점을 요구하는 동시에 고독의 감각을 생성한다.

글자를 읽어내는 
감각이란

© Fahrt nach Ga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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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여행의 목적은 
감각과 취향을 따른다
지난 7월 말의 어느 날, 밤 10시쯤 됐을까. 베트남 중부 인구 3만여 명의 소도시 호이안의 

올드타운에서 20여 분쯤 걸어 숙소로 가던 길이었다.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거리에 

홀로 백열등을 밝힌 점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올드타운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이 거리는 서민 주거 지역이라 

외지인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6~7평쯤 될 법한 국숫집에는 허기를 달래러 

온 택시 기사, 칭얼대는 아이들을 얼러 나온 부부, 데이트 중인 젊은 커플, 부모들은 어디 

갔는지 또래들과 몰려 나온 초등학생들까지 빈 테이블이 없었다.

호이안의 여느 식당처럼 에어컨은 없었다. 거대한 건식 사우나 같은 도시의 공기에 맞서 선풍기 몇 대가 분투 

중이었다. 대신 커다란 솥에서 육수가 팔팔 끓고, 그 옆에는 국수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엔 

수저통과 양념통, 그리고 냅킨 역할을 하는 조그맣게 자른 종이가 꽂힌 양철통이 있었다. 고민할 새 없이 

주문했다. 고를 것도 없었다. 메뉴는 하나뿐. 검지를 펴 몇 그릇인지만 표시하면 그만이다.

잠시 뒤 잘게 썰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베트남 고수와 라임, 생강 초무침이 그득 놓인 접시와 함께 넘칠 듯 

찰랑찰랑하게 국물이 담긴 국수가 도착했다. 면 위에는 생고기에 가까운 소고기 몇 점과 샬럿을 말린 뒤 튀긴 

고명, 향채, 고수가 넉넉했다. 마주 보고 앉은 택시 기사 아저씨를 흉내 내어봤다. 빨간색과 초록색 고추를 넣고, 

‘마법 소스’에 가까운 피시소스와 식초를 조금. 국물을 휘휘 저어 한 모금, 면을 한 젓가락 가득 집어 입속으로 

당겼다. 한 그릇에 2만5,000동(약 1,240원)에 불과하지만 면의 쫄깃한 식감, 국물의 깊이까지 아쉬울 것도, 

보태고 싶은 것도 없는 ‘인생 국수’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됐다. 그런데 자꾸 생각난다. 우리나라 대중탕에서도 쓰지 않을 법한 작고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먹었던 현지 음식, 외지인도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을 지닌 사람들이 떠오른다. 값비싼 차를 끌고 왔든, 매연을 내뿜는 낡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왔든, 

뚜벅이든, 맛있는 국수나 ‘껌가’(치킨라이스)를 먹으려면 그 의자에 쪼그려 앉아야 한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의자인 셈이다.

미각을 따라 찾아가는 여행지, 여행지의 동선

누구든 여행을 떠날 때 본인의 감각과 취향에 따라 목적지를 

정한다. 클래식이나 재즈 팬이라면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나 

바이로이트(독일), 몽트뢰(스위스)를 꿈꿀 테고, 록 밴드 U2의 팬이라면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그들의 월드 투어 일정을 노려볼 수도 있다. 

스킨스쿠버를 좋아한다면 태평양이나 인도양, 동남아의 어느 섬에서 

몇 주쯤 머물고 싶을 것이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계획도 

부지런히 짜봤다.

다만, 내 경우 여행지를 최종 선택할 때에는 적어도 6할쯤은 음식에 

무게를 둔다. 지난 여름 휴가도 베트남 중부 지역과 일본(홋카이도)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베트남을 선택한 건 

‘국수성애자’란 소리를 들을 만큼 면을 좋아하는데다, 베트남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고수를 유독 애정하는 취향 때문이다.

일단 결정하고 나면,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추천에 의지하거나 블로거 

포스팅도 찾아보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지인의 추천에 의존해 그네들이 

즐겨 찾는 동네 식당을 찾으려고 애쓴다. 스마트폰 속 정보보다 

현지인의 추천이 정확할 때가 훨씬 많다. 그리고 동네 식당이나 재래 

시장에 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보인다. 베트남이 특히 그렇다. 미슐랭 

가이드의 신봉자라면 식당 하나 때문에 여행지나 동선을 바꾸는 수고를 

감수해야겠지만, 베트남에선 우연히 들렀거나 운전기사의 추천을 받은 

일종의 기사식당이 더 감동적이었다.

머지않아 베트남에 다시 가볼 생각이다. 호이안과 후에, 다낭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결같이 4~5월이 좋으니 꼭 다시 오라고 했다. 뭐, 

봄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 언제 어느 지역을 가도 베트남에는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수백, 수천 종류의 면 요리(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어에는 ‘국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지역과 도시마다 전혀 다른 면 

요리가 존재하는데 그걸 ‘국수’라고 뭉뚱그리기 싫었을지 모른다)와 

곁들일 고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미지근한’ 라루(베트남 맥주) 한 잔 

마셔야겠다.

글 | 임일영 서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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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복 벨트를 새로 사야겠다고 

해서 함께 백화점에 갔다. 매장에 

들어가니 버클 디자인만 조금씩 다른 

벨트가 열댓 개 걸려 있었다. 패션 에디터 

출신인 나도 남자 벨트와 넥타이 고르는 

일은 늘 어렵다. 남편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놨다고 했다. 나는 그게 

뭔지 듣지도 않고 하나를 골랐다.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내년이면 

결혼 25주년이다. 부부는  물건 고르는 

취향마저 닮는 것일까? 아니면 내 취향에 

남편이 물든 것인가?

남편과 나는 전혀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걸고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남편은 말수가 적고 혼자 하는 일을 좋아했다. 나는 단돈 몇 천 

원짜리 찐빵이라도 맛있다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가는데, 남편은 맛집 찾는 일은 시간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자와 

액션과 판타지를 좋아하는 남자가 같이 산 것이다. 

지난 20여 년 주말을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냈던 남편이 석 달 전, 이런 제안을 했다.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가자고. 아니, 무슨 일이지? 암이라도 걸렸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 그냥, 이제 삶을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주 주말, 우리는 안동으로 떠났다. 한옥 스테이를 검색하다가 류성용이 <징비록>을 

집필했던 옥연정사를 찾았다. 우리가 묵을 방 바로 앞에는 400년이 넘은, 기막히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낙동강을 배경 삼아 서 있었다. 대청마루에서 국화차를 마시며 

소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은 왕이 부럽지 않았다. 겸암정사의 풍광과 법흥동 고성 이씨 

탑동 파종택에서 독립운동가의 의로운 숨결도 느껴보았다. 후포리까지 가서 올해 마지막 

홍게를 먹는 호사도 누렸다. 집에서 두루뭉술 보내던 48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이 됐다. 

다음 여행지는 전라북도 완주였다. 남편은 운전사, 나는 디제이가 되어 날씨와 기분에 

따라 음악을 틀었다. 음악에 따라 과거를 추억하며 믿거나 말거나 잘나갔던 젊은 한때를 

회상했다. 여행지는 시시각각 수정되고 추가된다. 완주 아원과 소양고택을 찾아간 것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비봉폭포 옆 카페에 앉아 찰옥수수와 다방 커피를 들었다. 처음 

가본 완주는 숨은 진주였다.  

중년의 부부가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 안 싸우냐, 

왜 다니냐며 의아해한다. 국내 1박 2일 여행을 통해 발견한 

게 있다. 정반대의 취향을 가진 부부가 20여 년간 갈등, 포기, 

인정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패션 매거진 에디터로 살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멋진 공간에 발을 들였고 그 공간의 주인을 만나보았다. 

공간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오브제, 유행하는 스타일의 고가 

작품과 가구가 전시된 공간, 그리고 백과사전 같은 현란한 

언변으로 자신의 취향을 뽐내는 사람… 이것은 모두 화려했지만 

이내 피곤해졌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공간과 

사람에게서는 특유의 향이 났다. 그것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시간과 함께 유연하게 연마된 취향의 

사람을 만나면 다르다. 영혼이 담긴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가 지어졌다. 

인간미는 최고의 취향

나는 대로변보다 골목길 걷는 것을 좋아한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반짝이는 감성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공간이 있다. 

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척도는 냄새다. 식당이건 카페건 

옷집이건, 가정집이건, 그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냄새가 

있다. 그것으로 안정감과 믿음을 갖게 되거나, 빨리 나가고 

싶다는 판단을 한다. 허름해도 기분 좋은 냄새, 정직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화려하지만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주인이 부지런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 공간에서는 사람을 내쫓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좋은 취향의 냄새는 마치 젖먹이 아기에게서 나는 

보드라운 내음과 같다. 

80년대 일본 미식의 붐을 일으킨 요리 평론가 야마모토 

마스히로는 ‘인간미’가 최고의 맛이라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미가 담긴 취향이다. 투박한 모양새든 세련된 

감각이든,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긴 것에 마음과 

몸이 따뜻하게 반응했다. 인간미가 담긴 취향은 오랜 세월 좋은 

관계를 통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다. 

글 | 김윤수 스타일 저널리스트 

타인의 취향



20 OCTOBER-DECEMBER 2017 21CLUB BALCONY

실은 편한 방법이 있다. 재즈를 듣고자 하는 클래식 팬에게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가 편곡하고 연주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1권을 추천하는 것이다. 전체 넉 

장의 음반으로 이뤄진 이 앨범은 전대미문의 노작이며 걸작이다. 나 역시도 

존 루이스의 팬이며 이 음반을 애청한다. 이 앨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크 루시에 

재즈 트리오가 연주한 바흐 작품집, 재즈 중창단 스윙글 싱어스가 노래한 바로크 

작품집 등은 클래식 팬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유사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추천이 그리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재즈를 살짝 

맛본다고 한다면 그리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재즈는 어떤 음악이죠?’라고 묻는 클래식 

팬에게 이러한 음반 추천은 오히려 재즈로 진입하는 길에 장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반들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훌륭할 수는 있어도 재즈의 보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베토벤의 음악을 처음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 교향곡, 현악 사중주, 피아노 

소나타는 너무 어려우니 <그대를 사랑해 Ich Liebe Dich>나 <엘리제를 위하여 Für 
Elise>를 추천해주는 것이나 비슷하다. 혹은 재즈 팬이 클래식 음악이 듣고 싶다고 할 

때 그의 취향을 고려해서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추천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 곡들은 모두 뛰어나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들을 통해 

베토벤 혹은 클래식 음악의 ‘핵심’에 다가서는 것은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

슈베르트와 
마일스
재즈 팬이 쓰고 있는 이 글이 지금까지 클래식을 애호하시는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재즈 역시 고전음악처럼 음악에 ‘집중하여’ 

감상해달라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고전음악과 재즈는 많은 부분이 

전혀 다른 음악이란 점이다. 어떻게 보면 재즈 역시 감상자에게 집중을 요하되, 

그럼에도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음악이어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필자로서는 과연 이 글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재즈를 정말 

추천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속이 조금 복잡하다.

column

전혀 다른 미감의 두 음악, 하지만 의외의 공통점이 많다

어떤 음악에 입문하는 과정은 수없이 다양하다. 아마도 사람의 수만큼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취향이 아니라 

들어야 할 음악 그 자체다. 취향이란 가변적이며 실제로 어떤 음악을 듣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느낄지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클래식과 재즈는, 

다시 말하지만 전혀 다른 미감의 음악이다. 이 두 음악의 애호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란 오로지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글은 광대한 고전음악의 세계에서 어떤 한 작품을 즐겨 듣는 사람을 

상정해보았다. 이 음악 애호가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D. 667 

‘송어’를 즐겨 듣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다지 별나지 않은, 보편적인 취향의 

고전음악 팬일 것이다. 그는 고전음악 애호가답게 이 작품의 기본적인 편성과 

형식을 비교적 꼼꼼히 살피며 이 곡을 감상한다.

우선 편성을 보면 피아노와 현악 사중주로 이뤄진 오중주인데, 이 작품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 일반적인 제2 바이올린 대신에 더블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독특한 편성은 이 곡에 신선한 리듬감을 제공한다.

이 작품이 전체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한 매력이다. 보통 

알레그로-안단테-스케르초-피날레로 이어지는 고전적인 실내악과는 조금 

다르게 스케르초 다음에 정중동의 변주곡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변주다. 대부분의 클래식 팬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러한 점을 음미하며 음악을 즐겁게 듣는다.

한가로운 주말 낮이면 방에서 ‘송어 오중주’를 듣는 그에게 이 글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1959년 앨범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재즈의 역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즈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즈를 

즐기는 모든 애호가들이 예외 없이 듣는 ‘핵심적인’ 작품 중 하나다.

그래서 슈베르트를 듣던 그는 비록 재즈를 처음 듣지만 이 앨범을 들으면서 

“재즈란 이런 맛이구나!’ 하고 감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생경한 이 

음악을 그는 충분히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는 다음 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다. 전혀 다른 음악이지만 슈베르트 

‘송어’ 오중주와 마일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사이에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악을 꼼꼼히 바라보면 더욱 선명히 보인다.

글 | 황덕호 재즈 평론가

클 래 식  팬 들 에 게  보 내 는  재 즈  길 라 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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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영화 
감상 포맷의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음악 소비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은 이미 스트리밍이다. 

이미 음악 산업 매출에서 50%를 넘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도 부족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파죽지세의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음질이다. 

편의성은 뛰어나지만 CD, LP, 고해상도 음원과 

비교하면 음질에서 한참 모자랐다. 기술적인 이유로 

좀처럼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스트리밍이 드디어 

구세주를 만났다. 바로 메리디언의 

MQA(Master Quality Authenticated) 기술이다.

COLUMN 
음 악 ,  어 떻 게  들 어 야  할 까  

MQA는 영국 메리디언 오디오의 창업자이자 엔지니어인 밥 스튜어트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술로 최대 

32bit/384kHz의 고해상도 음원을 1/6~1/10로 음질 손상 없이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올해의 베스트 

레코딩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음질을 뽐내는 2L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는 24bit/352.8kHz 

DXD로 녹음되어 한 곡의 용량이 무려 760MB에 이르지만 이를 MQA로 컨버팅하면 동일한 음질에 용량은 

1/8인 98MB로 줄어든다. 이러한 놀라운 마법을 두고 밥 스튜어트는 디지털 종이접기(origami)라 강조한다. 

마치 종이를 접듯 데이터 용량은 놀랍도록 작아지지만 접은 종이를 펼쳤을 때 찢기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원본 그대로 음질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질 손실 없이 데이터 용량을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MQA가 유일하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타이달은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타이달 

마스터즈(Tidal Masters)를 론칭했다. 전술한 MQA 코덱을 사용해 사용자는 버퍼링이나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고해상도 음원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에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도 

파트너로 참여해 고해상도 음원을 아낌없이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소니 뮤직도 곧 참여할 예정이니 앞으로 

거의 모든 음원을 MQA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수천만 원을 투자해 고해상도 

음원 라이브러리를 컬렉션 해온 필자도 타이달 마스터즈를 들으며 내 라이브러리를 거의 듣지 않게 됐다. 

음원 공급사들이 타이달에 음원을 공급하며 새로이 리마스터링 작업을 더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고해상도 

음원보다도 음질이 더 좋아진 까닭이다. 매월 결제하는 19.99불의 요금이 너무 싼 것은 아닐까 미안해질 정도로 

탁월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런 이유로 현재 오디오 애호가들은 타이달 마스터즈에 열광 중이며 MQA를 

지원하는 오디오 기기로 업그레이드하기에 바쁘다.

고음질, 고화질 시대의 음악 감상 패턴 변화

MQA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 기기가 MQA를 지원해야 한다. 재생 기기 내부에 MQA 

디코딩(decoding)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메리디언, dCS, 마크레빈슨, 오디오퀘스트 등 

10만 원대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오디오 기기들이 MQA를 지원하고 나섰으며 대세인 만큼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MQA는 하이엔드 오디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번 IFA에서 발표된 LG 스마트폰 

신작 V30도 스마트폰 최초로 MQA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스텔앤컨의 DAP, 소니의 워크맨이 MQA 지원을 

발표했으며 타이달에 이어 프랑스 오렌지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Deezer도 MQA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야흐로 MQA의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최근 발매된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신보는 일본 가시와자키 콘서트홀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역사상 처음으로 

32bit 스펙으로 레코딩되었다. 유니버설 뮤직 소속인 만큼 머지않아 32bit 레코딩 그대로를 MQA로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옥자>를 원작자의 의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와 홈시어터가 

되었듯 음악도 아티스트 의도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미디어가 LP, CD가 아닌 스트리밍이 되어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여전히 유럽 출장 때면 클래식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개봉을 기다리던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개봉 당일 조조로 보아야 하고,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앨범은 발매 당일 CD로 구매해버렸다. 새로운 

기술에 천착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나도 오랜 문화 소비 방식의 굳은살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만, 앞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공연을 인터넷으로 감상하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요즘 타이달 마스터즈로 음악을 듣는 시간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나처럼 음질에 대한 아쉬움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멀리했던 열정 어린 애호가에게 타이달 

마스터즈, 그리고 MQA의 일청을 감히 권해보고 싶다.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바로 그 사운드를 듣게 될 

것이다.글 |이현준 오디오 평론가, ‘오디오 매거진’ 대표

MQA 기술을 개발한 메리디언의 창업자 밥 스튜어트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미국 뉴욕 링컨센터

11.20  11.21  

독일 드레스덴 알브레흐츠베르크성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직페라인 브람스홀

12.13 12.15

 Ⓒ Ron Bl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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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이야기에 더해진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2012년에 개봉한 <치코와 

리타>. 사실 이 영화는 2010년 제천국제영화제에 출품되며 이미 입소문을 통해 재즈 

마니아들의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영화의 전편엔 재즈가 흐른다. 영화의 스토리가 

천재 재즈 뮤지션인 치코와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리타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 

당연한 선택이다. 남미의 전통 리듬 위에서 라틴 재즈를 선보이는 주인공은 쿠바의 

재즈 뮤지션 베보 발데스. 그는 쿠바를 배경으로 했던 또 한 편의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멤버들처럼, 혁명 이후 30여 년 동안이나 잊혔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고, 쿠바를 배경으로 사랑과 오해, 회한과 추억을 

다루고 있는 영화 <치코와 리타>의 음악을 맡겼다. 애니메이션의 감독인 페르난도 

투르에바는 온전히 이 영화를 베보 발데스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1948년 쿠바의 아바나를 시작으로 파리와 뉴욕, 할리우드와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는 

방대한 스케일의 볼거리 속에서도 단연 보석처럼 빛나는 장면이 있다. 소박하지만 

사랑스럽고, 그 자체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같이 느껴지는, 리타가 작은 

바에서 ‘베사메무초’를 부르는 장면이다. 치코가 리타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자, 

그녀의 음악적 재능에 호기심을 느껴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출발선이다. 감독인 

페르난도 투르에바와 베보 발데스는 당연히도 이 결정적(!) 장면의 음악을 고민했을 

것이고, 그 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라틴 넘버 ‘베사메무초’가 선택되었다. ‘Kiss me 

much… 내게 많은 키스를 해주세요…’라는 이 낭만적인 곡은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부족함 없이 어울린다. 특히나 리타의 음성을 맡은 리마나 메니시스의 허스키하면서도 

차분히 가라앉은 저음은 수줍은 듯 들리지만, 이미 사랑에 준비된 성숙한 여인의 

매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음성으로 ‘베사메, 베사메무초’가 들려오고, 곧 

치코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두 사람이 곧 사랑에 빠질 

것임을 눈치채게 되기 때문이다.

1940년대의 낭만과 풍광, 재즈로 버무린 인생 이야기

쿠바 혁명 이전의 시간, 그리고 혁명. 격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안타깝게 엇갈려버린 

두 연인의 사랑을 1940년대의 낭만과 아름다운 풍광, 재즈로 그려낸 <치코와 리타>는 

인생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삶은 안쓰럽고, 

쓸쓸하다.

2017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쿠바에 도착했다. 거리를 쏘다니며 다이키리와 

모히토를 마셨다. 나시오날 호텔의 살롱 1930에서 드디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마지막 생존자 오마르 포르투온두의 노래를 들었다. 그러나 나를 잡아끈 

것은 카페와 바에서 노래하는 쿠바의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쿠바 독립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의 ‘콴타나메라’를 부르고, 너무나 익숙한 ‘베사메무초’를 들려주었다. 

럼과 사탕수수 원액으로 만들어진 칵테일을 마시며 1948년의 시간 속에 존재했던 

한 명의 피아니스트와 한 명의 아름다운 가수를 떠올렸다. 치코와 리타. 400년의 

스페인 지배하에서 유럽풍으로 지어진 건축물들. 그리고 1960년의 어딘가에서 시계가 

멎어버린 거리.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가늠할 수 없는 이 기묘한 도시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나는 혹시나 멈춘 시간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리타를 찾아다녔다. 글 |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시간이 멈춰버린 곳에 
남겨진 사랑

<치코와 리타>(2012)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견뎌내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1960년대의 어느 

날로부터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나라. 피델 카스트로는 1953년 몬카다 

병영 공격을 시작으로, 1959년 마침내 아바나에 입성함으로써 혁명을 

성공시킨다. 그러나 이후 쿠바는 그 지리적 요건처럼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섬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자급자족의 원시적(!)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던 쿠바는 혁명의 그날 이후,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통조림에 밀봉된 나라다. 그래서 어쩌면 쿠바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자연, 세계 

최고의 시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음악이 연주되고 춤을 추는 낙천적인 

국민성. 그리고 헤밍웨이의 모히토까지.

COLUMN
음 악 애 호 가  김 씨 ,  극 장 에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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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이 순 열  에 세 이

부디 
편히 쉬소서  주 샤오메이(Zhu Xia Mei).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녀의 바흐처럼 가슴을 울리는 연주는 드물다는 것을.

글|이순열

원로 음악 평론가, 월간 ‘음악동아’(1984-1989) 편집장 역임. 평론집 ‘뜰에는 나무를, 가슴에는 

음악을’ ‘음악, 귀로 마시는 술’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싶은 연주’ 등이 있다. 강한 어조,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평론으로 음악 애호가들의 음악 감상 지평을 넓히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하늘이 어둡지 않으랴. 1908년 토마스 교회에 바흐의 동상이 세워졌다 

한들, 바흐 축제를 마련하고, 주인이 누군지도 확실치 않은 유골을 

바흐랍시고 토마스 교회로 이장했다가 한참 후인 1993년 교회 안 제단 

앞으로 모셨다 한들, 어찌 하늘이, 그리고 우리 가슴이 밝아지랴.

그런데 그 어둡던 라이프치히 하늘에 이변이 일어났다. 2014년 바흐 축제 

기간, 한 검은 머리의 동양 여인이 토마스 교회의 건반 앞에 기도하듯이 

앉아 있을 때였다. 이윽고 건반이 울리는 순간 청중은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수히 들어온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그래서 울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고통을 꿰뚫고 밝아오는 연락의 소리라는 것을.

1966년 중국을 휩쓸던 문화혁명의 광풍은 피아노 연마에 여념이 없었던 

17세 소녀 주 샤오메이(朱晓玫)를 내몽고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내몰았다. 

수용소에서 뚝 떨어진 외양간에 낡은 피아노가 있어 강제노동으로 지친 

몸으로 밤에 남몰래 연습하려 했지만, 쌀쌀한 날씨에 손이 얼어붙어 

난감하기만 했다. 그때 손이 시리면 바흐가 도움이 된다는 스승의 말이 

생각나서 바흐를 연주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뜻밖에도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버렸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는 모든 음악가를 가리지 

않고 연주했던 그녀가 거의 바흐만을 연주하게 된 까닭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누가 물을 가장 절절히 사랑했을까? 탈레스였을까, 바슐라르였을까, 

아니면 슈베르트였을까.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언제나 망설인다. 그런데 

주 샤오메이는 서슴없이 말한다. 바흐라고. 바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으뜸가는 선은 물과 같다)를 갈파한 노자의 길로 그녀를 이끈다. 바흐야말로 

끊임없이 흐르는 개울이 아닌가. 바흐의 음악은 물의 신선함, 물의 

열락, 물의 무한함, 물의 자유로움, 물의 명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심저(心底)에서는 물의 슬픔이 어른거리기도 한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다 카포(Da Capo) 아리아가 긴 여운을 남기면서 

정적 속으로 스러져갈 때, 주 샤오메이도 청중도 음악의 화원에서 

신비로운 꿈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그 꿈에서 깨어난 듯 해일처럼 

밀려오는 박수의 물결 속에서 한 청중이 꽃다발을 안기자, 주 샤오메이는 

그 꽃다발을 안고 제단 앞에 있는 바흐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러자 청중의 

박수도 숨을 죽인다. 

그 정적의 장막이 드리워지는 숭엄한 순간 오열을 억누르고 있는 

주 샤오메이의 묵념이 들리는 듯했다.

편히 쉬소서, 나의 바흐  /  Mein Bach, gute Nacht 

부디 편히 편히 쉬소서   /  Ruhe sanfte, sanfte ruh*  

 *마태수난곡 67, 68번

아, 이제야 라이프치히의 하늘에도 빛이 서린다.

소년 바흐가 도보여행에서 얻은 것은

고아가 된 바흐는 소년 시절 뤼네부르크라는 낯선 고장의 교회 성가대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을 무렵, 전설적인 오르가니스트 라인켄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몇 차례나 함부르크를 오가고는 했다. 150리나 되는 먼 길을 때로는 

허기진 채 터벅터벅 걸어야 했을 소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흐의 전기 작가들은 

측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신비를 외면한 사람들의 헛된 연민일 뿐이다. 마차를 

타고 달렸거나 고속도로로 순식간에 함부르크에 갈 수 있었다면 바흐는 그 

여정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바다 속 깊은 곳의 조개가 달빛을 따려고 바다 표면으로 치솟아 오르듯이 

바흐는 라인켄의 오르간 연주에서 영감을 얻으려는 짙은 염원으로 불붙어 

있었다. 그 염원이 그에게는 헤르메스의 탈라리아(Talaria), 날개 돋친 

샌들이었다. 

우거진 숲 속을 지나 재즐대면서 흐르는 개울, 온갖 꽃이 만발하는 들길을 

따라 탈라리아에 실린 그의 가슴은 춤추면서 날아올랐을 것이다. 때로는 

알라망드로, 때로는 쿠랑트로, 때로는 사라방드로, 때로는 부레로, 때로는 

가보트로. 바흐의 모든 음악은 그때 그 도보여행에서 잉태한 열락의 춤에서 

자란 과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바흐의 도보여행, 그 열락의 춤에 취해 걷고 있자니 어느새 파도가 철썩거리는 

성문 앞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는 엘시노어 성이 음습하고 어둡게 

부각되지만, 성에는 갖가지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으면서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이 성은 덴마트 왕 크리스티안 7세의 왕비 캐롤린 마틸다(1751~1755, 영국 조지 

3세의 여동생)가 스트루엔자와의 추문으로 유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푸른 하늘 가득히 날아오르는 천사들의 노래에 나는 또다시 

솟아오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햄릿이 독칼에 찔려 숨을 거둘 때, 그의 

절친 호레이쇼가 햄릿의 길동무로 함께 날게 했던 그 천사들 말이다.

“편히 쉬시오, 고귀한 왕자여, 

천사들이 하늘 가득히 날아오르면서 그대의 안식을 노래하기를.”

(Good night, sweet prince. And the flights of angels sing thee to thy rest.)

호레이쇼의 그 목멘 기도가 귓전을 울릴 때마다 나는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로 허물어지고는 한다. 그래도 눈물로 얼룩진 그 하늘, 천사들의 노래로 

가득 찬 그 하늘은 언제나 빛으로 충만하다. 

캄캄했던 라이프치히의 하늘, 이제 편히 쉬소서

그런데 라이프치히의 하늘은? 바흐가 27년 동안 음악으로 가득 채우다 숨을 

거둔 토마스 교회의 하늘은? 어느 곳에서도 호레이쇼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하늘은 언제나 캄캄했다. 2014년 바흐 축제 기간에 한 줄기 빛이 서리기까지는.

칸토르로 모시려 했던 텔레만에게서 퇴짜를 맞자, 어쩔 수 없이 바흐를 

선택했던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는 바흐가 그곳에 봉직하던 기간 내내 

감당키 어려운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면서도 별의별 트집을 잡아 급여나 수당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가 죽었을 때, 묘석은커녕 아무런 표지도 없이 

어느 교회 공동묘지 한구석에 내팽개치듯 묻어버렸다 한들 이상할 것도 없다. 

바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894년에 이르러서야 이 무덤 저 무덤 파헤쳐 

바흐의 유골을 확인합네 법석을 떨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다. 어찌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겪는 일이지만 몇 년 전 코펜하겐에서도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어느 식당에서 곁에 앉은 노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몇 마디 오고 가다가 ‘안허슨’을 아느냐고 묻는다.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모르냐고 

다그쳐 묻는다. 모르는 것을 다그친다고 알 리가 없어 그렇다고 우겼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그럼 혹시 ‘인어 공주’는 아느냐고 다시 묻는다. 

그제야 나는 ‘안허슨’이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동화작가임을 눈치 채고 

“아하, 안데르센! 알고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잔뜩 움츠렸던 숨통이 조금 트였고 “맞아요”라고 맞장구를 

치던 그 부인의 얼굴도 환해졌다. 궁지에 몰렸던 고비를 넘기기는 했어도, 

우리가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어 

씁쓸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며칠 후 흐뭇한 일이 생길 줄이야!

코펜하겐을 찾은 터에 <햄릿>의 무대 ‘엘시노어’ 성(城)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엘시노어(Elsinor)란 헬싱외르(Helsingør)의 영어식 표기이고, 

그 도시에 있는 크론보르(Kronborg) 성이 <햄릿>에서는 엘시노어 성으로 

등장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터라, 헬싱외르로 가기 위해 중앙역으로 

향했다.

매표소에 다가가자 매표원이 목적지를 묻는 듯한 눈짓으로 나를 맞이한다. 

‘헬싱외르’라고 말하려다 나는 찔끔했다. 또 안데르센처럼 불통의 장벽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그래서 쥐구멍으로 기어드는 듯한 목소리로 

햄릿을 흉내 내며 중얼거렸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To go, or not to go….)

그랬더니 매표원이 생긋 웃고는 표를 집어 들면서 말했다.

“가야 하고말고.” (Definitely to go.)

한 시간 남짓, 여유작작하게 여러 역을 거치면서 쉬엄쉬엄 달려간 기차가 

종착역에 이르자 그곳이 헬싱외르였다. 엘시노어 궁전이기도 한 크론보르 

성은 시가지의 반대편, 땅 끝 한쪽 저 멀리 바다 위에 황량한 고도처럼 떠 

있다.

마땅한 차편도 없다니 제법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야 할 판이다. 그래도 

자세를 가다듬고 셰익스피어가 사랑했던 ‘아이앰빅 펜타미터(iambic 

pentameter, 약강오보격)’의 우아한 리듬으로 시처럼 걸어볼 요량이었지만, 

겨울철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외딴 성의 적적한 길에서 계속 아이앰빅류만 

고집하기도 버거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멀티 모드의 바흐류로 걸어보기로 

생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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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언 반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줄리언 반스의 이름이 극적으로 한국 출판계의 양지에 나타난 까닭은 그가 

과거에 수상한 맨부커상이 소설가 한강으로 인해 유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번역 출간된 쇼스타코비치의 일생을 다룬 <시간의 소음>이 지금 한국 

문화예술계의 최대 화두인 블랙리스트, 즉 예술과 정치의 불륜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금상첨화로, 때마침 그에게 맨부커상을 안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the Sense of an Ending)가 영화로 개봉됐다. 이렇듯 작품들이 

여러 경로와 계기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독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가 쓴 활자에 머물러 있다. 인터뷰를 싫어하고 사생활 노출을 끔찍하게 

꺼리는 작가의 결벽증 성향 때문에 사실 활자의 주인에 대해 알고 싶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미션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 그는 더욱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문학계에서는 소설가 

이외에 여러 언론사에 문학 관련 리뷰를 쓰는 비평가로 19세기 프랑스 문학,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베르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를 인기 작가의 대열에 

올린 첫 신호탄이 <플로베르의 앵무새>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술계에서는 

푸생 작품에 남다른 식견을 가진 미술 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그의 첫 소설 

<메트로랜드>(1980)가 ‘내셔널 갤러리에 쌍안경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할 만큼 그의 일상은 예술에 온전히 녹아 있다. 모든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음악에 대한 단상과 <시대의 소음>으로 보여준 한 작곡가의 

삶과 음악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은 반스가 상당한 수준의 음악 애호가이기도 

함을 증명한다. 여기에, 어렵지 않지만 오묘한 어휘들을 골라서 쓰는 재능은 

옥스퍼드에서 현대 언어를 전공한 뒤 3년간 옥스퍼드 대사전 편찬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았을 것이다.

일간지에 비평을 정기 기고할 때, 반스의 사교성은 바닥을 쳤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편집 회의에서 그는 늘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유일한 참석자였다. “마치 

소리를 죽인 것(muted)처럼” 존재감 없이 글만 남기는 숫기 없는 작가가 언론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렇다고 그의 사생활이 

베일에 가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가 지난 2008년 작고한 

영국의 전설적인 문학 에이전트 팻 캐바나라는 것을 안다. 그녀가 사망한 지 5년 

만에 반스는 아내와의 삶을 회고하는 에세이를 실은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를 발표했다. ‘삶의 단계’(Levels of Life)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이 

소설집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아내와의 사랑을 잔잔히 찬미한다.

“이제껏 하나인 적이 없었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보라, 

그러면 세상은 변한다. 

사람들이 그 순간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세상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반스가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고 낳은 작품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면, 그의 부모의 죽음이 낳은 회고록은 바로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왜 가족들이 죽고 나서야 반스는 그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일까?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주제는 가족이 아닌 ‘죽음’과 

‘어긋난 기억’이었다. 자살과 어긋난 기억에 관해 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이 

소설의 원제 또한 ‘결말의 예감’(the Sense of an Ending)이다)가 그랬고, 첫 

소설 <메트로랜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는 소년이 등장한다. 

허구의 글자로 다뤄온 죽음이 실제 경험으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찾아오면서 이 작가는 다시금 내면적 성찰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진지하고 순결하게 다룬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와 달리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우아한 

위트와 밉지 않은 냉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신의 문학적 원천과 예술적 감수성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뿌리를 박박 긁어내어 우리에게 공개한다. 프랑스 어 

교사로 학교장까지 지냈던 아버지, 마찬가지로 프랑스 어 교사였고 자신의 감정을 

거리낄 것 없이 표현하던 거침없는 어머니, 그들의 선조이자 <홍당무> 작가로 

유명한 쥘 르나르. 점잖은 지성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죽음과 얽힌 에피소드들을 

묘사하며 그는 자신의 계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덜떨어진 것처럼 

보인’ 가족이라 평했다. 보청기를 끼어야 할 정도로 좋지 못한 청력까지도 조상 쥘 

르나르로부터 받은 유전자 탓이라 핑계를 댄다. ‘명료하고 독선적이며 반대 의견엔 

노골적으로 성마른 반응을 보인’ 어머니는 나약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쥐락펴락 흔든 장본인이었음을 고백한다. 첫 소설 <메트로랜드>를 발표하고 그는 

가족들, 특히 어머니에게 읽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설을 읽은 어머니는 

“이런 ‘폭탄’이 따로 없구나”라며 아들의 사기를 꺾었다. 끝까지 자신의 손톱 

관리를 하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처량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부모의 

죽음을 그리며 반스는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 ‘애증’의 마음으로.

수많은 명작 뒤에 감춰졌던 은밀한 가족의 역사

가족의 죽음 옆에 또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의 일상에 녹아든 

예술가들의 죽음이다. 레퀴엠의 일부인 <진노의 날>을 가장 많이 작곡하며 

죽음에 경도되어 있던 라흐마니노프가 피스타치오를 먹으며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알아듣지 못하고 죽어간 라벨, 사무치게 죽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스탈린의 사회주의 검열이 두려워 은밀하게 현악 사중주에 

숨겨둔 쇼스타코비치,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에밀 졸라. 자신이 수집한 

예술가들이 죽음을 대하던 방식과 부모의 방식을 비교하며, 반스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의지하던 다양한 담론들을 하나하나 건드린다. 종교, 과학, 예술, 

문학까지.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사색의 결론은 따로 없다. 반스 자신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가 수집한 예술가들이 토해놓은 죽음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병렬식으로 열거될 뿐이다. 굳이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학파(죽은 후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믿음)와 에피쿠로스 학파(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의 주장을 결합시킨 ‘죽은 후 우리는 더 낫다고 

느끼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로 요약할 수 있달까. 무거운 죽음의 인식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만인이 공통으로 지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수많은 죽음을 다루면서도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생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작가 이외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존재, 그의 형 덕분이다. 옥스퍼드 

출신의 철학자 조나단 반스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늘 어긋난 반론을 

제기하며 작가의 경로를 방해한다. ‘내 기억에서 유해한 부분이 삭제된 건지, 형의 

기억이 프랑스 혁명을 그린 영화에 감염된 건지’ 헷갈려하는 작가의 사이사이 

독백에서 독자는 추억이 된 죽음의 무게는 실은 그리 무겁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수준임을 실감한다. 계몽주의 철학을 가르쳤던 조나단 반스는 25년 동안 

옥스퍼드 철학 교수로 재직하며 내내 18세기 복장으로 교정을 거닐었던 이색적인 

학자로 유명하다. <홍당무>의 작가 쥘 르나르, 직설 화법을 구사하던 어머니, 늘 

허를 찌르는 엉뚱한 의견으로 반스의 뒤통수를 친 철학자 형까지, 그의 생물학적 

산실이 문학적, 예술적으로도 예사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스가 발표한 모든 

소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허브와 같은 회고록이 바로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글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사진제공 | 다산북스

‘줄리언 반스’라는 이름을 최근 갑자기 

빈번하게 접하며 살짝 위태로움을 느꼈다. 

혼자만 몰래 음미하던 맛집을 들켜버린 

기분이랄까. 그의 책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한국어로 번역되어왔고 상당히 

잘 팔리는 축에 속했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 넘치는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세간의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마 

반스의 감수성이 딱 나와 같은 독자의 

취향에 부응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함께 즐기자고 동네방네 권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만큼의 진중함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기 부담스러운 지적인 속물주의를 

은밀하게 채워주는 것이 반스의 

소설들이다.



30 OCTOBER-DECEMBER 2017 31CLUB BALCONY

Cover Story
이 차 크  펄 만

필자가 이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마주친 아티스트가 바로 이차크 

펄만(Itzhak Perlman)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거리를 지나가는 

펄만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 걸음을 우뚝 멈추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첫째로는, (당시만 해도 1991년 이후로 십여 년이 지나도록 내한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무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차크 펄만이라는 아티스트를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펄만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이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예술 중고등학생들이 각자 공부하는 곡들에 

참고하기 위해 음반을 살 적에 가장 먼저 찾아보는 연주자들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오이스트라흐나 하이페츠 같은 지난 시대의 전설적인 거장들보다는 

동시대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음반을 더 찾아 듣곤 했다. 그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 위치했던 연주자들은 안네-소피 무터, 기돈 크레머, 정경화, 그리고 

이차크 펄만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공부하지만 녹음은 많지 

않은 생상스 3번, 랄로 스페인 교향곡 같은 협주곡은 물론이요, 비에냐프스키나 

사라사테의 테크니컬하고 번뜩이는 소품들까지, 그 어떤 곡을 공부하더라도 펄만의 

레코딩이 없는 레퍼토리가 거의 없는 듯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무터나 크레머, 정경화의 연주를 최소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펄만은 그렇지 못했다. 음반장에 날로 늘어가는 펄만의 

음반들과는 달리 동시대의 연주자로서의 그는 조금 과장하자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펄만의 연주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으니, 수많은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에게 이차크 펄만이란 ‘음반을 들을 수는 있으나 실제 연주는 

볼 수가 없는’, 마치 전설 속의 연주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기에 펄만과 맨해튼의 

길거리에서 처음 마주쳤던 날 느꼈던 묘한 비현실감은 단순히 세계적인 연주자를 

길에서 마주쳤다는 데에서 온 놀라움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펄만이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은 

아마 그 시절 구입했던 어느 음반의 속지 혹은 음악 잡지의 기사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그를 보기 전까진 꽤 오랫동안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펄만의 연주는 자유로웠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커버에 있는 음반을 오디오에 넣는 순간, 펄만은 나비 

날개처럼 가볍게 음악의 선율을 타고 훨훨 날아가버리곤 했던 것이다.

1945년 텔아비브에서 태어난 이차크 펄만은 바이올린을 시작하자마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3세 때 미국의 유명 TV쇼인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면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유튜브에서 ‘Young Itzhak Perlman’을 

검색하면 멘델스존과 바흐를 연주하는 13세의 펄만을 볼 수 있다). 그 후 펄만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이반 갈라미언과 도로시 딜레이라는 최고의 교수들을 

사사하며 1964년 리벤트리트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펄만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이올린 

우리 시대의 부인할 수 없는 전설, 
이차크 펄만 

독주자로서, 실내악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그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두툼한 손등, 따뜻한 성품. 펄만이 만드는 포근한 사운드

잠깐 다시 20여 년 전의 예술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보자.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학생들은 각자 추구하는 연주 스타일이 다른 만큼 선호하는 연주자들도 각자 달랐다. 

하지만 그중 펄만은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모두의 사랑을 받은 연주자였다. 

바꿔 말하면 펄만만을 좋아하는 열렬한 팬은 적었지만 그렇다고 펄만의 해석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고루고루 좋아하고 하나의 기준처럼 삼는 녹음은 

많은 경우 펄만의 것이었다. 펄만의 음반을 듣고 공부하던 많은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그의 ‘숨 쉬는 듯 자연스러운 왼손 테크닉’과 ‘두터운 사운드’에 

매혹되곤 했다. 펄만의 사진이나 연주 영상에선 유달리 두툼한 손등과 손가락이 

눈에 띈다. 작고 좁은 바이올린 지판 위에서 저 크고 두꺼운 네 개의 왼손가락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학생들이 수십 시간을 바쳐 연습해도 겨우 한 프레이즈를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난곡들을 펄만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연주해나간다. 

분명 현란한 테크닉이지만 전혀 부담스럽거나 번쩍거리지 않는, 마치 숨 쉬는 듯한 

자연스러움이다.

그 사운드의 양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마도 펄만의 두툼한 손등일 것이다. 풍만한 

비브라토와 함께 뿜어 나오는 펄만의 두터운 사운드는 음악을 덩어리째 부드럽게 

우리에게 밀어 보낸다. 고작 4줄의 현과 가느다란 활로 만들어낸 소리의 무게와 

부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펄만의 연주가 담겨 있는 음반들을 살펴보면, 그는 독주자나 실내악 연주자로서 

녹음한 수많은 레퍼토리 외에도 영화 <쉰들러 리스트> <게이샤의 추억>에서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주제곡을 연주하거나 장이모 감독의 영화 <히어로>(음악: 탄 둔)의 

바이올린 솔로를 녹음하는 등 꼭 정통 클래식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해오고 있다. 

그렇기에 그가 2006년 제7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무대에서 영화음악상 후보작 다섯 

편의 음악을 메들리로 연주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매혹시킨 것은 전혀 

의외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펄만은 오랫동안 교육자로서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 

1994년부터 펄만은 아내 토비와 함께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펄만 뮤직 

프로그램(PMP)’을 운영하고 있다. PMP에 선발된 젊은 아티스트들은 여름학기 동안 

펄만과 동료 교수들의 레슨을 받고 연주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PMP의 ‘평생 

멘토십’을 통해 펄만으로부터 평생 동안 멘토링과 연주 기회를 제공받는다. PMP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평생 PMP의 가족”이다. 

PMP의 졸업생들은 뉴욕에 위치한 펄만의 자택에 정기적으로 모여 프로페셔널 

연주자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연주하며 펄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펄만의 포근한 사운드는 그의 두툼한 손등 덕분이 아니라 이렇듯 따뜻한 그의 

성품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펄만을 말할 땐 그의 유머 

감각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내한 당시, 추운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대기실로 

돌아온 펄만이 갑자기 말했다. “잇츠 핫(It’s hot)! 잇츠 핫!” 그러더니 피아니스트 로한 

드 실바와 박장대소를 했다. 두 사람이 웃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니 펄만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잇츠 핫’하고 ‘이차악!’ 내 이름! 비슷하잖아!” 

아하! 이 농담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생각나서, 발음이 비슷한 두 개를 

입속으로 말해보며 혼자 웃곤 한다. 그리고 펄만을 떠올린다.

지난 50여 년간 늘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차크 펄만. 그가 

슈베르트의 ‘론도 브릴리언트’와 슈트라우스, 드뷔시의 소나타,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소개하고 연주할 곡들을 가지고 여섯 번째로 한국을 찾는다. 이는 우리 

시대의 전설 이차크 펄만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류보리 음악 칼럼니스트

링컨 센터와 줄리아드 음악원이 있는 뉴욕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사이드(Upper West Side)의 거리를 걷다 보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앞으로 맨 아기띠에 어린 아기를 태우고 산책하는 길 샤함이라든지, 바이올린을 

책가방처럼 메고 청바지 차림으로 작은 델리에서 나오는 조슈아 벨 같은 이들 말이다. 센트럴 파크가 가까운 평화로운 

동네인 어퍼 웨스트사이드에는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살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이나 리허설, 레슨 등을 위해 이 지역을 오고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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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라면 어떤 하루를 보낼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지난 15년간 사이먼 래틀의 하루하루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래틀은 1955년 1월 19일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데니스 래틀은 옥스퍼드 

영문과를 나와 해군 중위로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화물 회사를 경영하다 영어 교사 겸 

음악 교사가 된 사람으로, 집에서는 늘 피아노로 재즈를 연주했다. 음반점을 운영했던 

어머니 역시 연주가 가능한 아마추어 음악인이었다. 아홉 살 많은 누나 수잔은 근육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리버풀 중앙 도서관의 사서가 되었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악보와 음반들을 집에 가져오곤 했다. 래틀은 신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누나가 집에 가져온 쇤베르크나 쇼스타코비치의 악보를 보면서 어린 시절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어린 래틀의 음악 세계는 웬만한 어른 수준 

이상이었던 것이다. 래틀의 부모는 항상 저녁 식사를 7시 30분까지는 마치고 매일 밤 래틀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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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해체하고 모험과 도전으로 완성한 21세기 오케스트라

래틀은 21세기의 지휘자였다. 카라얀 이후 아바도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클래식 음악의 

상업적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베를린 필에 취임한 그는 베를린 필이라는 거함의 

방향타를 돌려 다각도의 항로를 모색했다. 먼저 래틀은 젊은 청중과 음악인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베를린 필의 미래: Zukunft@BPhil’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음악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예술 교육 프로젝트 ‘Rhythm is it!’을 안무가 이스턴 말둠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클래식과 무용 경험이 전무한 학생 250명을 모아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에 

맞춰 무용을 완성하는 등 다채롭고 기발한 프로젝트는 흥미로웠다. 3개월에 걸친 이 공연 

프로젝트는 ‘베를린과 함께 춤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래틀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로 향했다. 일찍이 2008년 악단의 모든 공연을 온라인 공연 

실황 중계로 송출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콘서트홀’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부적으로는 오케스트라에 개별 재단을 설립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자생 능력을 갖추게 했다. 

래틀의 이러한 노력들로 135년 전 창립된 베를린 필하모닉은 급변하는 클래식 음악계의 

지형도와 관계없이 21세기의 오케스트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

래틀은 베를린 필의 전통적 레퍼토리인 말러, 브루크너, 브람스, 베토벤에서 탈피해 초기 

음악, 프랑스 음악, 현대음악을 도입했다. 물론 재즈도 함께였다. 그의 공언대로 베를린 

필의 지평은 점점 넓어졌지만,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아바도로 이어지던 베를린 필 

고유의 색채가 변할 것이란 애호가들의 우려가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래틀은 브람스 

교향곡과 브루크너 교향곡 등 이러한 전통의 레퍼토리 해석에서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뤄내며 그러한 걱정을 얼마간 불식시켰다.

한편으로 래틀은 고음악 오케스트라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하며 연주 

목록을 확장했다. 2004년 BBC 프롬스에서 래틀은 이 악단과 함께 바그너 ‘라인의 

황금’을 오페라 콘체르탄테로 공연했고 이후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등에서 

바그너 악극을 지휘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은 셰익스피어로 시작해 비틀스로 막을 내린 막강한 영국 

문화의 힘을 과시한 장이었다. 사이먼 래틀은 영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등장, 런던 

심포니를 지휘해 반젤리스가 작곡한 영화 ‘불의 전차’ 주제곡을 연주했다. 영국의 

코미디언 로완 앳킨슨은 악단원으로 분해 함께 연주하며 코믹한 장면을 연출했고, ‘불의 

전차’ 중 한 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거머쥔 힘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돈할 줄 아는 지휘자

풍성한 은발 파마머리를 흩날리며 붉어진 얼굴로 악단의 앙상블을 다잡는 사이먼 

래틀. 그는 2018년 여름 베를린 필과 보낸 세월을 마감하는 동시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지난 2013년 베를린 필과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이먼 래틀은 이렇게 말했다.

"2018년, 저는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를 16년째 맡게 됩니다. 2018년에 저는 64세가 

됩니다. 비틀스는 ‘64세가 돼도 그대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할까(Will you still need 

me, when I’m 64)?’하고 노래했습니다. 비틀스의 도시 리버풀 출신인 제게 이 질문은 

필연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베를린 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시기의 결정 발표가 미래의 계획 수립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연주를 계속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베를린 필과의 세월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던가. 자신이 거머쥔 힘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돈할 줄 아는 사이먼 래틀의 뒷모습은 짧지 않은 여운을 남길 것 같다. 후임자인 키릴 

페트렌코는 성향이 정반대라는 점이 재미있다(‘베일에 싸인 지휘자’로 통하는 페트렌코는 

인터뷰도 잘하지 않는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기합을 넣으며 호령할 때 흩날리는 은발. 정열적인 래틀의 지휘 

모습은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21세기 베를린 필의 
방향타를 돌리다
오는 11월 19일과 20일,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내한한다. 지난 15년간, 베를린 필하모닉이 세계 최고 

교향악단이자 전통과 변화에도 유연한 슈퍼스타로 자리해온 

데에는 은발의 수장, 사이먼 래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이 함께하는 마지막 내한공연,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에 음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래틀은 1971년에서 1974년까지 런던의 왕립 아카데미에서 타악기를 전공했고,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뒤 1970년에는 리버풀 신포니아를 설립해 지휘했다. 래틀의 

재능은 20대가 되기 전에 빛을 발했다. 1973년 존 플레이어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이후로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본머스 신포니에타, BBC 스코티시 

오케스트라와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을 수석 객원지휘하며 관록을 쌓았다. 1977년에는 

야나체크의 ‘영리한 암여우’를 지휘하며 글라인드 본 음악제에 최연소로 데뷔했다.

20대 초반부터 이미 유럽 각지의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래틀은 여러 오케스트라의 주요 

포스트 제의를 받았다. 그의 선택지는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이었다. 1980년 25세의 나이로 

그가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 부임하면서(1990년부터는 음악감독) 버밍엄 

시는 공업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변모했다. 당시만 해도 변방의 악단을 누구라도 알 만한 

세계적인 명문으로 도약시킨 것은 래틀의 힘이다.

특히 스케일 크고 엄청난 다이내믹함을 선보이며 종교적 분위기까지 잘 살려 지휘한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음반은 단숨에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래틀은 18년간 

재임한 이후에도 버밍엄 악단과 연주와 녹음을 계속했는데, 1981년 야나체크 ‘글라골 

미사’부터 2006년까지 CD 52장 분량을 녹음했다.

버밍엄 시절 이미 래틀은 광대한 레퍼토리를 자랑했다. 타악기 주자 출신답게 리듬의 

매력을 살린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들을 선호했다.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스트라빈스키, 라벨, 드뷔시, 버르토크, 닐센,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바일, 신빈악파 

작곡가들과 헨체, 존 애덤스, 메시앙, 월튼, 엘가, 본윌리엄스, 그레인저, 터니지, 아데스 등 

기존의 베를린 필 역대 음악감독이 수용했던 범위를 가뿐하게 넘어섰다.

한편 1979년 LA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미국에서 데뷔한 래틀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동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재임했다.

1998년 래틀이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을 떠날 때 영국의 언론들은 그가 보다 큰물로 향할 

것임을 감 잡았다. 1999년 베를린의 터줏대감 다니엘 바렌보임, 카라얀의 제자 마리스 

얀손스를 제치고 사이먼 래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포디엄에 오를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래틀은 2002년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정식 취임했다.

싱글몰트 위스키의 자존심인 맥캘란이 한정 생산한 최고급 빈티지 라인 

파인 앤 레어(Fine&Rare) 컬렉션. 품질에 대한 고집과 장인정신으로 

수백 년간 최고의 위스키만을 만들어온 맥캘란은 

풍성한 은발 머리를 흩날리며 베를린 필하모닉을 진두지휘해온 

지휘자 사이먼 래틀의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서 포디움에 섰던 2002년부터 

래틀의 시대는 변화와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내한하는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며 

전통과 변화에 유연했던 은발의 슈퍼스타, 

사이먼 래틀의 위대한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입유통원 ㈜에드링턴코리아 | 제품문의 02 2140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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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틀은 베를린 필의 전통적 레퍼토리인 

말러, 브루크너, 브람스, 베토벤에서 탈피해 

초기 음악, 프랑스 음악, 현대음악을 도입했다. 

물론 재즈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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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궁금하다

Interview 
디 자 이 너  정 구 호  

전공, 장르, 전문, 분야 등의 단어는 ‘구분’을 위해 쓰는 것들이다. 수많은 정보, 취향으로부터 

구체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잣대다. ‘구분 짓기’는 각 분야의 정체성과 깊이를 다지는 

데에는 좋지만 잘못하면 분리, 경계, 고립, 우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나치게 쪼개지다 

보니 애초의 원류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춤’과 

‘음악’은 하나였다. 미뉴에트, 왈츠, 사라방드, 탱고 등은 음악의 단어이자 춤의 단어다. 

아테네 학당에서는 미술과 건축, 역사와 수학, 음악을 한 스승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경계, 분리, 고립의 형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큰 맥락 안에서 

정반합을 이뤄내는 인물들이 있었다. 디자이너 정구호는 그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미국의 명문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졸업했고, ‘KUHO’ 

‘르베이지’ 등 패션에 관심 많은 이들이 찾는 브랜드의 디자이너이자 성공한 사업가다.

그의 관심사는 의상에서 스크린으로 확대되었다. 영화 <정사>, <황진이>, 영화제에서 

의상상과 미술상을 받은 <스캔들>까지 그가 영화 속에 만들어낸 시각적인 정갈함은 극의 

몰입, 잔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그의 활동 무대는 무대, 극으로 확장됐다.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과 만나면서 

창작무용 <단> <포이즈> <묵향> <향연> <춘상>이 탄생했다. 지난 8월에는 국립오페라단과 

야외오페라를 올렸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한국적으로 각색한 <동백꽃 

아가씨> 연출을 맡은 것이다. 얼핏 고전 무용, 현대 무용, 오페라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인 것 같다. 하지만 무대 위에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한 작품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은 맥락을 같이 한다.

정구호의 행보를 보면 국립단체와의 협업이 많았다. 근 10년간 국립극장은 엄청난 변화와 

시도 끝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던 무게감을 확 줄였다. 그 변화에 정구호도 큰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기색도 없지 않다. 특히 ‘국립’이기 때문에 작품이 미칠 영향력과 

책임을 묻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새로운 시도가 낯설고 경계를 넘어서니 누군가는 

불편하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과거의 문화에 ‘현재’를 접붙이고 소통을 이뤄내야 한다. 

‘트기’는 시대 문화를 반영하여 확대시키고 과거와의 연결성,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 

정구호는 스스로를 가리켜 ‘어차피 야인’이라고 한다. 바꾸려는 자, 바꾸지 않으려는 자, 

어쩌면 그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 겪어야 할 운명이랄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 그만큼 시각에 담아내려는 철학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디자이너 정구호의 시선과 철학이 궁금했다.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모두 무대다
패션 디자이너가 어떻게 무대 연출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 묻고 싶지만, 사람이 옷을 입고 

움직이는 모든 곳이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무대 연출의 출발 지점이 

‘무용’이었던 배경은 뭘까요?

뉴욕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대부분 현대무용가들이었어요. 안은미 씨 무대와 의상을 

담당했던 게 1995년이었고 패션 데뷔는 2년 후인 1997년이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패션보다 

무용 무대 연출을 먼저 시작한 셈이네요.

최근에는 국립오페라단의 야외오페라 연출도 맡으셨죠. 오페라까지 관심사가 확대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숙제를 위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국립극장에서 봤어요. 첫 오페라가 

재밌었죠. 유학 가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한두 편 보러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시즌 티켓을 끊어서 봤어요. 발레, 현대무용도 열심히 보고 연출도 해봤지만 종합예술로는 

오페라가 최고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오페라가 최고인가요? 

오페라는 오케스트라, 노래, 연기, 무용도, 무대, 의상, 연출,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모든 

예술의 종합체잖아요. 발레도 비슷한 포맷이라고 하지만 발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가 

없는 경우도 많죠. 항상 라이브가 아닌 거죠. 반면 오페라는 모든 면에서 ‘생방송’! 그것도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모든 것을, 그 시점에, 단 한 번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오페라 외에는 그런 장르가 없는 거죠.

오페라도 스타일이 다양한데 어떤 오페라를 좋아하시나요?

어릴 땐 <라 보엠>같이 선율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탈리아 오페라가 좋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니벨룽의 반지>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독일 오페라를 좋아하게 됐어요. 

연출의 여지도 많고 큰 구조, 담백함과 그 안에서 밀도 있게 진행되는 하모니가 좋은 거죠. 

사실 ‘구호’ 패션의 브랜드명은 모두 독일어였고, 독일 아티스트에게서 받은 영향이 커요. 

유럽 출장도 이탈리아,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특히 베를린을 찾아갔고요.

그러고 보니 ‘구호’ ‘르베이지’ 등의 패션 브랜드나 무대 의상 모두 단순하고 미니멀적인 요소가 

많던데, 같은 맥락이군요.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장식이 많지 않은 단순함, 

오래 봐도 식상하지 않은 모던 클래식이 질리지 

않아 좋죠.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무척 좋아하고 

그래픽을 할 때에도 헬베티카만 고집했으니까요.

춤, 음악에 의해 움직이다
오페라 연출에 이어 이번엔 첫 무용극 연출입니다. 

무용극도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죠. 음악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무용극 <춘상>의 음악이 궁금합니다. 

음악감독님께 어떤 부분을 주문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춘상>의 안무가 배정혜 선생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악감독님께 ‘영감을 

주는 음악, 나를 춤추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죠. 무용극에서 음악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곡을 해보고 싶지만 그 음악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시간과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죠. 저는 실험적인 것을 좋아해서 

작곡을 하거나 컨템포러리 음악을 쓸 생각도 

있어요. 안무가들은 창작곡을 꺼려합니다. 그 

음악의 ‘불규칙성’은 안무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저는 불규칙을 좋아하지만. 온전히 나만의 작품을 

한다면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오랜 친구 안성수 국립현대무용단장과의 <단>, <포이즈>의 작업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은 나이, 활동 배경, 성격,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전방위 시각을 가진 

예술가라는 면에서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에 매우 민감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의 논의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공연 아이디어를 짜고 그 다음에 음악 얘기를 했죠. <포이즈> 때에는 쇼스타코비치와 

바흐를 제안했어요. 안성수 감독은 스트라빈스키와 말러를 워낙 좋아하는데, <단>에서 

사용한 음악은 바그너였어요. 당시 상영하던 <멜랑꼴리아>라는 아트 영화에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과 비주얼이 좋아 바그너를 선택했고 

거기에 시나위가 얹힌 겁니다. 

안성수 단장만큼 음악에 민감한 사람도 없죠. 박자 하나하나를 쪼개어 그 사이에 움직임을 

촘촘히 채워 넣을 만큼 음악에서 많은 상상력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파워풀하거나 긴 

호흡, 교향악단 구성의 큰 형태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는 단순한 형태를 좋아해요. 악기 

하나로 연주하거나 4중주 규모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필립 글라스’ 같은 미니멀 음악을 

쓰고 싶은데 안성수 단장도 이를 꺼려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관객들이 모던을 어려워해요. 

심지어 <단>도 어려워했어요. 개인적으로 <단>은 무용, 음악, 안무,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었다 생각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재공연을 많이 하지 못해요. 

이럴 때 아쉬운 것이 영상 기록물입니다. 훌륭한 창작극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죠. 해외의 좋은 

기획물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국립극장의 NT live 기획처럼, 국립극장의 창작물도 영상 

기록을 남기거나 레퍼토리 시즌에 재상영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다행히 ‘디지털 국립극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최고의 장비를 들여 국립극장 창작물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춘상>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드레스 

리허설을 통해 클로즈업 장면도 찍고 지미집 카메라까지 들어오니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017년 현대판 춘항전 <춘상>(春想)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르는 <춘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춘향전>을 현재 시점으로 옮겨 온 것이다. 고전의 

재미는 어떤 시대, 어떤 형태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만의 맛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춘상>은 

최고의 한국무용 창작가로 불리는 안무가 배정혜와 

정구호가 만난 작품으로 극 형식의 무용 작품으로는 

첫 번째 연출이다. 세련되고 간결한 의상,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는 이중 무대, 배정혜의 현대적인 

안무로 시공간을 이동한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다. 

사랑의 보편적인 감정을 담은 8개 장면은 음악으로 

공감대를 더한다. 선우정아의 ‘Just Before’, 

정기고의 ‘Hey Bae’, 아이유의 ‘이 지금’, 넬의 ‘stay’, 

그리고 어반자카파까지. 영화 <건축학개론>의 

작곡가 이지수가 극적 상황에 감정을 입힌 음악으로 

재편성해 악극을 완성한다.  

무대 구조가 독특합니다. 2층집 구조에 회전까지 

이뤄지네요. 오페라나 뮤지컬, 연극에서 장면 전환을 

위해 많이 쓰지만 움직임이 많은 무용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극 전환을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쓰려고 

2층집 구조를 만들었어요. 웬만한 안무가들은 

어려워하는데 배 선생님이 과감하게 

허락해주셨어요. 이런 무대라면 실내, 실외, 공항, 

길거리까지 다양한 공간이 나와서 줄거리에 몰입이 

쉽죠. <춘상>은 공연이 반복되면 될수록 더 좋을 

작품이 될 겁니다. 나중엔 관객들이 일어나 같이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연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춘상>을 통해 한국무용의 현재, 지금의 문화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옛것, ‘레트로’는 

찾으면서 지금 현재의 기록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약해요. 그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게 이 무용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무용은 ‘고전무용’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추는 모든 춤을 다 포함하니까요.

<춘향전>에는 사또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학교 졸업 파티가 나옵니다. 부모의 반대 때문에 

누군가 유학을 가게 되고 공항에서 이별하죠. 현재의 기록을 담기 위해서 음악도 현재의 

음악을 썼어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도 <동백꽃 아가씨>라는 우리, 현재의 버전이 있는데 

<춘향전>도 그런 시대 변용이 필요했던 거죠.

<춘상>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은 흑백이거나 모노톤, 옅은 베이지, 옅은 회색 등 색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엔 붉은색이 등장하네요. 무대 위에서의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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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이미지를 위해 ‘오방색’을 골고루 넣지만, 그걸 감추고 제할수록 강조해야 할 것이 

더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옅은 베이지, 옅은 회색이 배경이 되고 마지막에 ‘붉은’ 색을 썼죠. 

붉은색이 갖고 있는 의미, 강렬함은 어떤 색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열, 열정, 죽음, 사랑 

등을 대변하고 상징성을 부여하죠. 공연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붉은색’이 

공연이 끝나도 이 작품을 기억할 수 있는 잔상이 되었으면 해요.

한국적인 아이디어가 갖는 특별함
현재를 배경으로 만든 무대에서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적 상징’ ‘한국적 색채’ ‘한국적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은 ‘한복’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퓨전 음식도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퓨전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의 차이는 ‘뿌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 생각해요. 

기본 뿌리를 잘 두는 것에서 출발해 얼마만큼 ‘단순화’ 시키느냐를 고민하는 거죠.

역시 ‘단순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패션 디자인은 물론 지금까지 의상, 무대 디자인, 연출 

모든 얘기에서 ‘단순화’가 나오고, 심지어 ‘한국적’ ‘현대적’이라는 의미에도 이 단어가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저는 ‘단순화’에서 ‘현대화’를 찾죠. <춘상>은 극상의 단순화를 통해 ‘모던’으로 

갔어요. <묵향> <향연>은 기본 한국 복식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없애고, 과장하면서 

강약을 조절했죠. 한국의 저고리, 치마에 오방색이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한두 개 색으로만 

정리하고, 보이고 싶은 실루엣은 강조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는 달밤의 버드나무, 매화 꽃가지, 날리는 벚꽃 잎이나 병풍, 

문살이에요. 그런 걸 없애고 작더라도 디자인 하나가 전체의 모티프가 될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향연>에서는 ‘술’ 장식이었어요. ‘술’ 장식은 양반, 고급문화를 

판단하는 끝마무리입니다. 부채, 발, 옷고름의 끝단,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도 

보자기 포장 끝에 술을 달았대요. 아이템 하나로 그 공연을 표현하려 했죠.

무대는 예쁘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철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각인된 

부분이 <항연>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을 보는 젊은 관객들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향연> 관객의 60% 이상이 20~30대라니 놀랍죠. 예전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볼 공연이 

아니었을 텐데, 작품 이미지가 퍼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죠. 요즘 거리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전통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전통이 그들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레트로에 대한 로망과 그 접점을 의상과 음악 문화에서 찾는 거죠. 

<묵향>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무대 의상과 비슷한 의상을 갖춰 입고 극장을 찾은 적도 

있었어요. 

국립극장의 대대적인 변신이 전통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화가 점점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극장에서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반응이 좋아 레퍼토리화된 것은 

더 기쁜 일이고요. <향연>을 만들 때, 사람들은 왜 연말연시에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갈까, 연말연시에 볼 수 있는 한국무용은 왜 없을까, 그렇다면 그때 볼 수 있는 한국적인 

레퍼토리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이제는 극장에서 공연만 즐길 게 

아니라 공연 후 뜰 위에서 잔치도 벌이고, 떡 파티도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프론티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사실 단순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창작’이거든요. 옷, 제품, 무대, 뭐든 

간에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작품을 보다가,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동안에도 그다음 

작품을 짜기도 해요. 오페라를 만들면서 <춘상>을, <춘상>을 만들면서 그 다음 작품을 

만들고 있죠.

국립극장은 2017-2018 레퍼토리 시즌의 개막작으로 국립무용단의 <춘상>을 선택했다. 9월 

21일부터 24일 해오름극장에서는 <춘상>을, 11월에는 <묵향>(11.10~12), 그리고 12월에 

<향연>(12.14~17)을 연달아 무대에 올린다. 모두 정구호와 함께 만들어낸 레퍼토리의 

‘재공연’이다. 국립극장의 용기 있는 시도 덕분에 극장은 젊어지고 유연해졌다. 정적이고 

정체되어 있던 공간은 살아났고 친숙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젊은 관객들이 객석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전통과 현재 문화의 소통은 국립극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 | 이지영, 사진 | 국립극장 제공 

“<춘상>을 통해 한국무용의 현재, 

지금의 문화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옛것, ‘레트로’는 찾으면서 

지금 현재의 기록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약해요. 그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게 

이 무용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무용은 ‘고전무용’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추는 모든 춤을 다 포함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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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요 요  마  첼 로  리 사 이 틀

관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연주자
당신은 택시에 첼로를 놓고 내리거나 계단에서 잘 넘어지는 

천진난만한 붕우가 있는가? 요요 마에게 세계 투어는 친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과 같다. 요요 마가 한국을 찾은 지난 열여섯 

번을 돌아보면 아티스트의 인생 여정을 반추할 수 있다.

첼리스트 요요 마는 1980년 결성한 (에마뉘엘)액스-김(영욱) 트리오 멤버들과 짝을 

이뤄 브람스 이중 협주곡(1983, 서울시향), 베토벤 삼중 협주곡(1988, KBS교향악단)을 

연주했다. CBS에서 듀오-트리오 신보가 나오며 한창때의 청년들이 의기투합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던 때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을 서울시향(1995)에 이어 상하이 심포니(2002) 서울 투어에서 

연주한 게 이채롭고, 아이작 스턴이 참가한 서울 갈라 콘서트(1997)에 동참한 것도 특별한 

기억이다. 21세기 대부분의 방한을 실크로드 앙상블(2004, 2010, 2012[3월], 2014, 

2016)에 할애하면서 한국에서 ‘첼로 플레이어’ 요요 마를 볼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요요 마의 본령을 ‘독주회’ 규격으로 볼 수 있던 건 1985년 호암아트홀부터다. 1993, 1995, 

2003, 2005, 2008, 2012[11월]년의 내한공연을 리사이틀로 수행했고, 바흐 무반주(1995, 

2005)를 제외하면 1984/85 시즌부터 여류 건반 주자 캐서린 스토트가 반주를 책임졌다. 

10월 12일 예술의전당 공연도 마찬가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요요 마와 캐서린이 

스트라빈스키 이탈리아 모음곡,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를 함께한다.

스토트는 요요 마(1955년생)보다 세 살 어리다. 영국 랭커셔 태생으로 1978년 미셀 

달베르토가 우승한 리즈 콩쿠르에 5위에 오르며 국제 무대에 선을 보였다. 둘이 처음 

만난 건 1978년 8월 런던이었다. 프롬스를 앞두고 요요 마는 여느 신인들처럼 숙박비를 

아끼려고 갓 결혼한 질 마와 함께 친구 나이젤 케네디의 런던 소재 아파트에 머물렀다.

휴가를 마치고 리즈 대회 직전, 런던에 돌아온 스토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의 차림으로 

연습에 몰두하는 중국인을 발견했다. 스토트는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요요 마의 

첫 마디도 마찬가지였다. 케네디가 방을 내주면서 공간을 공유한 여자친구의 존재를 요요 

마에게 알리지 않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자칫 황당한 만남에 그칠 뻔했지만 요요 마 부부와 스토트-케네디는 절친이 되었다. 점점 

독주회 초청이 늘면서 반주자를 고민하던 남편에게 ‘캐시’(스토트의 애칭)를 추천한 것도 

부인이었다. 요요 마에게 스토트는 비르투오시티와 따스함을 펼칠 온상이다. 스토트에게 

요요 마는 호기심을 공유하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동반자다. 요요 마의 탱고와 오브리가도 

앨범은 미지의 세계를 스토트와 공동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5년 만에 만나는 첼로 리사이틀

파리에서 태어나 네 살에 첼로를 배우고 일곱 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악원에 

들어간 유년의 자취에 대해 요요 마는 “게으르고 규율 없던 시절”로 회고한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인문학을 전공하며 음악 밖의 세계를 접한 때를 인생에서 마주한 첫 

관문이라 밝힌다. 그동안의 악기 수련보다 소중한 경험을 하버드 기숙사에서 체험했다고, 

심리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며 꿈에 열중하는 청년들이 제각각 다른 우주에서 온 500여 

명의 행성 대표 같았다고 한다.

두 번째 전환점은 ‘처음’ 아버지가 되었을 때다. 1983년 아들 니콜러스, 1985년 딸 에밀리의 

보호자가 된 이후 그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 없다”는 현실과 직면했다. 자신이 중심이었던 

삶이 단번에 바뀐 계기였고 “언제 죽어도 두려울 게 없다”던 요요 마와 작별했다. 본인은 

쉰넷이 되서야 공자가 일컬은 ‘불혹’에 들었고, 그제야 인생을 조금 알게 됐다고 했다.

2015년 요요 마가 예순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해 

음반을 발매할 때 찾은 이도 스토트다. 그래서 이번 내한은 요요 마의 인생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걷고 싶은지 그와 지음(知音)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 관객이 엿듣는 

자리다. 연주 때문에 바빠서 가족 생일을 챙기지 못하던 어린 가장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야근 문자를 확인하면서 예술의전당에 앉아 있는 우리들처럼.(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10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한정호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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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넓은 시야, 사운드를 상상해내는 스케일 면에서도 그렇지만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시간조차도 매우 넓고 큰 폭으로 활용하는 음악가라는 생각이다. 

요컨대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시간의 파도를 매우 큰 폭으로 넘는 모습으로 

꾸며져왔다. 알찬 학창 시절을 보내며 굳건한 연주력을 다진 모범생 피아니스트가 윌리엄 

카펠, 리즈,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에서 콩쿠르 킬러의 모습으로 변신하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후 숱한 화제를 뿌리며 29세에 최연소 서울대 교수에 임명되었던 일, 교수로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10년간의 세월을 마감하고 다시 연주자의 길로 들어서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주자와 스승의 역할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들 모두 그녀가 자신의 시간을 독특하게 

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2012년 뉴욕 앨리스 털리 홀에서 전석 매진으로 이루어진 

리사이틀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가로서의 멋진 

세월을 알린 백혜선은 2013년 이후 4년 만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갖는다. 베토벤과 

리스트의 난곡들을 그녀의 스타일대로 과감히 묶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백혜선은 두 10대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 교육과 연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안에 음악이 

있고 음악 안에 엄마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티가 나지 않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그녀가 몇 년마다 내어놓는 ‘대형 뉴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형 여류 피아니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

일상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내실을 쌓는 백혜선이지만, 무대에서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어울리는 피아니스트라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예술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덕목 ‘정중동’을 넘어서 ‘정중대(大)동’의 느낌을 주는 그녀의 선택은 이번 독주회에서 연주할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으로 드러나고 있다.

출판업자인 디아벨리의 아이디어가 낸 효과가 극대화되어 돌아온 고전 시대 말미의 

문제작인 이 거대한 변주곡은 악성의 영감이 빚어낸 마지막 스파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형식의 특성상 소나타보다 자유롭고 즉흥성이 가미된 장대한 변주곡들은 그래서 

연주자에게 짧고 긴 호흡 조절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작곡가의 충동과 연주자의 기질이 

빚어낸 톱니바퀴들의 굴곡을 어떤 방법으로 맞춰나가는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백혜선의 

넉넉한 연주력이 듣는 이들에게 편안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은 분명한 바, 내년부터 시작될 

베토벤 소나타의 전곡 연주를 앞두고 제일 어려운 작품으로 ‘워밍업’을 하는 방법에서 

그녀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후반부의 메인이 될 리스트의 ‘돈 주앙의 회상’ 역시 비르투오소 작품의 최고봉이라 

불리기에 손색없는 난곡이다. 오래되었지만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당시 백혜선이 

연주했던 ‘돈 주앙’은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은사였던 러셀 셔먼조차 소화하기 어려운 

곡이라며 만류했다는 후문이었는데, 그녀는 리스트가 즉흥적으로 풀어낸 모차르트의 

판타지를 화려한 기교와 힘으로 장악하며 청중들의 갈채를 이끌어냈다. 경험과 연륜이 

차곡차곡 첨가된 이번 해석이 더욱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되는 가운데 

베토벤이 만들어낸 음악적 그늘 속에 자리 잡은 리스트의 피아니즘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가 감상의 결정적 포인트다.

대곡들 사이에 있는 두 작곡가의 소품들 역시 이번 공연의 흥미로운 모멘트가 될 전망이다. 

작은 형식 속에 크게 자리한 악성의 순수함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베토벤의 론도 작품 51의 1, 

사랑의 정열을 차분히 다독이는 내재된 아름다움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123번(리스트 작곡), 

말년의 리스트가 만들어낸 인상적 색채가 개성적인 사운드로 나타나는 ‘먹구름’ 등은 상이한 

분위기와 음색 조절이 필요한 작은 난곡들인데, ‘대형 피아니스트’로 불려온 백혜선의 디테일 

조절과 자신만의 시각을 보여줄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주목된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10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음악 칼럼니스트

백혜선이라는 피아니스트, 
그녀만의 존재감이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늘 타협과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시간’이다. 하물며 시간 예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음악가들이 느끼는 시간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음악가는 ‘찰나’를 붙잡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곗바늘을 뚝심과 용기로 차분히 바라보는 자세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바꾸고 고치려 해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연초 새롭게 집어 든 다이어리 한 권과 함께 나도 

모르는 새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는 막연한 격언을 

오늘도 막연히 믿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Preview
백 혜 선  피 아 노  독 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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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바다 건너 독일 베를린에 정착한 한 남자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긴 비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홀가분했고, 보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생활할 

기대에 부풀었다. 더불어 음악가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설렘까지 안은 채 베를린에 온 

남자, 바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다.

음악가도 아니라 화가의 이름을 딴 현악 사중주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눈길을 끌었던 모딜리아니 

콰르텟은 창단 1년 만에 프리츠 필립스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 이후 미국 카네기홀과 

유럽, 일본과 한국을 도는 아시아 투어까지 거침없는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로익 

리오, 비올라에 로랑 마펭, 첼로에 프랑수아 키퍼를 비롯해 2016년부터 새로 영입된 바이올리니스트 

아모리 코이토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딜리아니 콰르텟은 창단 15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현악 사중주단 중 하나다.

한편,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2015년 11월 워너 인터내셔널을 통해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을 

녹음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5년, 그는 쇼팽 앨범을 

발매한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실내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실내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주에 비하면 압박도 덜하고 재미있고 따뜻하고…. 다른 연주자들과 

컬래버레이션 앨범도 내고 싶군요.”

실내악을 사랑하는 다섯 남자의 무대

파리와 베를린에서 온 매력적인 그들이 올겨울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2월 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무대는 

오로지 로베르트 슈만의 음악으로만 구성되었다. 임동혁이 먼저 ‘어린이 정경 Op. 15’을 선보인 후, 

모딜리아니 콰르텟이 ‘현악 사중주 3번 A장조 Op. 41-3’을 연주한다.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준 

전반부가 끝나면 다섯 남자가 함께 꾸미는 ‘피아노 오중주 E♭장조 Op.44’가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모딜리아니 콰르텟은 단원들 모두가 프랑스 SPEDIDAM 재단으로부터 악기를 후원받고 있다. 

1773년산 과다니니와 1734년산 알레산드로 갈리아노, 1660년산 루이지 마리아니, 1706년산 마테오 

고프릴러 등 최고의 악기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다채로운 음색, ‘모딜리아니 사운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무대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한편, 2010년 디토 페스티벌에서 첼리스트 고티에 카퓌송과 함께 슈만의 ‘환상 소곡’을 선보였던 

임동혁의 무대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어린이 정경’과 피아노 오중주를 통해 들려줄 임동혁의 개성 

어린 슈만 해석 역시 결코 놓칠 수 없는 무대다.

1842년, 피아노 오중주를 작곡할 무렵, 서른두 살의 슈만은 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냉철한 

이성으로도 다스릴 수 없었던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 악보 곳곳에 드러나는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리라. 극한을 오가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다섯 명의 젊은이들은 과연 어떻게 표현해낼까? 

냉정과 열정, 그 사이를 아슬아슬 위험하게 줄타기할 그들의 연주를 12월 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동혁&모딜리아니 콰르텟, 12월 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글 | 정주은 음악 칼럼니스트

베를린의 한 남자 
          그리고 
파리의 네 남자 

2003년, 파리 음악원에서 

네 남자가 만났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그들은 학교 

밖에서도 인연을 이어가기로 

하고 사중주단을 결성했다. 

섬세하면서도 과감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추구하던 

파리의 네 남자는 프랑스에서 

활동한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그림에 담긴 

색채와 터치에서 해답을 찾았다. 

바로 모딜리아니 콰르텟의 

시작이었다.

Preview
임 동 혁  &  모 딜 리 아 니  콰 르 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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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Special
< 탱 고  파 이 어 >  쇼 케 이 스  현 장  한 마 디  

지난 9월 16일,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탱고 파이어> 쇼케이스가 있었다. 공연에 출연할 메인 댄서 마르코스 로베르츠와 

로위세 말루셀리,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발레리나 김주원, 피아니스트 조윤성,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까지 참석해  

탱고의 춤과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무대에 선 댄서와 연주자, 그리고 현장을 지켜본 관객들의 한마디를 담았다.

10월, 
탱고 파이어가 기다려진다

Marcos Roberts 
마르코스 로베르츠: 탱고 파이어 댄서

“한국 관객들은 무대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너무 호응을 잘 해주어서 정말 

좋았어요! 10월의 진짜 무대도 기대됩니다.”

Louise Malucelli 
로위세 말루셀리: 탱고 파이어 댄서

“이렇게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의 

탱고라니,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네요. 멋진 

공간에서 제가 사랑하는 춤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김주원 발레리나, 쇼케이스MC

“발레와는 또 다른 탱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댄서 두 분의 밀접한 관계가 춤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현장에 와주신 

관객들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니 정말 남미에 가고 

싶어져요.” 

조윤성 피아니스트, 편곡자, 쇼케이스 통역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살다 온 저에게는 

탱고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탱고 파이어’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섹시하고 멋진 댄서들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지아 바이올리니스트

“탱고를 정말 좋아해서 클래식 무대에서 피아졸라의 

레퍼토리들을 연주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정통 탱고를 보니 또 다른 매력이네요. 

조윤성 선생님과 함께 탱고를 직접 춰본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성민제 더블베이시스트

“연주에 있어서는 피아졸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 제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로 즐겨 찾는 레퍼토리인데요. 

‘진짜 탱고’가 있는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댄서들이 정말 멋지고 섹시해요!” 

현장 관객 온라인 리뷰들에서 발췌

“너무나도 뜨겁고 아찔한 탱고. 탱고도 멋지고, 

연주도 멋지고, 정말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온 오리지널 댄서들은 다르네요. 땀 

흘리며 춤추는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두 명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열 명의 무대는 얼마나 또 멋질지 

기대가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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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에 이어 10년 

만에 내한 무대를 갖는 

탱고 파이어의 무대는 춤과 

음악이 실시간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탱고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초연 이후 전 

세계 무대에서 극찬을 받아온 

탱고 파이어 프로덕션은 

화려한 라인업만으로도 

믿음이 간다.

Preview
탱 고  파 이 어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탄생한 탱고는 치명적이라 할 만큼 

강렬한 매력을 지닌 예술이다. 탱고의 꽃은 단연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춤이다. 

남녀 무용수의 다리가 마치 바닥에 그림을 그려나가듯 움직이는 절도 있는 형식미와 

본능적인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관능미가 공존하는 그 춤 속에는 탱고가 시작되던 

시절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19세기 말 남미의 파리(Paris)로 불렸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극빈층 이민자들이 항구 지역 보카(Boca)로 

모여들면서, 주로 항구의 노동자였던 그들과 가난에 찌든 하층민들이 뒤엉켜 탱고가 

시작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슴 깊이 품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인생 이야기가 강렬한 음악과 춤으로 표현되었다. 탱고가 지닌 자극적이고도 

강한 호소력은 그들의 고독과 우울, 삶의 회한 등 격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탱고에는 다른 장르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반도네온(Bandoneon)이라는 악기가 있다. 탱고를 ‘춤추는 음악’에서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예술적 가치를 높였던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역시 뛰어난 

반도네온 주자였다. 다소 무겁고 어두운 색조를 머금고 탱고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격정적인 비애감을 강렬하게 표현해내는 이 악기는 음악만으로도 탱고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탱고의 근원적인 힘이기도 하다.

10년 만에 내한하는 아르헨티나 최고 탱고 앙상블

최고의 탱고 안무가로 활약해온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헤르만 코르네호(German 

Cornejo)가 연출하는 무대는 이미 세계 언론으로부터 기술적인 능력과 작품의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 그의 안무를 무대 위에서 완성시켜줄 무용수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탱고 파이어 정규 멤버들로 구성된 총 다섯 커플의 무용수들은 

대부분 탱고의 본고장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거나 이 도시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쌓아온 인물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탱고는 보고 

듣는 것 이면의 정서적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예술이다. 탱고 파이어의 무용수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각인시켜줄 수 있는 본토의 정서가 진하게 담긴 무대를 보여줄 것이다.

탱고 파이어 공연의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아르헨티나 탱고의 격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실시간 연주가 함께한다는 점이다. 반도네온을 중심으로 편성된 

푸에고 사중주단(Quarteto Fuego)과 보컬리스트 헤수스 이달고(Jesus Hidalgo)가 

그 주역들이다. 헤수스 이달고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젊은 거장으로 우아함과 깊은 

감성을 겸비한 최고의 탱고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다. 전통과 피아졸라를 넘나드는 

푸에고 사중주단의 연주는 헤수스 이달고의 목소리와 함께 탱고 파이어의 공연을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 무대로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드라마틱한 감정의 흐름을 

선사할 것이다.

탱고는 춤과 음악이 각각의 존재감을 어느 장르보다 뚜렷하고도 강렬하게 드러내는 

예술이다. 춤과 음악 두 가지 면을 모두 만족시켜줄 탱고 파이어의 이번 공연은 

아르헨티나 탱고의 황제로 불렸던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의 명곡들과 새로운 

탱고의 시대를 열었던 피아졸라의 명곡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치듯 탱고의 역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항구의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격정과 관능미를 지닌 예술로 발전해온 

탱고 이야기를 만나는 감동적인 무대를 기대해볼 만하다.(탱고 파이어, 10월 27~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글 | 황윤기 월드뮤직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진행자

탱고, 
그 관능과 격정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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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화려함 속에 

드라마가 담겨 있는 탱고
Q. <탱고 파이어> 공연의 홍보대사로서도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탱고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탱고라는 장르에는 어떤 예술가든 언젠가는 꼭 한번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오래전부터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요.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방송 당시 심사위원 특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토슈즈를 신고 탱고를 췄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탱고는 열정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드라마가 

담겨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아르헨티나에 가서 탱고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네요. <탱고 파이어> 공연을 보고 나면 정말 그곳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웃음).

Q. 발레에도 파드되가 있지만 아무래도 ‘탱고’라고 하면 혼자 출 수 

없다는 점도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이 느끼는 

탱고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탱고를 표현하는 말 중 ‘하나의 심장, 네 개의 다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추는 

듀엣은 한자 ‘사람 人’자처럼, 함께 몸도 마음도 기대고 스며들어야 

진정한 2인무가 되는 거잖아요. 탱고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두 사람의 

교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교감이지만, 지켜보는 관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무대 예술인 탱고로서의 매력 같아요.

Q. 최근 들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맛있는 음식도, 영화도 좋아하지만 저에게는 역시 작품이 우선이에요. 

최근에는 연극 <라 빠르트망>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서는 완전 초보자이기에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동료 배우들과 연출가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늘 몸으로 

소통해왔는데 목소리로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직은 

낯설지만 욕심도 나요. 김주원만의 ‘리자’를 완벽히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Q. 주원 씨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사에는 늘 “꿈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멋지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많이 따라옵니다. 앞으로는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것에 설렘을 느껴요. 앞으로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전할 겁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무용수분들과 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즐겁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존재로서의 꿈 중 하나는… 언제나 선배들이 계셔서 제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역시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큰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글 | 김유나 크레디아 기획팀

운명처럼 다가온 탱고, 
화려함 이면의 매력

‘발레리나 김주원’이라는 수식어로는 이제 부족하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서의 15년 경력을 마무리한 후 

그녀는 이제부터가 정말로 시작이라는 듯이 뮤지컬 <팬텀> 

<컨택트>부터 연극 <라 빠르트망>까지 끝없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 김주원’, 

올가을에는 <탱고 파이어> 홍보대사로서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는 그녀를 만나보았다.

Season’s Special

Q. 위에서 언급된 작품들이 흥미로운데요, 새 작품을 어떤 동기로 선택하시는지, 

혹은 나름대로의 선택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운명처럼 끌리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레가 아닌 다른 예술 

장르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좋은 공부가 되는 작품인가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뮤지컬, 연극, 오페라 같은 장르에 새롭게 도전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온 발레는 종합 예술이기에 자연스레 음악과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발레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나를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저를 보러 오시는 

관객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건 제 춤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무대 밖에서도 TV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김주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도전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떤 걱정이나 기대를 안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순간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때 그때 집중하고 싶은 무언가가 나타나더라고요. 다가오는 것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작품도 사람도 운명처럼 다가오더라.” 당장 관심이 

가고 욕심이 생기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무대 연기나 발성 등 기능적인 부분을 연마한다는 점에서 발레와는 

다르긴 해요. 하지만 작품에 집중하고 고민해서 만들어간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한 발짝씩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해오고 있어요.

< 탱 고  파 이 어 >  홍 보 대 사  김 주 원  인 터 뷰

(주)에스로드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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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 1 2 월  볼  만 한  클 래 식  음 악 회

CLASSIC HIGHLIGHTS

단순히 첼리스트라는 범주에 묶어두기 어려운 세계의 예술가 요요 마(10.12, 

예술의전당)가 올가을 한국 땅을 밟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간 자주 

연주했던 크로스오버 레퍼토리에서 탈피해 정통 러시아 레퍼토리들을 

선정했다. 에마뉘엘 액스와 최상급의 연주를 남긴 바 있는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경력 초기에 자주 연주했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을 들려준다. 요요 마가 가장 빛나던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중견 첼리스트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장 기엔 케라스(10.13~14, 

통영국제음악당, 대전예술의전당)가 대전과 통영에서 각각 공연을 갖는다.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연주자답게 통영의 

프로그램은 쿠르탁과 윤이상, 바흐와 코다이의 무반주 작품들을 선택했으며 

대전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연주한다.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치(10.14, 예술의전당)가 우승 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특유의 서정성과 절제미로 평단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우승 후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그니처 레퍼토리인 쇼팽의 소나타 2번과 

환상곡, 녹턴과 함께 최근 주력하고 있는 바흐와 베토벤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프랑스의 중견 피아니스트 세드리크 티베르기앙(10.19, 금호아트홀)도 한국 

무대에 오른다. 프랑스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대음악 등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연주자로 2년 만의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를 위한 찰라의 환영’, 필립 에르상의 ‘인 블랙’,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줄 예정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11.12, 예술의전당) 역시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벨벳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로 매혹하는 그의 

연주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슈베르트의 ‘론도 브릴리언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올릴 예정이며 이후 

즉흥적으로 무대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연주한다.

러시아 출신의 바흐 스페셜리스트 예브게니 코롤리오프(11.15, 대전예술의전당, 

11.28, 예술의전당)가 내한한다. 현재까지 그가 남긴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동종 

레퍼토리 최고의 연주로 추천되던 음반이다. 대전에서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바흐의 ‘푸가의 기법’ 발췌와 슈베르트의 그랜드 

듀오 등을 아내와 함께 팀을 이룬 듀오 코롤리오프의 연주로 선사한다. 

독보적인 코롤리오프의 피아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드디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공연들이 모여 

있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전 분야를 망라하여 가장 

풍성하고 내실 있는 공연들이 

밀도 높게 달력을 채우고 

있다. 선선해진 날씨만큼 

음악은 한층 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다. 어떤 

공연을 어느 공연장에서 

만날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진다. 가을과 겨울밤을 

아스라이 물들일 이 시대 

우리가 사랑하는 각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볼 시간이다.

진정한 공연의 계절 
가을이 오다

미켈란젤로 현악 사중주단(11.2, 금호아트홀)이 내한 공연을 갖는다.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 첼리스트 프란스 헬메르손이 멤버로 속해 

있는 최상급의 실내악단이다. 하이든 현악 사중주 ‘일출’, 드보르자크 

현악 사중주 제12번 ‘아메리카’를 연주한다.

플루티스트 엠마누엘 파후드와 하피스트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11.18, 

금호아트홀)가 플루트와 하프의 환상적인 마리아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바흐, 모차르트, 슈만, 고베르, 포레, 드뷔시 등의 꿈결 같은 음향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와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11.19, 

예술의전당)가 무대를 갖는다.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하며 

생상스과 라벨, 풀랑크, 타파넬, 거슈윈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조지 크럼의 ‘검은 천사’로 대변되는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 크로노스 

콰르텟(11.21, LG아트센터)이 7년 만에 서울을 찾는다.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검은 천사’는 이들 탄생의 동력이었다. ‘검은 천사’가 

크로노스 콰르텟이고 크로노스 콰르텟이 바로 ‘검은 천사’와 다름없다. 

그런 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검은 천사’를 연주한다. 스티브 

라이히의 ‘Different Trains’을 비롯한 대부분의 레퍼토리가 크로노스 

콰르텟을 위해 작곡되거나 편곡된 작품들이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현대음악 작품인 만큼 많은 애호가들이 무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실내악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벨체아 

콰르텟(12.8~9, 롯데콘서트홀, 대전예술의전당)이 첫 내한을 한다. 

서울에서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20번 ‘태양’, 리게티의 현악 사중주 

1번 ‘야상적 변용’, 그리고 이들의 장기인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3번과 

현악 사중주 17번 ‘대푸가’를 연주하며 대전에서는 하이든의 ‘태양’과 

드보르자크의 ‘아메리카’와 더불어 후반부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의 

실내악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과 함께 멘델스존의 현악 

팔중주를 연주한다.

실내악

악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리사이틀

내밀한 독백에 귀를 기울이다 

오케스트라

음향의 파도에 귀를 기울이다
오케스트라의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10.12, 롯데콘서트홀)가 첫 해외 투어를 갖는다. 지난 

2014년 타계한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뒤를 이어 음악감독이 

된 리카르도 샤이가 이끄는 무대로서 비상설 오케스트라인 

이들을 보는 것은 매우 귀한 경험이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교향곡 8번,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려줄 예정이다. 베를린 필, 빈 필, 런던 심포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등 현재 세계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초특급 연주자들을 오케스트라로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핀란드의 라티 심포니(10.24, 예술의전당)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다. 서울국제음악제의 개막 공연으로 만나게 되는 

이들은 오스모 밴스케, 유카-페카 사라스테, 오코 카무 같은 

최상급의 지휘자들이 음악감독으로 거쳐갔으며 현재는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서울국제음악제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나실인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전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할 예정이며 특별히 동향의 거장 

첼리스트 아르노 노라스가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11.15~16, 롯데콘서트홀)가 새로운 음악감독 

다니엘레 가티의 지휘로 이틀간 서울에서 무대를 갖는다.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지휘자로 각광받고 있는 가티는 이번이 첫 

내한으로 첫날에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첼리스트 

타티아나 바실리예바의 협연으로, 말러 교향곡 4번을 소프라노 

율리아 크라이터와 함께 들려준다. 다음 날엔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사이먼 래틀이 음악감독으로서 이끄는 마지막 내한 공연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공연(11.19~20, 예술의전당)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성공적으로 베를린 필을 이끌었던 래틀의 

에너제틱한 모습을 많은 팬들은 기억할 것이다. 19일에는 

슈트라우스의 ‘돈 후안’, 브람스 교향곡 4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랑랑이 협연한다. 20일에는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외에 래틀이 아시아 투어를 위해 진은숙에게 

위촉한 작품의 초연과 더불어 그의 장기인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키릴 페트렌코 시대를 맞이하기 전 

래틀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매우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유리 시모노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필하모닉(11.22~24,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은 3일간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롯데콘서트홀에서는 1, 

4번을, 예술의전당에서는 각각 2, 5번과 3, 6번을 연주한다. 특히 

초기작인 1~3번의 경우 의외로 듣기 힘든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의 사운드로 들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빈 필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인 

빈 심포니(12.5~7, 예술의전당, 대구콘서트하우스, 

대전예술의전당)도 내한한다. 얼마 전 빈 슈타츠오퍼의 

음악감독으로 내정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필립 조르당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5번,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러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12.12~13, 예술의전당)가 

내한한다. 현재 레퍼토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서릿발 

같은 눈보라를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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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페라계의 가장 빛나는 별 안나 네트렙코와 남편 유시프 

에이바조프(10.9, 예술의전당)가 듀오 공연을 한다. 레퍼토리는 

미정이지만 이들의 존재감만큼 매우 기대가 되는 무대가 아닐 수 없다. 

미하일 타타르니코프가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10.28, 통영국제음악당)도 

오랜만에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이번 무대는 중국의 기타리스트 

쉐페이 양과의 듀오 공연으로 윤이상, 알베니즈, 로시니, 퍼셀, 바흐, 

소르, 라벨, 들리브, 러우수화, 쉬창쥔 같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연주한다. 아름다운 음성과 기타의 애수 어린 선율이 

아름다운 가을밤을 선물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트렙코와 더불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11.21, 예술의전당)가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남편인 베이스 바리톤 니콜라 테스티와 함께 로시니, 구노, 

마이어베어, 베르디, 벨리니 등의 아리아와 중창들로 구성된 갈라 

무대를 선보인다.

코어아카데미 뤼베크(12.2, 통영국제음악당)가 음악감독 롤프 베크의 

지휘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연주한다. 국내에서는 

아마추어 종교 단체 등에 의해 자주 연주되는 편이지만 독일 

프로 합창단의 연주로 듣기는 쉽지 않은 작품이다. TIMF 앙상블과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임선혜 등이 함께한다.

현존하는 최고의 베이스 중 하나인 르네 파페(12.10, 예술의전당)도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바그너 전문 연주자로 아직 레퍼토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그너를 포함한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작품과도 다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온다(10.20~22,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코미셰오퍼 베를린의 <마술피리>는 

극장장 배리 코스키와 영상·연출가 그룹 ‘1927’이 만들어낸 것으로 

무대 세트 대신 무성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과 오페라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공연이다. 코미셰오퍼 베를린 배우들과 합창단,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글 | 노태헌 음악 칼럼니스트

성악-오페라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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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연말까지        
풍성함으로 가득

CREDIA는 ClubBALCONY의 파트너사로서 

ClubBALCONY 유료회원은 CREDIA 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별 할인율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1577-5266 | www.clubbalcony.com 

예매 www.clubbalcony.com

Great Performers!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10.12 예술의전당

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11.12 예술의전당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래식 연주자를 꼽는다면 단연코 요요 마와 이차크 펄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미상을 무려 15회 이상이나 받았고, 미국 자유의 메달 수상자이며, 백악관에서 가장 많이 

연주를 한 클래식 연주자이기도 하다. 클래식 연주자로서 이런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아마도 요요 마와 이차크 펄만의 인

간적이면서도 따뜻한 연주 때문일 것이다. 이 둘이 가을에 한국을 찾는다. 무엇보다도 요요 마의 국내 리사이틀은 5년 만인데다

가 점차 연주 횟수를 줄여가고 있는 이차크 펄만의 공연 역시 놓칠 수 없다. 요요 마는 스트라빈스키,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

프 등 올 러시안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이차크 펄만은 슈트라우스,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연주한다. 슈트라우

스 바이올린 소나타는 펄만이 국내 관객에게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에마뉘엘 액스와 녹음한 70세 기념 앨범에 수록되었다.

대한민국 스타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0.26 예술의전당

임동혁 & 모딜리아니 콰르텟 12.7 성남아트센터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4년 만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그녀가 준비한 레퍼토리는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과 리스트. 

베토벤을 총집대성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벨리 변주곡과 함께 테크닉적으로도 가장 난해한 곡 중의 하나인 모차르트 돈 조

반니의 회상은 돈 조반니 아리아를 하나로 묶은 곡이다. 이번 무대는 음악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백혜선

의 설명처럼, 그녀의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도 백혜선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지켜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고티에 카퓌송, 임지영과의 듀오 무대에 이어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올해 마지막 공연은 모딜리아니 콰르텟과의 연주다. 이탈리아 

화가의 이름을 딴 모딜리아니 콰르텟과 임동혁이 선보일 그림 같은 레퍼토리는 모두 슈만이다. 슈만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인 

어린이 정경과 실내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현악 사중주와 오중주를 연주한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무대

<탱고 파이어> 오리지널 내한 10.27-29 세종문화회관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4 예술의전당

아르헨티나 오리지널 탱고 프러덕션인 <탱고 파이어>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2005년 초연된 <탱고 파이어>는 에든버러 프린

지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았고, 지난 12년간 전 세계 투어를 통해 사람들을 탱고의 매력에 빠지게 했다. 매혹적인 음악과 파격적

인 리듬과 함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탱고의 몸짓을 오리지널 탱고 무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다. 

영원한 스테디셀러, 2009년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전석 매진시켜 온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관객

들을 만난다. 누구나 사랑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유키 구라모토가 직접 편곡한 크리스마스 캐럴 무대는 크리

스마스 콘서트만의 매력!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세계 콩쿠르 무대를 휩쓸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이

번 공연에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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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콰르텟까지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매력과 대가의 

연주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에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줄 

탱고의 매력과 설레는 크리스마스 공연, 

가을부터 연말까지 풍성함이 가득하다. 

어떤 공연을 골라도 후회는 없지만 하나만 

고르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글 | 김효진 크레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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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페셜 콘서트

대한민국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번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많은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문화올림픽의 선두 주자로서 지난달 14회 여름음악제 개막 공연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G-200을 

기념하는 콘서트로 개최했다. 이번 해외 스페셜 콘서트도 문화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로서의 자긍심을 해외에 알리며 글로벌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불어 올림픽 개최지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외 스페셜 콘서트는 11월 20일 미국 워싱턴 D. C. 케네디 센터를 시작으로 11월 21일 뉴욕 링컨 센터, 

12월 13일 독일 드레스덴 알브레흐츠베르크성, 12월 15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브람스 홀에서 

총 네 차례 펼쳐진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출연진

이번 해외 스페셜 콘서트의 프로그램 역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차이콥스키 현악 육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을 비롯해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B장조 Op. 8, 작년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세계 초연된 크리스토퍼 베르그의 페르난도 페소아의 세 개의 시, 그리고 

윤이상의 첼로와 하프를 위한 듀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공연에는 음악제 예술감독 정명화를 비롯하여 바이올리니스트 비비아네 하그너, 토드 필립스, 

김수연, 폴 황, 스티븐 와츠, 비올리스트 아이다 카바피안, 라스 엔더스 톰터, 박경민, 지유 션, 첼리스트 

얀 포글러, 에드워드 애론, 홍은선, 이상은,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다솔, 하피스트 아넬린 레너아츠, 

샤를로테 발체라이트, 소프라노 황수미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글 | 평창대관령음악제

C
u

lt
u

ra
l A

ll
ia

n
ce

s 
&

 S
ta

ge
s

평창대관령음악제 
해외 스페셜 콘서트

티켓 문의 033-240-1360

www.gmm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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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새로운 주제 아래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평창대관령음악제(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오는 

11월과 12월에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프라노황수미

Kavafian_Ida_@Christian_Steiner

손열음ⓒTaeuk Kang

Tomter@Nicki Twang

Vogler@Jim Rakete

정명화 예술감독

Hagner@Timm Koel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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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여름이 애수에 잠기는 

가을, 싱그러운 바다가 

있는 통영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스타 연주자와 세계적인 

악단의 통영 공연들을 

놓치지 마시라!

통영국제음악재단

문의 055-650-0400 | www.TIMF.ORG 

예매 www.clubbalcony.com

2015년 5월. 도이치 그라모폰 음반 데뷔로 주목받고 있던,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무명이던 연주자에게 관객은 깜짝 놀라 열광했다. 피아니스트 주세페 

알바네세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날의 리스트 연주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이번에는 슈만, 드뷔시, 라벨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10월 21일).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페터 루지치카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페터 루지치카 지휘, 스타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협연으로 듣는다. 한국 

음악계의 두 거목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첼리스트 조영창이 브람스 이중 

협주곡을 협연한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가 윤이상의 1970년대를 

대표하는 걸작 ‘무악’을 KBS교향악단이 연주한다(11월 11일).

라인하르트 괴벨과 함께 고음악 앙상블 ‘무지카 안티쿠아 쾰른’에서 활약했던 

건반 연주자,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방대한 음악 전문 사전 ‘MGG’ 집필에 

참여했던 음악학자, 도이치 그라모폰 등에서 녹음한 하프시코드 및 오르간 

음반으로 고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연주자 레온 베르번(Léon 
Berben)의 하프시코드 리사이틀이 통영에서 열린다(11월 26일).

또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결선(11월 4일)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입상자 콘서트(11월 5일)에서는 크리스토프 포펜이 지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경연에 참가한 바이올리니스트 및 입상자와 

협연한다. 글 | 통영국제음악재단 

첼로, 삶이 공명하는 순간 | 장 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10.13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가 내한한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쿠르타그 5개의 소

품, 윤이상 ‘활주’ 등 고전 명곡부터 현대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이번 공연은 탁월한 고음악 연주자이자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단

원 시절 피에르 불레즈 지휘로 리게티 첼로 협주곡을 녹음했던 현대음악 연주자 장 기엔 케라스의 진면목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조수미가 스타 기타리스트를 만나면? | 조수미 & 쉐페이 양

10.28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지난 2015년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함께 내한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기타리스트 쉐페이 양. 그녀가 이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소프라노 조수

미와 함께 통영을 찾는다. 바흐, 퍼셀, 로시니, 라벨, 샤브리에, 알베니스, 빌라로부스, 윤이상과 쉬창쥔(徐昌俊)까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

는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어보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과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기대할 만한 공연.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비니첸코 협연.

마법의 시간이여, 검은 천사를 소환하라! | 크로노스 콰르텟

11.19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세계 최정상의 현대음악 전문 현악 사중주단이 내한한다. 록 밴드 ‘더 후’의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센드가 쓴 곡이나 인도 음악 ‘다드라’를 현악 사

중주로 편곡해 연주하는 등 자유분방한 선곡이 돋보인다. 이번 공연의 클라이맥스는 크로노스 콰르텟의 창단 계기가 되었다는 조지 크럼의 걸작 

‘블랙 엔젤스’가 될 것이다. 전자음향 및 조명과 더불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이 작품을 공연장의 생생한 공기와 함께 감상할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곡인 윤이상 현악 사중주 5번도 빼놓을 수 없다.

거룩한 밤, 우리 가슴을 빛나게 하소서 |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12.2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지난 2014년 ‘카르미나 부라나’로 파란을 일으켰던 독일의 뤼벡 합창 아카데미(지휘: 롤프 베크)가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로 돌아온다. 거장 

시히스발트 카위컨 지휘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음반을 녹음했던 소프라노 임선혜, 헨슬러·카프리치오 등에서 녹음한 음반으로 최근 그래미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알토 루치아 두호뇨바, 최근 베를린 도이체오퍼 데뷔 호평으로 주목받고 있는 테너 파트리크 호르나크, 그리고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과 TIMF앙상블 등이 함께한다.

장 기엔 케라스, 크로노스 콰르텟, 조수미

가을 바다와 함께 즐기는 음악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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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적인 의지로 시대와의 불화를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 영웅들이 있다. KBS교향악단 4분기 

연주회에서는 이들 영웅의 격정과 고뇌, 승리와 패배 그리고 

죽음의 대서사시를 다룬다. 그 음악 속에 깃든 불굴의 의지, 

열광적인 분노와 증오, 파괴적 창조에의 에너지 등은 우리에게 

보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R.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 예술의 

완결편에 해당한다. 교향시로 이룩한 한 위대한 예술가의 

자전적인 일대기는 화려한 음향과 현란한 표현력으로 

채색되어, 낭만주의의 위대한 절정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아련한 황혼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자코모 푸치니는 아름답고 멜랑콜리한 선율로 가득 찬 

오페라 <토스카>를 통해 정치적 격변기 속 예술가들의 삶을 

읽어낸다. ‘영원의 도시’ 로마에서 펼쳐지는 처절한 비극 

속에서 진한 페이소스와 멜랑콜리한 아름다움을 지닌 푸치니 

특유의 선율이 이탈리아 오페라의 깊은 전통에 따라 우아하고 

감상적인 울림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송년 시즌을 장식하는 

대표 레퍼토리다. 고전주의의 규범적 형식 속에서 찬연하게 

타오르던 절대 음악의 긴장된 흐름은 4악장에 이르러 실러의 

‘환희의 송가’와 만나면서 전 인류의 화합과 영원한 자유에의 

의지로 거대한 승화의 과정을 거친다. KBS교향악단이 기획한 

이 특별한 음악들을 통해 일상을 강타하는 격정적인 운명과 

영웅적 의지의 충돌이 빚어내는 장엄한 비극적 감동을 

생생하게 느껴보도록 하자. 글 | KBS교향악단 

제723회 정기연주회 |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 

10.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고전적인 형식미 위에 음울하게 뒤섞인 불협화

음, 날카롭고 어두운 북구 특유의 서정을 더한 작품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베를린에서 초연되었으며, 지금은 북유럽 음악의 대명사이자 바이올린 협

주곡의 기념비적인 명곡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랜만에 내한한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가 이 작품을 협연한다.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 자신이 겪었던 삶의 질곡과 투쟁을 음악 속에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여섯 악장에 걸쳐 영웅과 그의 아내, 영웅의 투쟁과 업적, 고독

과 성취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애수를 자아내는 고아한 바이올린 솔로에서부터 

포효하듯 폭발하는 오케스트라 총주까지, 관현악이 지닌 감각적 표현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도전적인 음악이기도 하다.

제724회 정기연주회 | 로마를 물들인 비련의 사랑

11.2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무대는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의 콘서트 오페라다. 로마의 자유분방한 청

년 화가 마리오 카바라도시(테너)와 이 도시 최고의 프리마 돈나 플로리아 토스카

(소프라노), 거물 정치범 안젤로티, 여기에 흉악한 비밀경찰의 총수 스카르피아 남

작(바리톤)이 빚어내는 비극적 멜로드라마다. 푸치니는 ‘영원의 도시’ 로마에 실재

하는 역사적 장소를 배경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

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아리

아들이 등장하여 그 비장한 멜랑콜리가 깊은 비극적 감동을 자아낸다. 토스카 역

에는 소프라노 예카테리나 메트로바, 카바라도시 역에는 테너 리카르도 마시, 스

카르피아 역에는 바리톤 프랑코 바살로가 출연한다.

제725회 정기연주회 | 인류여, 영원한 환희를 노래하라 

12.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마지막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이다. 이 곡은 고전주

의 교향곡 형식의 완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질서의 개막을 선언하

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주적 질서의 거대한 운행과 인류의 대화합을 노래한 이 기

념비적 교향곡은 서양 예술사의 한 시대를 연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했다. 

“포옹하라, 전 인류여! 온 세상에 그대들의 입맞춤을 전하라!” 베토벤의 숭고한 외

침이 울려 퍼진 지도 200여 년이 되어가지만, 그가 외쳤던 영원한 화합과 인류애

에 대한 갈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듯하다.
문의 02-6099-7400 | www.kbssymphony.org

예매 www.clubbalcony.com | www.interpark.com | www.sac.or.kr

가을과 겨울, 
영웅의 사랑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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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99-1000

www.sejongpac.or.kr

가을은 오페라와 클래식의 낭만이 

무르익는 계절이다. 가을의 풍요를 담은 

명작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젊은 

아티스트들의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부터 

관록 있는 중견 연주자들의 깊이 있는 

대규모 공연까지, 규모와 레퍼토리 모두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성수기인 

만큼 극장 곳곳에서 열리는 무대에 귀 

기울여보자. 

글 | 김지예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이 선보이는 
‘가을의 명작’

클래식 제너레이션 Part 3 ‘유머 & 휴머니티’

10.13 세종 체임버홀

올 한 해 한국이 자랑하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담아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기획 공연 

<클래식 제너레이션>의 세 번째 무대. 무르익는 가을의 무대는 테너 박지민이 꾸민다. 박지민은 빈 국립 오페라 극장 특별상, 

오스트리아의 국제 벨베데레 성악 콩쿠르, 프랑스의 국제 아트송 콩쿠르 1위와 관객상, 그리고 2009년에 스텔라마리스 국

제 성악 콩쿠르 퍼포먼스 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 한국을 대표하

는 가수로 참가한 실력파 성악가이다.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노래해온 테너인 그가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아

리아, 슈트라우스 가곡, 한국 가곡, 무성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하는 네 개의 옴니버스식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시합창단 합창 명곡 시리즈 2_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

10.16 세종 대극장

본디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메시지를 뿌리에 둔 음악인데,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는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소

박한 삶을 일구는 이들의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주로 천사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하이든의 또 다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와는 달리 농부와 사냥꾼들이 주역을 담당하는 작품으로, 종교적 색채보다는 인간다운 친근함이 느껴지는 작품

이다. 서울시합창단이 박은성 지휘자가 이끄는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하며 소프라노 최윤정, 테너 최상호, 베이

스 정록기가 노래한다.

지휘자 김대진과 함께하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11.4 세종 대극장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김대진이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무대를 이끈다. 11월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위

대한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공연에서 지휘봉을 잡게 된 것. 20대의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에그몬트 서곡과 베토벤의 교향

곡 3번 영웅을 연주하고 프랑스 피아니스트 프랑수아 뒤몽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도 협연한다.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를 허문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M>

11.9~11 세종 M씨어터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스페인 민속 음악 파두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재즈를 연주한다. 귀족적인 보이스

의 테너 김세일은 현대무용가 안남근과 장르를 넘어서는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정통 클래식 아

티스트들의 낯설고도 설레는 무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에너지를 느껴보자.

생활 밀착형 코믹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Cosi Fan Tutte)>

11.21~25 세종 M씨어터

어느 시대나 남녀 간의 사랑은 끝없는 이야기의 원천이다.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로 꼽히는 <여자는 다 그래>(Cosi Fan 

Tutte)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바람기를 테스트하는 코믹한 상황을 다뤘다. 1789년 초연 당시에는 부도덕

한 주제라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후대에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법한 소재로 더욱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다. 이

번 무대는 서울시오페라단의 이경재 단장이 원작의 무대인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를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옮겨와 현대적

이고 사실적인 연출로 풀어낸다. 지휘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중인 모차르트 음악 전문가 민정기가 맡았으며, 연주는 고음

악 전문단체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쳄발로는 박지영이 맡는다. 소프라노 이윤정, 김미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방신제, 

테너 진성원, 정재환, 바리톤 정일헌, 김경천, 베이스 김영복, 전태현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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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 
그 마지막 여정

오직 금호아트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장의 특급 내한 공연, 금호아트홀 익스클루시브

11.18 엠마누엘 파후드(Flute),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Harp)

플루트계의 슈퍼스타 엠마누엘 파후드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하피스트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와 함께 금호아트홀에서 듀오 공연을 갖는다. 불

과 22세의 나이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으로 임명되어 화제를 모은 엠마누엘 파후드는 연간 90여 회의 솔로와 실내악 무대, 70여 회의 오

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는 등, 오늘날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플루티스트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파후드와 랑글라메는 바흐와 모차르트, 슈

만에 이르는 고전곡들과 고베르, 드뷔시, 포레 등 프랑스 대표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12.7, 12.14 김다솔 Piano

‘피아노 앞의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며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베토벤의 시간 ’17 ’20> 시리즈로 4년간 금

호아트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대장정에 나선다. 오는 12월 두 번의 공연을 통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 5, 11, 13, 15, 20, 21, 28번을 

연주하며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서 전곡 연주 사이클의 첫 시작을 알린다.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국내 활동의 기반을 탄탄히 다

진 바 있는 김다솔은 2017년 ‘클라비어 콤팍트(Klavier Kompakt)’라는 타이틀로 스위스에서 역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 연주에 임해 본

격 베토벤 탐구에 나선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6번째 내한인 이번 공연은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예술감독으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한국 공연이다.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더해져 클래식 음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내한 일정 중 첫째날인 19일 공연에서는 R. 슈트라우스의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 브람스 교향곡 4번이 연주된다. 중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빈 필, 그리고 베를린 필 협연을 이뤄낸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랑랑이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그간 오케스트라 투어에서 

외부 협연자를 세운 역사가 없었기에 랑랑과의 협연 계획은 최고의 레퍼토리를 최상의 연주자와 선보이고자 하는 

래틀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20일 둘째 날 공연에는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진은숙의 작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이 예정되어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사이먼 래틀의 손꼽히는 베스트 레퍼토리다. 진은숙의 작품은 베를린 

필하모닉이 이번 아시아 투어를 위해 위촉한 곡으로, 본 내한 공연을 통해 한국 초연된다.

글 | 금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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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래틀의 베를린 필하모닉호, 

그 마지막 여정이 오는 

11월 19일(일)과 20일(월) 양일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금호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타이틀 

스폰서로 협찬하는 공연이다. 

2017.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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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아트프로젝트는 2010년 창립하여 소속 아티스트로는 

피아노 박종화・임현정・프레디 켐프・한상일, 바이올린 조진주, 첼로 이상 엔더스, 

플루트 필립 윤트, 리코더 염은초, 바리톤 이응광, 기타 그룹 피에스타가 있다.

문의 02-737-0708 | www.bomarts.co.kr

가을만큼 음악이 고파지는 때도 없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순 

없지만, 아련하고 관조적인 곡조로 소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공연을 소개한다. 

유럽 최고의 플루티스트로 국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필립 윤트와 클라리넷 연주자 역사상 처음으로 데카에서 음반을 

발매한 베를린 필하모닉 최연소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가 만났다. 그리고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 시대 최고의 뮤직 노마드,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한다. 곡의 한 소절 한 소절 멋스러움이 가득한 프랑스 

음악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 그들이 들려주는 프랑스 감성을 

안다미로 느껴보자.
글 | 봄아트프로젝트 

가을 감성 저격! 
최고의 남성 듀오, FORGET PARIS!

가을과 함께 찾아온 프렌치 무드 | 

필립 윤트×오텐잠머 듀오 콘서트 FORGET PARIS

11.19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유럽 최고의 솔로이스트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와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오텐잠머,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생상스, 라벨, 풀랑크 등 진한 프랑스 감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호소력 짙은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목관 악

기의 따뜻한 음색과 감성이 물감처럼 번질 것이다.

백야 - Russian Sonatas from the 1900s | 이강호 & 이민영

12.7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지난 2015년, 2016년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이끈 바 

있는 첼리스트 이강호, 피아니스트 이민영이 이번엔 러시아 작곡가들

의 음악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첼로는 

풍부한 잔향, 따스함, 우울하게 울려 퍼지는 사운드로 슬라브적인 감

정과 러시아인의 운명을 악기 중에서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현

악기이다. 20세기 러시아 음악을 대표할 만한 라흐마니노프, 프로코

피예프, 슈니트케의 첼로와 피아노 소나타들을 통해 러시아 음악이 

어떻게 역사, 정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진화했는지를 연주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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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클래식 연주자라면 
주목해야 할, 

그들을 위해 탄생한 온라인 사이트! 
클래시컬 클라우드 Classical Cloud

10.10 음원 선공개

한국의 유망한 영 아티스트 10인의 개인 소장 미발매 음원을 선공개한다. 자신의 소장 음원을 

공개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의 신청은 c.cloud@classicalnetwork.co.kr을 통해 받는다.

<클럽M> 콘서트

10.19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한국의 재능 있는 영아티스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클래시컬 네트워크 오픈을 기념하는    

<클럽M> 콘서트가 개최된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출신의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

된 클럽M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등의 관현악기 연주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클럽M은 지난 7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창단 연주회

를 통해 새로운 스타 앙상블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비올

리스트 이신규, 오보이스트 고관수,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브루흐의 8개

의 소품, 스트라빈스키의 병사 이야기 모음곡, 거슈윈의 거슈윈 환상곡 등을 현악기와 관악기, 

피아노라는 보기 드문 독특한 조합으로 연주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젠틀 듀오 리사이틀│피아니스트 한상일 &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

2018.3.16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클래시컬 네트워크 라이징 스타에 선정된 첫 번째 아티스트로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인정받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 활발히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의 듀오 무대를 소개한다.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야냐체크, 프랑크라는 유명하고 잘 알

려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를 그들만의 새로움과 특별함을 담아 청중에게 소개한

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졌지만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닮은 두 신사! 피아니스트 한상일

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이 하나의 호흡으로 펼칠 그 첫 번째 무대!

제 2회 영 아티스트 포럼

11.13 <제2회> 코스모스 악기홀

한국의 클래식 연주자들을 위한 포럼인 제1회 <영 아티스트 포럼>이 지난 9월 11일 연주자, 공연 

업계 종사자, 음대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회에 이어 개최되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최우정(서울대 작곡과 교수), 이상민(워너뮤직 코리아 부장), 이강원(크레디

아 팀장, 디토 페스티벌 프로듀서) 등 현재 클래식 공연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첼로 프로젝트 감

독을 맡고 있는 첼리스트 임재성이 모여, 현 상황을 점검하고 영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주요 대상은 10~30대 한국의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이다. 신청은 전화 02-780-5058 / 사이

트 www.classicalnetwork.co.kr로 가능하며, 선착순 150명 참석 가능이다.

생동감이 넘실대던 푸른 기운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 한국 클래식 연주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클래시컬 네트워크 www.classicalnetwork.co.kr 

사이트가 공식 오픈한다(10월 10일). 연주자들의 

프로필, 영상, 음원 등을 모은 DB를 기본으로 

매월 미발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클래시컬 

클라우드(Classical Cloud, 10월 10일 음원 선공개), 

영 아티스트들의 여러 현안을 함께 모여 토론하는 영 

아티스트 포럼(Young Artists Forum, 1차 9월 11일, 

2차 11월 13일), 매달 이달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라이징 스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징 

스타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티스트는 Star Now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무대에 초대받게 된다. 또한, 전문 연주자라면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으며, 미발표 음원도 

클래시컬 클라우드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클래시컬 네트워크는 영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글 | 스테이지원

문의 02-780-5056

예매 contact@classicalnetw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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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CO 송년음악회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특별콘서트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로 빛날 
가을, 겨울 무대

KCO 제157회 정기연주회

10.11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5개 대륙 전역에서 활동 중인 북체코 필하모닉의 상주 지휘자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의 

지휘로 파가니니 콩쿠르를 석권한 중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닝 펑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Op. 6을 연

주할 예정이다. 또한 슈만의 스케르초와 피날레 서곡 Op. 52, 코다이의 ‘갈란타 댄스’와 같은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들과 스나이더의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 한국 초연될 예정이다.

KCO 트로이카 콘서트 16

11.1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고전과 낭만, 현대를 아우르며 화려한 기교와 깊이 있는 음색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바렌보임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5번을 협연한다. 여기에 바흐 모음곡 2번 b단조 BWV1067과 펜데레츠키의 

‘아치를 위한 신포티에타’를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로 진행되는 <홍콩 Korea Festival 

Week>에 초청받아 10월 5일 홍콩 시티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과 함께 연주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5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지휘자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 바이올린 솔로 닝 펑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히 오는 12월 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7 KCO 송년음악회-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에서는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루 지아(Lu Gia)의 지휘에 맞추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와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뜻깊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 대륙을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유아민 송과 함께 꾸려질 본 공연은 특별히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인들의 만남으로서, 활발한 문화 교류의 계기가 될 것이다. 

1965년 서울대 故전봉초 교수에 의해 시작된 서울바로크합주단은 2015년 창단 50주년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 민)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현재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챔버 오케스트라이며 세계적인 거장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예술고문으로 있다. 1999년 파리 유네스코 

회관, 2000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공연을 통해 ‘유엔 공식 평화의 실내악단’으로 지정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국내외 580여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해냈다. 글·사진 |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제공

문의 02-592-5728 | www.kco.or.kr

예매 www.clubbalco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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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제157회정기연주회

R. Schumann - Overture, Scherzo and Finale, Op.52

N. Paganini - Violin Concert No.1 in D Major, Op. 6

D. Schnyder - Concerto for Chamber Orchestra ‘Geneva’ (한국초연)

Z. Kodály – Dances of Galánta

2017. 10.11(수)오후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0 Wednesday, 11st October 2017, Concert Hall at Seoul Arts Center

KOREAN CHAMBER ORCHESTRA 157th SUBSCRIPTION CONCERT 

문의 02-592-5728   www.kco.or.kr Korean.chamber.orchestra   kce1965 Korean chamber orchestra   카카오 옐로아이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주최 (사)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후원

티켓 R석 100,000 | S석 70,000 | A석 50,000 | B석 20,000 | 합창석 6,000 예매                               02-580-1300                    1544-1555 

Music Director 김 민 Min Kim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5개 대륙 전역에서 활동 중인

Guest Conductor 

Charles Olivieri Munroe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

파가니니 콩쿨을 석권한 
중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Violin Solo

Ning Feng
닝 펑

코
리

안
챔

버
오

케
스

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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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베르디_리골레토 Rigoletto

10.19~2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잔혹한 운명의 장난, 최후의 비극을 부른 복수전

국립오페라단은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의 <리골레토>를 선보임으로써, 고전을 뛰어넘는 현대적 재해석이 돋

보이는 또 하나의 걸작을 선사한다. 베르디의 대표작 <리골레토>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오페라 레퍼토리 중 하나이다. 프

랑스 낭만주의 거장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의 환락>을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이 작품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항심으로 가

득 찬 주인공, 어릿광대 리골레토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과 비극적 최후에 대해 다룬다. 베르디의 강렬한 시대고발 정신을 담

고 있는 <리골레토>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귀족사회를 벌하려다 도리어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광대 리골레토의 절망적인 

운명을 다룬 작품이지만 작품 곳곳에 비극적 스토리를 뛰어넘는 아리아가 가득하다. ‘여자의 마음’ ‘그리운 이름이여’ 등 귀에 

익숙한 아리아는 오페라 마니아는 물론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 모두 자연스럽게 극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국립오페라단 <리골레토>에서는 연륜의 마에스트로 알랭 갱갈과 젊은 연출가 알렉산드로 탈레비가 만나 당대 부조리 

사회를 통렬히 비판했던 베르디의 정신을 새롭게 펼쳐낸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선택한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

노 캐슬린 김, 2017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소프라노 제시카 누치오, 세계 정상

의 무대를 누비며 만토바 역을 소화하고 있는 테너 정호윤과 신상근을 비롯하여 세계 무대에서 리골레토 역으로 러브콜을 받

고 있는 바리톤 데비드 체코니, 다비데 다미아니가 합류하여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극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G. 푸치니_라 보엠 La Bohème

12.7~1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의 바이블

국립오페라단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보엠>으로 2017년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라 보엠>은 연말 인기 레퍼토리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다. 허름한 다락방에서 가난하지만 ‘예술’이라

는 이유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청춘, 아픔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재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

어낸다. <라 보엠>이 전 세계인에게서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현실적인 스토리임과 동시에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리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중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가 대표적이다.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모든 이의 공감을 불

러일으키는 스토리로 꾸며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 연인과 함께 공연을 찾는 많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문의 02-580-3500 | www.nationalopera.org 

예매 www.clubbalcony.com

국립오페라단은 베르디가 남긴 

가장 비극적인 오페라 <리골레토>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푸치니 

<라 보엠>으로 2017년 가을을 새롭게 

시작한다. 오페라를 사랑한다면 고전을 

뛰어넘는 참신한 재해석이 돋보이는 

두 편의 오페라바이블을 놓치지 말자!
글 | 전혜진 국립오페라단

오페라를 사랑한다면,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오페라의 바이블

오페라를 사랑한다면,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오페라의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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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오네긴>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확립시킨 푸슈킨(1799~1837)의 운문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자유분방하고 오만한 도시 

귀족 오네긴과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시골 영주의 딸 타티아나의 

어긋난 사랑의 비극을 그렸다. 이 작품은 드라마 발레의 거장 존 크랑코의 

안무로 1965년 세계 초연된 이후 반세기가 넘은 현재 그의 독창성과 천재성을 

대변하는 걸작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 20여 개 발레단의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20세기 드라마 발레의 거장’으로 불리는 존 크랑코(1927~1973)는 독일 발레의 

발전을 견인하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의 안무 스타일은 쉬운 줄거리,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전개, 섬세한 

감정 묘사와 마임, 정형성을 탈피한 놀라운 안무 감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크랑코는 자신의 작품에서 클래식 발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기교와 

무대 세트를 과감히 없애고, 대신 극적인 장치와 풍부한 감정, 깊은 내면 연기를 

담아낸 독무와 2인무(Pas de deux)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러한 연극적 요소는 무언(無言)의 춤이 마치 대사처럼 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 발레를 접한 사람도 발레 마임이나 동작 혹은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존 크랑코는 자신의 명성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재임 

기간(1961~73)에 약 55편의 작품들을 안무했다. 발레 <오네긴>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서정성과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인 동시에 무용수가 표현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순진무구한 소녀 타티아나가 실연의 아픔을 

딛고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오네긴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인정한 후에 직면한 내적 갈등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발레 스타들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강수진, 유니버설발레단의 강예나,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이하 ABT)의 이리나 디보로벤코, 지난 6월 고별 무대를 선사했던 

ABT 발레단의 다이애나 비슈네바 역시 은퇴작으로 <오네긴>을 선택했다.

한편 차이콥스키의 음악도 작품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크랑코는 먼저 발표된 

오페라 <유진 오네긴>의 곡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페라와의 차별화를 위해 그는 

작곡가 쿠르트 하인즈 슈톨제(1926~1970)에게 새로운 발레 음악을 주문했다. 

슈톨제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차이콥스키의 28개 피아노곡을 발췌해 

관현악곡으로 재편집했다. 이 곡은 작품의 로맨틱한 정서와 드라마틱한 극 

전개와 잘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완성곡처럼 관객의 몰입을 주도한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발레단으로서 최초로,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공연권을 획득해 2009년 성공적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역대 드라마 발레 중 최고 버전으로 평가받았으며, 

누적 관객 2만5천여 명을 단번에 사로잡은 바 있다.(11.24~2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글·사진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전 세계 크리스마스의 전령사, 클래식 발레 극강의 아름다움 

12.21~31 유니버설아트센터 

2017년 마지막 시즌을 장식할 크리스마스의 전령사 <호두까기 인형>은 소녀 클라라가 선물로 받은 인형에서 사람으로 변신한 왕자와 함

께 과자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린 발레이다. 이 작품은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콤비 차이콥스키와 프티파가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초연한 후 1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변함없이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ClubBALCONY의 파트너사로서 

ClubBALCONY 유료회원은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별 할인율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070-7124-1737 | www.universalballet.com 

예매 www.clubbalcony.com

존 크랑코의 
천재적 안무가 빛나는 
20세기 최고의 드라마

발레 <오네긴 On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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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라 트라비아타>, 2016년 <카르멘>으로 오페라 제작극장의 존재감을 알려온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바그너의 <탄호이저> 제작으로 과감한 도전에 나선다. 바그너 

오페라는 그동안 긴 공연 시간과 무거운 주제 등으로 국내 무대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다. 특히 국내 제작 프로덕션으로 선보이는 전막 공연은 더욱 드물었다. 성남의 

<탄호이저>는 1979년 국립오페라단의 번안 무대에 이은 38년 만의 국내 제작으로, 

독일어로 선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국내 초연으로 봐도 무방하다. 

성남아트센터의 <탄호이저>는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그너 전문 가수와 지휘자 

등 최상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연출 박상연, 지휘 미카엘 보더, 유럽 주요 극장에서 

탄호이저로 호평받는 로버트 딘 스미스를 비롯, 테너 김석철,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등이 출연한다.

오페라 <탄호이저>는 바르트부르크의 노래 경연 대회와 탄호이저에 관한 독일 전설에 

기초해 바그너가 작곡과 대본을 담당한 전 3막 독일어 오페라로, 순결한 사랑과 관능적 

쾌락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인간의 내면을 담고 있다. 중세 시대 음유 시인이자 기사인 

탄호이저는 관능의 여신 베누스의 동굴, 베누스베르크에서 환락의 생활에 빠졌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교황에게서 버림받지만 결국 연인 엘리자베트의 희생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 

이 작품은 바그너의 명성을 전 유럽에서 확고부동하게 만든 걸작으로 이전의 작품들과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기존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에서 탈피하려 했다. 이전 

작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사용한 각각의 아리아들에 배열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였던 틀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주인공의 독창이 중심이었던 과거 오페라의 전통에서 

탈피해 음악, 연극, 무대, 연출 등이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새로운 형식을 창출했다. 

장면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된다. 극 내용은 아리아나 레치타티보 

때문에 단락별로 끊기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이 무한선율의 진행을 위해 

‘라이트모티브(시도동기)’를 사용했다. 글 | 성남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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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제작극장의 존재감을 살린다

   용서와 구원의 드라마 <탄호이저>
오페라 <탄호이저>

10.26, 28~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탄호이저>에는 귀에 익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다. 서곡, ‘베누스베르

크 음악’과 ‘입당행진곡’ 등의 관현악곡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엘리

자베트의 ‘그대 고귀한 노래의 전당이여!’, 탄호이저의 ‘로마 이야기’, 

볼프람의 ‘저녁별의 노래’ 등의 유명 아리아와 ‘순례자의 합창’ 등 아

름답고 낭만적인 곡들로 명실상부한 바그너 입문 오페라로 불린다.

조수미 콘서트 Winter Fantasy

12.6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신이 내린 목소리’ 세계적인 프리마 돈나 조수미의 무대를 12월에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과 친숙하게 즐길 수 있

는 곡들을 준비, 보다 열정적이고 환상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무대에 함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와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최영선, 최고의 하모니시스트 박종

성이 그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2.21~25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

텔>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시즌 브랜드 공연이다. 훔퍼딩크의 오

페라를 가족 관람에 걸맞은 눈높이로 제작해 동화처럼 환상적인 무

대와 음악을 선사한다.

포르테 디 콰트로 <클라시카>

12.31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상반기 매진 행렬을 이루었던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를 연말 성

남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판 ‘일 디보’ 포르테 디 콰트로와 함께하는 

연말 콘서트로 이번 공연은 클래식 명곡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아름

다운 선율에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옷을 입혀 더욱 진화된 포르테 디 

콰트로만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줄 예정이다.

송구영신 음악회

12.31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17년 마지막 날, 콘서트홀에서는 송구영신 음악회가 열린다. 밤 10

시부터 시작하는 음악회를 감상한 후 극장 밖에서 외치는 새해 카

운트다운, 다채로운 행사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문의 031-783-8000

예매 www.clubbalcony.com 

Tannhäuser
Wilhelm Richard Wagner

2017.10.26/28/29

오페라 탄호이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지휘 / 미카엘 보더 Michael Boder, 연출 / 박상연, 무대미술·의상  / 오윤균, 조명 / 권순엽, 안무 / 이영찬, 영상 / 공하얀마음, 분장 / 구유진, 무대감독 / 이현우

탄호이저 / 로버트 딘 스미스 Robert Dean Smith ∙ 김석철, 엘리자베스 / 서선영, 비너스 / 김선정, 헤르만 / 최승필, 볼프람 / 김재섭, 발터 / 김재일, 비터롤프 / 최영길, 하인리히 / 유기수, 라인마르 / 이진수

오케스트라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단  / 첸트로 오페라 합창단

VIP 22만원, R 15만원, S 8만원, A 5만원, B 2만5천원
www.sn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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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리사이틀

21세기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의 탄생

1인 다역의 변신 귀재, 능수능란한 프리마 돈나

디아나 담라우는 현재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악가이자 금세기 최고의 디바다. 벨칸토 발성의 정수로 

인정받으며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테크닉, 뛰어난 연기력,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한계 없는 레퍼토리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1971년, 독일 귄츠부르크에서 태어난 담라우는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한나 루트비히를 사사한 후 뷔르츠부르크의 마인프랑켄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의 앤첸,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레텔,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의 

아델레, 레하르의 <메리 위도>의 발랑시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의 체르비네타 등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배역을 탁월하게 소화해온 인물이다. 특히 

어렵기로 유명한 체르비네타 역은 전설적인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이후 담라우가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갓 서른을 넘긴 2002년부터 담라우는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역으로 뮌헨 국립오페라, 런던 로열오페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차례로 데뷔했다. 1990년대의 오페라 애호가나 오페라 

관객들은 ‘밤의 여왕’ 역에 소프라노 조수미나 나탈리 드세이를 

떠올렸지만, 2000년대에는 담라우가 곧 ‘밤의 여왕’이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았던 200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마술피리>가 영상물로 출시되자마자 세상은 기괴한 초록빛 

드레스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밤의 여왕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이듬해인 2007년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섰던 담라우는 이해에 

어머니인 밤의 여왕과 그 딸 파미나 역을 모두 노래하며 메트의 

디바가 된다. 2011/12 시즌에는 뮌헨 국립오페라에서 오펜바흐의 

<호프만 이야기>에 출연해 극중 여자 등장인물인 올랑피아, 안토니아, 

줄리에타, 스텔라 역을 모두 혼자 연기했다. 성격이 제각기 다른 이 네 

여성이 결국은 한 여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캐릭터임을 보여주려는 

연출가의 의도를 소화한 것이다.

비올레타로 성공적인 변신

모차르트, 로시니 가수로 출발했던 담라우는 오페라 <가면 

무도회>의 오스카처럼 밝고 가벼운 레제로 배역을 노래했다가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담라우가 주역을 맡은 

드레스덴, 메트의 <리골레토>는 영상으로 출시되었고, 드레스덴의 

<리골레토>로 담라우는 2008년 <오펀벨트>지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성악가’가 되었다.

2013/14년에 담라우는 이제까지 노래한 배역 중 가장 묵직한 

역에 도전했다. 바로 열두 살 때부터 꿈꾸어온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이었다. 소리가 깊어질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던 담라우는 2013년 메트에서 비올레타를 노래했다. ‘완벽하게 

조절된 서정성, 드라마틱한 설득력을 갖춘 연기’ 등의 찬사를 들으며 

밀라노, 런던, 파리, 뉴욕, 뮌헨 등 세계 오페라 극장들을 휩쓸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잘츠부르크, 라 스칼라, 런던의 로열오페라, 

파리오페라극장 등에서 절정의 비올레타를 선보이고 있다.

두 아들을 낳은 담라우는 출산 후 소리가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톤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밤의 여왕 같은 배역 대신 콜로라투라의 기교와 

중저음이 돋보이는 배역에도 잘 어울리는 성악가로 변화하고 있다. 

성악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디아나 담라우의 무대는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

글 | 박세아 코리아아트컴퍼니

이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인 디아나 담라우(Diana Damrau)가 11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번 내한에서는 그녀의 남편이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주역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베이스 바리톤 니콜라 테스테(Nicolas Testé)가 

함께하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를 연주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문의 02-6205-3402 

예매 www.clubbalco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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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

클래식 라인인 Model S Series는 아담하면서도 아름답다. 레퍼런스 시스템 

성능의 80%를 자랑하며, 작은 시스템에서 재생되는 소리는 듣는 이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또 시스템 확장이 쉬운 모듈러 방식과 Atmos 같은 최신 

서라운드 포맷 지원을 통해 하이엔드 홈시어터 구성도 가능하다.

Model C

레퍼런스 시스템인 Model D 

System을 좀 더 작은 크기에 

담아냈다. 결과적으로 왜곡 없이 

원음을 그대로 재생해내는 Model 

D System의 성능을 완벽하게 

이어받았으며, 달라진 것은 

사이즈와 구성뿐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외관과 자유로운 시스템의 

확장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Model D

Model D System의 외관은 

마치 스타인웨이&선스사의 

그랜드피아노를 연상시킨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루어지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동일한 

마감과 수작업, 황금빛을 띠는 

내부 새시, 24K 도금, 170시간이 

넘는 정밀한 제작 및 가공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장인 정신이 

담긴 하나의 예술품과도 같은 

가치를 전한다.

두고두고 듣고 싶은

공연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 연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연주되는 선율이 공연장의 구석구석을 만지고 내 귀로 들어와 마음을 

조몰락거리고는 온몸으로 싹 퍼지는 감동, 그렇게 몰입하여 듣다 보면 단순히 

연주를 ‘듣는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다. 그리고 그런 감동은 단순히 음원의 

재생만으로는 되살아날 수 없다. 재생한 소리에서는 공연을 예매하고 기다리고 

공연장까지 가는 여정과 인터미션에 몰아 쉰 한숨, 공연장 밖의 찬 공기와 커피 한 

모금 등이 싹 빠진다. 온전히 음악만 남는 것이다. 기계와 재생된 음원만이 남았을 

때, 가슴은 다시 차가워진다.

과연 같은 연주에 가슴은 다시 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오디오 서칭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

입맛? 귀맛!

내 입맛은 이래, 이건 내 입맛에 맞아서 등 ‘입맛’이라는 표현은 일상 가운데 흔히 

쓰이지만, 입맛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예민한 귀맛에 대해서는 좀처럼 논하지 

않는다. 다년간 내공이 쌓인 오디오파일, 연주자를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은 본인의 

귀를 만족시키는 사운드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advertorial

소리에 
빠지는 계절

      인간의 뇌는 경이롭다. 넓은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놀이터와 같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가슴으로 느낀 영감이 더해지면 끝을 알 수 없는 

   창의력이 피어난다. 포도는 와인이 되고,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치고,

                                              불을 밝히는 전구에는 손으로 세공한

        크리스털 갓이 씌워져 그 자체로 불빛은 그림이 된다.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도록 만들어왔다.

따라오는 인이어에 익숙하고 마구잡이로 흘러나오는 상업 공간들의 소음 같은 

음악에 무뎌진 귀라면 일단 정화부터 하는 것이 좋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단식을 하듯, 하루 단 30분만이라도 아무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명상하듯이 가만있거나 책을 읽든지 산책을 할 수도 있다. 전화벨도 잠시 

무음으로. 현대 사회, 특히 도시에서 무소음의 한자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찾아야 한다. 소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소리 없는 잠깐은 더 달콤하다.

그리고 나에게 인생 공연으로 남은 음반 한 장을 들고 다시 가슴을 뛰게 할 소리를 

찾아 정처 없이 나선다.

소리를 찾는 계절

인생 음원을 재생할 오디오는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가깝게는 동네 전파사 

어느 구석에나 있을 컴포넌트 시스템. 더 나아가 황학동 골목, 회현 지하상가 

등을 헤매다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오랜 시간을 견딘 무림의 고수들을 만날 

수 있다. 눈 감고도 소리 감별이 가능한 재야의 박사님들은 소리를 찾는 여정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음반을 들고 들어가서 대화를 청해본다. 쌀쌀해진 

가을이라면 따뜻한 캔커피를 권해드려도 좋고.

음악을 가려 듣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 귀에 맞는 소리를 찾아보려 한다고 청하면 

다양한 소리를 울려주실 것이다. 그중 듣다 보면 가슴이 반응하는 소리가 분명 

나타난다.

오래도록 듣고 있는 소리가 있다면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계절이 바뀌고, 내 

기분이 바뀌고, 공기가 변하다 보면 듣던 소리에 가슴이 뛰지 않을 수도 있다. 매일 

같은 식단으로 입맛이 무뎌지듯, 무뎌지게 많이 들어 귀맛을 전보다 잃었다면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완벽한 재생이 어렵기로 유명한 피아노 소리, 그 소리를 말이 필요 없는 레벨로 

재생하고 급기야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 피아노의 이름을 붙여도 좋다는 

허락까지 얻어낸 스타인웨이 링돌프 시스템을 보자. 메이드 인 덴마크 디자인답게 

과장됨 없이 깔끔하다. 모든 제작 공정이 덴마크에서 일일이 이루어진 후 마감을 

8주에 걸쳐 함부르크 소재의 스타인웨이 피아노 공방에서 마무리하는 ‘피아노 

블랙’ 컬러의 시스템은 오디오라기보다는 피아노를 한 대 갖는 느낌에 더 가깝다. 

그만큼 가정에 혹은 공공장소에 들여놓아도 기계가 주는 특유의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진다. 소리를 들어볼까? 덴마크가 자랑하는 오디오 장인 피터 링돌프(Peter 

Lyngdorf) 씨가 스타인웨이 사와 약속했던 대로 군더더기 없는 피아노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기 전까지 완전한 디지털 신호 

체계로 이루어져 최대의 해상도와 스케일을 자랑하며 마지막까지 신호대 잡음 

비율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니 전설의 음반들은 기술을 입고 다시 본래의 소리를 

살려낸다.

Fall in love again

새로운 첨단 시스템이든 잊고 있던 라디오든, 올가을에는 귀를 위한 여행을 하자. 

휴일도 많은 계절이라 한가로이 소리에 집중하기 더없이 좋다. 쌀쌀해진 주말 

아침이면 진공관에 불을 밝혀본다. 오렌지색 불빛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겨울을 이야기한다. 바늘 손상 후 한동안 귀찮아서 방치했던 턴테이블에 바늘을 

새로 찾아 끼우고 사각사각거리는 첫 바퀴를 돌리면 스르륵 눈이 감긴다. 이 

가을의 선곡은 쳇 베이커 ‘I fall in love too easily’.

My heart should be well schooled  내 마음은 이미 배웠어야 하는데

’cause I’ve been fooled in the past  왜냐하면 과거의 난 자꾸 바보가 되곤 했거든

but still I fall in love too easily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랑에 쉽게 빠져

I fall in love too fast.                         나는 사랑에 금세 빠져버려.

음악을 듣기 좋은, 사랑에 빠지기에는 더 좋은, 바야흐로 가을이다.

*기사 제공 및 구매 문의 *

 ODE(ode-audio.com) 

스타인웨이링돌프 청음 문의 02-512-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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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review
2 0 1 7  7 ~ 9 월  공 연  리 뷰

여유로워진 브람스, 
작품과 악기의 
재발견으로 만난 세계
일반적으로 7월부터 9월 시즌에는 공연 횟수와 굵직한 

아티스트 공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좋은 공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공연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진다. 7~9월 시즌의 국내 주요 공연 중 

의미 있는 공연들을 담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도 역시 음악 

칼럼니스트 황장원이 선정한 공연들을 묶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외_젊어진 브람스

7.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난여름에 보았던 공연들 중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공연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 김선욱의 

연주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이번으로 어느덧 네 번째 내한 공연을 치른 만큼 그 면면은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김선욱의 협연은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달랐기에 매우 흥미로웠고 거듭 음미해볼 만했다. 

김선욱은 데뷔 무렵부터 자타공인 ‘브람스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졌다. 그가 스타덤에 오른 

계기였던 2006년 리즈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곡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었고, 학생 

시절부터 나이에 비해 조숙한 성향이 두드러졌던 그의 연주 스타일과 음악성 또한 브람스에 

비견되곤 했다. 그런 김선욱이 약 10년 만에 다시 들고 나타난 브람스인 만큼, 이번 협연은 

한층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진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짐작했었다. 

하지만 김선욱은 (적어도 겉보기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번 협연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콩쿠르 당시의 실황과 비교하면 음색에서는 얼마간 격한 기운이 묻어났고 

울림은 더욱 뜨거웠으며, 빠른 악장들에서는 다소 급하다 싶을 정도로 가쁜 페이스와 

빠른 타이밍으로 몰아쳤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김선욱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젊어진 

듯한 브람스를 들려주었다. 다만 그것이 ‘미숙한 브람스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조금은 성급하고 치기 어린 듯한 모습 이면에 작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자리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가 느린 악장에서 펼쳐 보인 표현들은 

얼마나 차분하고 명징하며 진솔했던가. 그런 그의 연주는 20대 중반 무렵 브람스의 

질풍노도적 외면과 진중한 내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취하고 있었으며, ‘청년 브람스의 

초상’에 대해 치열하게 숙고한 결과물이었다.

≫올리비에 라트리 오르간 독주회
바흐, 림스키 코르사코프 외_오르간 음악의 모든 것

8.3 롯데콘서트홀

지난 8월 19일로 개관 1주년을 넘긴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공연계에 여러모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그중 가장 돋보이는 일면으로 ‘오르간 음악의 대중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국내 오르간 음악계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애호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보다 폭넓은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파이프오르간이 있지만, 언젠가부터 공연장 자체가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오르간 음악의 대중화는 요원할 따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롯데콘서트홀에 설치된 오스트리아 리거(Rieger)사의 파이프오르간은 오르간 

음악에 대한 국내 청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애호층을 확산시키는 데 고무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롯데콘서트홀은 개관 이래 꾸준히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장 기유, 

카메론 카펜터, 웨인 마샬 등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들을 초청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오르간 음악의 성찬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지난 8월 3일에 진행된 

‘올리비에 라트리 오르간 독주회’는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경이로운 공연이었다.

올리비에 라트리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정상의 오르가니스트로 현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상임 오르가니스트이자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찍이 

23세라는 나이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대 최연소 상임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어 

화제를 모았고,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녹음한 메시앙 오르간 작품 전집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다. 라트리의 공연은 ‘오르간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오르간 음악의 교과서’격인 바흐의 신포니아와 코랄로 문을 연 1부는 독일 음악과 

프랑스 음악의 조화로운 배치로 오르간 음악의 구조와 색채, 깊이와 풍미를 고루 맛보게 

해준 시간이었다. 라트리는 멘델스존의 ‘엄격 변주곡’에서 손건반과 발건반에 대한 완벽한 

제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선율적 호흡과 탁월한 순음악적 구성을 펼쳐 보여 경탄을 

자아냈고,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에서는 유려한 음향과 우미한 멜랑콜리를 빚어내 

관객을 감미로운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으며,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에서는 만화경적인 

색채의 스펙터클한 전개로 오르간적 상상력의 극치를 체험하게 해주었다.

하차투리안의 ‘칼의 춤’과 파야의 ‘불의 춤’이라는 두 개의 작은 춤곡으로 출발한 2부는 

한층 열띤 감흥을 선사했다. 드뷔시의 ‘가라앉은 성당’은 더없이 육중하고 광활한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뒤프레의 ‘프렐류드와 푸가’는 오르간 음악 고유의 웅장하고 숭엄한 종교적 

감흥과 희열을 온전히 체감하게 해주었다. 이후에 진행된 ‘즉흥 연주’야말로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했는데, 라트리는 관객이 제시한 악보들 가운데 대조적인 두 가지, 

유장한 찬가풍의 애국가 선율과 짧고 리드미컬한 카카오톡 알람을 테마로 취하여 실로 수준 

높은 즉흥 연주를 펼쳐 보였다. 특히 그 절정부에서 라트리의 유도로 관객들이 애국가를 

제창한 장면은 자못 감동적이었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서울시향_하델리히의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2번_발견의 날

7.2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처럼 주말에 진행된 서울시향의 정기연주회는 미국 출신으로 스위스의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제임스 개피건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그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바그너의 ‘성 금요일의 음악’과 멘델스존의 ‘종교개혁 

교향곡’을 나란히 편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세련된 해석과 능란한 바통 테크닉을 

바탕으로 서울시향에서 탄탄한 사운드와 균형 잡힌 앙상블을 이끌어내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한 독일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였다.

하델리히는 일곱 살 때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촉망받는 영재였지만, 열다섯 

살 때 큰 화재 사고를 당하면서 경력을 마감할 뻔했다. 얼굴과 상반신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른팔이 크게 손상되어 의사로부터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하델리히는 꾸준한 재활 치료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해냈고,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부상했다. 그런 하델리히와 첫 대면한 그날은 한마디로 ‘발견의 날’이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라는 놀라운 바이올리니스트를 발견했고, 그의 연주를 통해서 

난해하기로 유명한 버르토크 협주곡의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했다.

고백하건대, 하델리히의 연주를 듣기 전에는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이 그토록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우며 매혹적인 작품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전까지 필자가 동곡을 

준수한 실연으로 접한 기억은 두 번 정도, 수년 전 고양아람누리에서의 아키코 스와나이와 

올해 교향악 축제 때의 닝 펑이 주인공이었다. 두 사람 모두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고, 

그때에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번만큼 감각과 가슴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그 두 번보다 이번에 필자의 자리가 연주자와 

한결 가까웠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델리히가 무대에 나타났을 때 화상의 흔적이 

역력한 그 외모가 불러일으킨 연민의 정이 어느 정도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연주 스타일과 음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스와나이와 닝 펑은 기본적으로 ‘로맨틱 비르투오소’적인 음색과 스타일을 지닌 연주자들이다. 

덕분에 악곡의 도도한 흐름과 현란한 기교적 패시지들은 장려하고 눈부시게 부각되었지만, 

버르토크 음악 특유의 야성미나 토속적 뉘앙스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세밀함보다 풍부함 

쪽으로 다소 편향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들에 비하면 하델리히는 ‘모던 비르투오소’에 

가깝다는 인상이었다. 첫 악장을 듣는 동안 그의 음색에서 기돈 크레머의 그것을 떠올렸는데, 

그 가늘고 명징한 선, 서늘하고 쌉싸래한 감촉, 그리고 거의 나노 단위로 느껴졌던 세밀하고 

예리한 운궁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런 음색과 운궁으로 요리하니 버르토크 특유의 

미크로코스모스적인 세계가 더없이 생생하고 유기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뿐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도 느껴지던 그 연주에 익숙해질 즈음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그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사뭇 다른 표정과 온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바로 

조금은 수줍은 듯한 표정과 따스하고 속 깊은 서정미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버르토크 

고유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그것과 공명하는 하델리히의 내면의 발현이 아니었나 싶다.

사진제공 빈체로

사진제공 롯데콘서트홀

사진제공 서울시립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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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들이 퍼뜨리는 행복한 에너지, 

이 맛에 
일한다고!
크레디아가 주최하는 ‘파크콘서트’는 

올해로 8년째가 되었다. 수많은 관객과 

함께해온 아티스트들의 면면도 출중하지만, 

특히 가을의 푸른잔디 위에서 만끽한다는 

점에서 이 축제는 이제 사랑받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남녀노소에게서 

사랑받는 소리꾼 장사익, 아이들과 행복한 

저녁을 꿈꾸게 하는 디즈니 콘서트가 무대에 

올랐다.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스태프들은 

야외공연의 특성상 매번 초긴장하게 된다. 

비가 오지 않을까, 진행상 문제는 없을까, 

예측 불허의 수많은 변수를 가정하고 

준비하는 만큼 무사히 끝나면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더 클 터, 이번엔 야외무대의 

뒷모습을 살펴보았다.

# “우리 크레디아 식구덜하고도 한 장 찍어야젯!”

넓디넓은 잔디밭 뒤, 백스테이지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목소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스태프들을 한자리에 모은 장본인, 이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이었다. 스태프 한 명 한 명 앞에 ‘우리’를 붙여 

불러주시던 장사익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 ‘우리’ 장사익 

선생님이 되었다. 그 정과 흥에 모두가 홀딱 반해버린 것이다.

“야! 시끄럿! 빨리 뛰와!”

누가 들으면 종업원 일 시키는 사장님인 줄 알겠으나, 직접 목격한 

내가 진실을 얘기하자면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아들내미(실제로는 

스태프이지만)와 한 장 박고(?) 싶은 우리네 아부지 되시겠다. 

장사익 선생님뿐 아니라 함께 무대를 꾸민 인간문화재 하용부 

선생님, 재즈 1세대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 선생님까지, 깊은 

내공에서 나오는 아우라에 홀리고 툭툭 묻어나는 인간미와 

넘치는 정에 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었다. 요즘 젊은 

아이돌에도 감흥 없던 돌부처 같던 나인데, 그런 나를 이 꽃 같은 

아재 예술인들은 사진 찍을 기회만 엿보게 만들었으니 그 매력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공연 직전과 직후, 다 함께 외친 구호로 내 

기억 속 장사익 파크콘서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인생은 즐겁게! 음악도 즐겁게! 사랑은 아름답게!

# “Nice to see you again!” “How have you been?”

영어 회화 책 속 스크립트가 아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 

무색하리만큼 사랑스럽고 생기발랄한 디즈니 싱어들의 인사와 

목소리는 마치 바다 속 인어공주가, 겨울왕국의 올라프가 화면 

속에서 톡! 튀어나온 듯했다. 동이 트기 전부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다 지쳐 있던 내 얼굴에도 헤벌쭉 세상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디즈니 싱어들이 뿌리고 간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니리라. 그들이 있는 자리엔 늘 웃음꽃이 

핀다.

“꺄!” “꺄르륵!” “꺼이꺼이!”

함께 이동하는 차 안은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웃다 웃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는 광경이 함께했고, 무대 상수와 하수를 뛰어 다녀야 

해서 셔츠가 땀범벅이 되어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눈만 마주치면 

나오는 흥겨운 몸짓에 환한 웃음이 듬뿍 피어올랐다.

“Thank you!” “I love it!!”

디즈니 싱어들의 입을 통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자그마한 모든 

것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들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환상의 디즈니랜드 그 자체였고, 그런 그들이 만든 무대였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 2017 파크콘서트를 마치며

이틀간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장사익 파크콘서트와 

디즈니 인 콘서트. 전혀 다른 색깔의 두 공연, 아티스트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일상에서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는 것. 뒤풀이 자리에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나눈 얘기지만 이 아름다운 예인(藝人)들이 100세가 

되어서도 우리에게 행복한 무대를 선물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글 | 서윤경 크레디아 프로젝트팀

Since 2007. 지난 10년의 여름을 디토와 함께했다. 그 열 번의 여름은 나의 

인생을 통틀어 아마 가장 뜨거운 시절이 될 것이다. 청춘을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이상한 토끼에 이끌려 이상한 나라에 머물게 된 앨리스처럼 그렇게 10년의 

여름을 지나왔다. 그래서일까, 이번 디토의 10주년 <카니발>은 내 청춘의 굿바이 

카니발이기도 했다.

디토의 시작은 꽤 비장했다. 원대한 꿈을 품은 마르코 폴로의 배처럼, 절대반지를 

찾아야만 하는 간절함의 반지원정대 같은. 망망대해의 보이지 않는 저편으로 

향하는 기분이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배에 올랐고 더 많은 선원들이 함께 

갑판에 올라 동태를 살피고 작전을 짜고 뛰고 또 뛰었다. 그 10년의 항해 동안, 

보물섬에도 우주에도 가보았다. 화려한 불꽃놀이에 환호하다 이내 비바람과 만나 

거대한 자연 앞에서 무너져보기도 했다. 짧고도 긴 항해, 달콤하고도 험난했다. 

희로애락의 인생의 단면과 같다고 하면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리고 2017년, 10년을 견뎌온, 지켜온 디토를 축하하기 위한 ‘카니발’이 열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먼지 쌓인 모든 것들의 발굴(?) 

작업을 거쳐, 기획자들의 로망, 디토 박스 세트를 만들었다. 손에 쥐이자마자 

그간 함께했던 연주자와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보냈고 그들은 진정 우리의 

10년에 놀라며 기뻐해주었다.

과거가 있어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이 이어지는 

것 같다. 과거, 용재가 정경화 선생님과 스치듯 나누었다던 그 대화는 현재가 

되었고 또다시 그들은 미래의 순간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린 10년 전의 공연을 

다시 꺼내어 매무새를 예쁘게 다잡아 무대에 올렸고 용재는 기꺼이 이상한 나라의 

친절한 토끼가 되어 깡충깡충 우리를 안내했다.

디토와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이들에게, 나의 청춘에, 또 용재의 청춘에 뜨거운 

키스를 보낸다. 아마도 나는 이 미지의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돌아올게. 아니, 다시 돌아갈게. 안녕. 기다려~.” 
(이상한 나라의 디토의 마지막 대사)

2017년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이상한 나라 디토에서

글 |이강원 디토 프로젝트 프로듀서

backstage report
2 0 1 7  디 토 페 스 티 벌

근 10년간 크레디아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디토 앙상블’을 꼽을 것이다.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했고, 

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하면서 한 번도 클래식 극장 문턱을 

넘지 않았던 관객들이 몰려왔다. 

우리 음악계에서 가장 열악했던 실내악 분야에 

젊은 청중들을 불러들였고, 객석 점유율은 

매번 극장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만들었다. 

이 과업을 위해 무대 뒤에서 지내온 

프로듀서의 10년은 어땠을까?

‘이상한 나라의 디토’에서 
10년을 지나오며

디즈니 오리지널 

싱어들의 퇴장모습

무대 감독님들의 

비호 아래 자전거를 

타고 무대 쪽으로 

이동하는 장사익

이제는 파크콘서트 

전문가가 된 

송부장과 김과장

2017 파크콘서트 2시간 전. 관객 입장은 시작했지만 무대 뒤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 아직 준비 중이다. 청명한 날씨가 공연을 더욱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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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THU) 20:00 SAC 

성민제 더블베이스 리사이틀 with 정한빈

일반석 6만원 

10 9(MON) 20:00 SAC 

안나 네트렙코 ＆ 유시프 에이바조프 슈퍼콘서트

R석 35만원, S석 27만원, A석 19만원, B석 14만원, C석 7만원 

10 12(THU) 20:00 SAC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10 12(THU) 20:00 LOTTE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R석 40만원 S석 30만원, A석 20만원, B석 10만원 

10 12(THU) 20:00 KUMHO 

문태국 Cello 조진주 Violin 선우예권 Piano 

전석 4만원   

10 13(FRI) 19:30 TIMF 

장 기엔 케라스 첼로 리사이틀 

S석 5만원, A석 3만석, B석 2만원 

10 13(FRI)~14(SAT) 20:00 SAC, LOTTE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와 마티아스 괴르네 

R석 12만원석,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10 13(FRI) 20:00 SAC

KBS 교향악단 제723회 정기연주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10 14(SAT) 20:00 SAC  

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 리사이틀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10 19(THU)~22(SUN) SAC 

국립오페라단 <리골레토> 

R석 15만원석,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D석 1만원  

10 19(THU) 20:00 KUMHO 

세드릭 티베르기앵 Piano 

전석 6만원 

10 19(THU) 20:00 SAC 

클래시컬 네트워크 오픈 기념 클럽 M콘서트 

일반석 3만원 

10 20(FRI) 20:00 SAC 

스티븐 허프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 

R석 7만원석,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10 21(SAT) 17:00 TIMF 

주세페 알바네세 피아노 리사이틀 

A석 3만원, B석 2만원 

10 26(THU)~29(SUN) 19:30, 15:00 SNART 

오페라 <탄호이저> 

VIP석 22만원, R석 15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2만5천원  

11 22(WED)~24(FRI) 20:00 LOTTE, SAC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석 22만원,  S석 17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11 28(TUE) 20:00 SAC

연광철 & 김선욱 독일가곡의 밤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11 30(THU) 20:00 LOTTE 

김선욱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12 2(SAT) 17:00 TIMF  

바흐: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R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2 2(SAT) 20:00 LG  

실내악 시리즈 7: 시간의 종말을 위하여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12 7(THU) 20:00 SNART 

임동혁 & 모딜리아니 콰르텟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2 7(THU) 19:00 SEJONG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VIP석 11만원, R석 8.8만원,  S석 6.6만원,  A석 4.4만원, B석 3.3만원 

12 8(FRI) 20:00 LOTTE 

벨체아 콰르텟 첫 내한공연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12 15(FRI) 20:00 SAC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12 20(WED) 20:00 SAC 

경기필하모닉 – 앱솔루트 시리즈 4 <성시연의 베토벤>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12 24(SUN) 19:00 SAC 

2017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12 30(SAT) 20:00 SAC 

KBS 교향악단 제725회 정기연주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10 26(THU) 20:00 KUMHO 

최희연의 프렌치 스쿨(1026)

전석 4만원 

10 26(THU) 20:00 SAC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R석 7만원석, S석 5만원,  A석 3만원 

10 27(FRI)~29(SUN) 20:00, 14:00, 19:00, 17:00 SEJONG 

<탱고 파이어> 오리지널 내한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0 28(SAT) 17:00 TIMF 

조수미&쉐페이 양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합창석 1만원 

11 1(WED) 20:00 SAC

손민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1 

R석 3만원, S석 2만원 

11 1(WED) 20:00 LOTTE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피아노 리사이틀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1 8(WED)~9(THU) 20:00 LOTTE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내한공연 ‘클래식의 위대한 도전’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11 12(SUN) 17:00 SAC 

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11 15(WED)~16(THU) 20:00 LOTTE

다니엘레 가티&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R석 33만원,  S석 27만원,  A석 15만원, B석 7만원 

11 15(WED) 20:00 SAC 

아마데우스 라이브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11 17(FRI) 20:00 SAC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11 18(SAT) 20:00 KUMHO 

엠마누엘 파후드 Flute 마리-피에르 랑글라메 Harp 

전석 8만원 

11 19(SUN), 20(MON) 17:00, 20:00 SAC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R석 45만원,  S석 39만원,  A석 28만원, B석 17만원, C석 7만원  

11 19(SUN) 15:00 TIMF 

크로노스 콰르텟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1 21(TUE) 20:00 SAC 

21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첫 내한공연  

R석 27만원,  S석 22만원,  A석 17만원, B석 11만원, C석 7만원  

What s On 2017 OCTOBER
NOVEMBER
DECEMBER

clubbalcony.com

표기는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할인율입니다.

추가되는 할인 공연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공연일정과 할인율은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LOTTE  롯데콘서트홀

SAC  예술의전당

SNART  성남아트센터

SEJONG  세종문화회관

KUMHO  금호아트홀

LG 엘지아트센터

TONGYEONG 통영국제음악당

Club
BALCONY1577-5266

Violinist  Itzhak Per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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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홍보대사 키리 테 카나와, 브린 터펠, 소냐 욘체바

advertorial

탁월함을 향한 롤렉스의 열정,

세계 문화 예술의 품격을 높이다

스위스의 대표적 워치 메이킹 브랜드인 롤렉스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과 독보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탁월함을 향한 롤렉스의 열정은 시계 

제조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롤렉스의 창업자 한스 빌스도르프의 

뜻을 이어, 롤렉스는 뛰어난 재능의 예술가들과 최고의 

예술 기관 및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40여 년간의 오랜 협력으로 맺어진 롤렉스와 예술계 간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탁월한 성과와 예술의 세계적 발전에 

대한 후원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문의처:

02-2112-1251

클래식부터 현대 대중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후원

롤렉스와 예술계의 인연은 1976년 뉴질랜드 출신의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를 롤렉스 

최초의 문화 홍보대사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후 롤렉스는 오페라를 비롯해 

클래식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폭넓게 

후원하고 있다. 플라시도 도밍고, 체칠리아 바르톨리, 브린 터펠, 요나스 카우프만, 소냐 

욘체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롤렉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 피아니스트 유자 왕 등 

뛰어난 클래식 음악가 및 재즈 가수 마이클 부블레, 시타 연주자 아누슈카 샹카 등 현대 대중 

음악가들도 롤렉스의 홍보대사로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 탁월한 무대를 위한 기관/행사의 후원자로 활약

롤렉스는 예술가들이 탁월한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최고의 무대들을 후원해왔다. 

18세기 후반부터 클래식 음악의 번성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극장인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수 세기에 걸쳐 세계 최고의 무대로 인정받고 있는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을 배출해온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등과 롤렉스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식 시계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은 클래식 음악으로도 이어져, 명성 높은 클래식 이벤트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오랜 세월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지켜온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후원하고 

있다.

인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신예 예술가 적극 후원

롤렉스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롤렉스의 홍보대사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창립한 국제 성악 콩쿠르 오페랄리아, 젊은 

예술가들이 같은 분야의 거장과 1대1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여 1년간 창조적인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이다. 특히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는 2002년부터 격년제로 운영되며 무용, 영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건축의 총 7개 부문에서 선정된 신예 예술가들을 지원해왔다. 2016-2017년에는 제8기 

프로그램의 프로테제들이 멘토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더욱 주목받는 예술가로 성장 중이다.

롤렉스, 독보적인 문화 예술 후원사로서의 자리매김

최고 성능을 지향하는 롤렉스의 열정은 이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롤렉스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문화 예술 후원사로서 전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 일조하고, 예술계 전반에 거쳐 탁월한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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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과도 같은 게임

사랑의 수호신 큐피드(Cupid)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수수께끼와도 

같은 포즈를 취합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Venus)의 매력적인 아들인 

큐피드는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다양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의미를 지닌 주얼리의 

가치에 의미를 충실히 부여한 이 작품은 착용자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영원히 재발견되는 기억과 보물 혹은 경이로운 

보물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이나 손가락 끝을 어루만지면 입구가 열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시그니처로 탄생시킨 반클리프 아펠의 이번 테마는 착용자에게 

즐거우면서도 독창적인 탐험을 선사합니다. 숨겨진 메세지와 미로부터 

글자를 조합하는 수수께끼 그리고 생각지 못한 변형에 이르기까지 메종은 

모든 창의력을 동원하여 감정의 표현을 묘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한 영감의 

원천을 자연 그리고 사랑과 행운의 상징으로 그린 백여 개의 조각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만남인 비밀의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짝거리는 잎은 행운의 상징인 무당벌레의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미스터리 세팅 기법으로 감싼 비둘기는 애정 어린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메종이 만들어내는 스톤의 언어는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밝은 컬러에서 

부드러운 색조에 이르는 컬러까지 무한한 팔레트를 선사합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버마 루비 28개가 장식된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와 부드러운 

퍼플 사파이어가 장식된 메세지 데 일혼델(Message des Hirondelles) 

네크리스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룬(Lune) 링에서는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블랙 오닉스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번갈아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본 컬렉션은 작품에 유쾌한 정신을 반영하여 하이 주얼리의 예술에 

다시 한 번 마법을 걸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비밀의 예술

메종의 워크샵의 한 가지 철학이 있다면, 아름다움이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작업대 위에서 공들인 시간과 노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움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메종의 장인들의 바람을 

지극히 반영하여 ‘Le Secret’ 컬렉션은 풍부한 기술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어루만지게 되는 인그레이빙, 비밀스럽게 숨겨지는 메커니즘 혹은 알아채기 

어려운 변형 가능한 주얼리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얼리 장인 맹 도르(Mains d’Or™, 황금손)의 탁월한 기교로 작품의 

중심에 자리 잡은 수많은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플뢰르 블루 링의 상단 

부분을 회전시키면 골드에 인그레이빙된 “사랑 없는 삶은 해가 들지 않아 

꽃들이 죽어버린 정원과 같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명언이 

나타납니다. 본 작품은 이처럼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같이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독창성, 

정확성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마르게리트 다무르 클립의 꽃잎을 

손가락으로 당기면 메세지가 보입니다. 당뗄시크레트 브레이슬릿은 

오픈워크 세공으로 만들어진 플레이트 위의 오닉스가 마더 오브 펄로 

변형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클립에서부터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네크리스에 이르기까지 변형 가능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메종의 전통을 

이어, 한 곳에 여러 스톤을 담아낸 세라피타 링이 탄생했습니다. 이 세라피타 

링은 다이아몬드에 16.46 캐럿의 사파이어를 세팅한 링과 퍼플 사파이어가 

세팅된 링 2피스를 각각 중앙에 번갈아가며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진귀함이 한데 모여 변형의 예술을 절정에 이르도록 합니다.

특별하면서도 다양하고, 
비밀을 간직한 듯 자태를 드러내는,
마법 같으면서도 해답을 주는

반클리프 아펠의 
시크릿 컬렉션

러브버드와 양귀비꽃 스타일을 결합한 수 송 아일 클립

◀콜롱브  
   미스터리유즈

◀까쉐트 데 코치넬

▲페탈 드 
빠삐용

“아는 음악도 새롭게 들린다!”

클래식 수업

· 연주자만 느낄 수 있는 곡의 구성과 작곡가의 영감

·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감상 포인트   

·  바흐부터 필립 글래스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생생한 음악 이야기

지은이 김주영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피아노 연주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모스크바 프

로코피에프 예술기념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파리 그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등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

고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 가일 플레이어즈의 멤버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김주영은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문

화공감> ‘김주영의 올 댓 클래식’ 코너 외 다수의 방송을 진행했으며 현재 KBS 팟캐스트 <김주영의 그때 그 사람>

을 진행 중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아카데미에서 ‘클래식 인터뷰’, ‘정오의 음악회’ 등의 강

좌를 맡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약품이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아트M콘서트’의 호스트를 맡고 있다. 이화여

대 평생교육원에서 음악교양강좌를 맡고 있으며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월간 <객석>에도 클래식 칼럼을 연재하

면서 클래식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주영 지음 ｜ 420쪽 ｜ 값 18,000원

피아니스트 겸 음악 칼럼니스트 김주영의 클래식 안내서! 

클래식 감상의 질을 한층 높여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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