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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우리나라에서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로 소개된 영화 제목이죠. 60년 전 작품이지만, 그 은은한 주제곡 선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가족과 함께 추억의 휴양지 파인힐로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그는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 후 방황하게 되고,

그들의 딸과 아들 역시 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줄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화나 소설에는 부모 세대의 결혼은 집안이 정해줬기에 사랑과 별개였지만,

자식들 즉 우리 청춘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인생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동서식품 덕분에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매년 지역 도시를 찾아 동서음악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에는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 악기 전달식 및 작은 감사 음악회를 여는데, 2014년에는 창녕의 초등학교를 용재 오닐 등과 방문했습니다.

환영 연주로 젊은 음악 선생님이 지휘하고 고사리 손들이 연주해준 관악 합주가 바로 그 곡이었던 거죠. 굳이 묻지는 않았지만 하루키의 소설 

<여자 없는 남자들>의 영향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그해 여름 소설에 <A Summer Place> 주제곡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 년 전의 음악이 마치 물처럼 시간과 장소를 흐르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질문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한국의 하루키 동년배나 선배 세대들에게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나 <로마의 휴일>은 가끔 영화관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후 모든 것들이 결핍되고 상실되었던 시기를 견디게 해준 것은 가난만은 벗어나자, 이 설움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는 

투혼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중장년이 된 자식들과 그 아래 세대들까지도 절대 궁핍은 면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대 궁핍을 겪었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상대적 빈부 격차, 문화 격차, 생각 격차의 그림자가 커져가는군요.

사계절은 불분명해지고, 여름은 덥고도 길어져만 가니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건 분명합니다.

용재 오닐은 가끔 음악 친구들과 작곡가 월드컵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작곡가나 곡들을 48강처럼 펼쳐놓고는 결승까지 가는 게임이죠.

한 명 한 명을 탈락시키는 일이 고통스러운 만큼, 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때에는 배로 소중함을 느끼겠지요. 몇 년 전까지는 바흐였는데,

최근에는 베토벤으로 우승자가 바뀌었다고 하니 음악이나 인생의 가치도 물처럼 흐르는군요. 이번 여름 어딘가에서는 언젠가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소설 제목처럼 우울한 상황 게임을 해보는 것도-악몽에서 깨어난 후 안도의 숨을 내쉴 때처럼-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줄지도 모르겠군요. 추억 없는 노인들, 꿈이 없는 청춘들, 친구 없는 사람들, 음악 없는 사람들, 우리 없는 나 같은 가정법들 말입니다.

                                                                   정재옥 CREDIA 대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그날은 아주 작은 예고나 힌트도 주지 않은 채, 예감도 징조도 없이, 노크도 헛기침도 생략하고 느닷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모퉁이 하나를 돌면 자신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당신은 안다. 하지만 이젠 되돌아갈 수 없다. 

일단 모퉁이를 돌면 그것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 세계에서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로 불린다. 한없이 차가운 복수형으로.     

-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여자 없는 남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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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VER

첼리스트 요요 마가 ‘바흐’로 돌아온다. 첼로의 

구약성서로 꼽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실크로드의 

긴 여정에서 돌아와 아주 오랜만에 클래식 

레퍼토리로 만나게되니 그의 클래식 음악 

팬들은 설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요 마는 오랜 시간을 거쳐 바흐를 녹음하고 

연주해왔는데, 마주할 때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 작품을 현재의 요요 마는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하다. 

이번 무대는 ‘공간’도 특별하다.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 마주하는 ‘바흐’다. 

여름을 보낸 후 맞이하게 되는 이른 가을, 요요 

마 그리고 바흐의 모음곡과 진솔하게 만나보자.

첼리스트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 

9월 8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공연문의 1577-5266

COVER STORY

18   첼리스트 요요 마 

	 	 혁명,	혹은	본질로	향하는	진화	

SEASON’S COLUMN

10   와인		여름	과일을	위한	여름	와인

12   전시		뜨거운	더위를	피해,	나는	갤러리에	간다

14   음악여행			2019	여름,	뉴욕에서	만난	바그너와	말러

16   음악이슈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새	역사를	이어간다

BALCONY COLUMN

40  이순열 에세이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42   박지선의 talktalk	<술술클래식>이	나에게	미친	영향		

44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권하는 재즈 앨범

				 	 여름	나그네	서니랜드	슬림	<떠돌이	Traveln’>

46  음악,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음악	감상	최고의	스트리밍	채널,	YouTube

48  음악애호가 김씨, 극장에 가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엘튼	존의	이야기	<로켓맨>

PEOPLE

22   PREVIEW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24   PREVIEW	9월에	만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28   INTERVIEW 

  마흔,	KBS	클래식FM이	우리에게	스며든	시간

FEATURE

32   CREDIA 25th 

	 	 크레디아	온에어

34   MUSIC FESTIVAL 

	 	 여름,	가장	위대한	음악축제를	만나는	시간

38  Book & SPACE 

	 	 서점.	긍정의	진화

50  SEASoN’S HIGHLIGHT 

  7~9월	클래식	음악	공연

82   CoNCERT REVIEW 

	 	 에네스	콰르텟,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84  BACkSTAGE REPoRT 

	 	 에네스	콰르텟과	디즈니	인	콘서트

	

CULTURAL ALLIANCES

54		 	 크레디아

56		 	 통영국제음악재단

58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0		 	 GS예울마루

62   금호문화재단

64		 	 세종문화회관

66		 	 롯데콘서트홀

68		 	 아트센터	인천

70		 	 유니버설발레단

72		 	 평창대관령음악제

74		 	 아트&아티스트

76		 	 봄아트프로젝트

78		 	 목프로덕션

80		 	 성정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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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BALCONY매거진은 

공연애호가를 위한 클럽발코니 공연가이드입니다.

15만 명의 공연애호가가 선택한 Club BALCONY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Club BALCONY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Cultural Alliance 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별 할인율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www.clubbalcony.com

문의 1577-5266

2019년 7월-9월호 통권 93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30 3층 (통의동 6) 

크레디아 (우)03044

T 1577 -5266 F 02-318 -4305

대표이사

정재옥
jaeock.chung@clubbalcony.com

팀장

강민선
clubbalcony@credia.co.kr

김재희
jaehee.kim@clubbalcony.com

차은희
eunhee.cha@clubbalcony.com

한주희
juhee.han@clubbalcony.com

오란
ran.oh@clubbalcony.com

발행인

정재옥

편집인

이지영

편집위원

박지선, 노승림, 강민선

교열

이지수

광고

서희진

편집디자인

A.CoMM

인쇄

금명문화

편집 및 광고 문의

1577-5266

Club BALCONY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크레디아에 있습니다. Club BALCONY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ub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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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COLUMNWine

차가워진 과일은 입맛 없는 여름밤 저녁, 충분한 당도와 

수분으로 포만감까지 보장하는 우리 부부의 여름 안주다. 

과일에 와인을 먹는 일은 솥밥을 지어 한식에 와인을 

곁들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계절 페어링인데, 이때 

맞출 와인은 조금만 사려 깊게 고민해보면 된다. 최악은 

레드와인, 그것도 풀바디 레드와인이다. 아마도 입안에 

금속성의 날카로운 맛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단단하고 

시큼한 화이트와인도 반대다. 과일의 신맛만 도드라져 

단맛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니까.

단맛도 있고 버블이 톡톡 캔디처럼 터지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는 여름 과일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다. 

피에몬테주에는 아스티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모스카토 청포도로 만든 버블 스파클링을 우리는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부른다.  모스카토 다스티는 여름 

과일의 달콤하며 촉촉한 과육, 주시한 수분과 거리낌 없이 

어우러져 즉각적으로 엔도르핀을 솟게 한다. 혀를 살짝, 

기분 좋게 톡톡 두드리는 버블은 기력도 입맛도 없는 여름 

미각에 에너지 음료로 작용한다.

모스카토 다스티가 너무 잘 알려진 술이라 조금 시큰둥한 

기분이 든다면, 바로 이웃한 아퀴 마을에서 브라케토 

포도로 만드는 ‘브라케토 다퀴’와 페어링을 해보면 된다. 

모스카토가 청포도라면 브라케토는 적포도. 이 적포도의 

껍질에서 약간의 장밋빛과 소량의 타닌만 침출해 똑같은 

단맛이라도 좀 더 풍부하게, 아로마틱하게 만든 와인이다. 

장미 꽃다발이 번진 것 같은 컬러도 무척 예뻐서, 한번 

브라케토 다퀴를 경험하면 모스카토 다스티가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모스카토 다스티와 브라케토 

다퀴의 장점은 2~3만 원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와인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손님이 오는 날이면 와인을 구입해서 

커다란 유리 볼에 콸콸 붓고, 얼음을 띄우고, 동그랗게 

속을 파낸 멜론과 수박, 청포도 알맹이를 와르르 부어 

프루츠 칵테일을 만든다. 그냥 사이다나 과일 음료로 만든 

화채보다 훨씬 더 맛있고, 무엇보다도 알코올 베이스의 

음료라 ‘어른의 디저트’처럼 느껴진다.

 

겨우내 기다렸다가 응축된 단맛을 내는 

아이스와인

디저트 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여름 과일의 프레시한 

맛을 받쳐주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묵직하고 황금을 

개어놓은 것 같은 프랑스 보르도 소테른 지역의 귀부 

와인은 알코올도, 당도도 훨씬 더 높게 느껴져 과일이 주는 

순수한 맛을 압도적으로 위협한다. 겨울 내내 기다렸다가 

안에 응축된 진한 단맛을 추출해내는 독일이나 캐나다의 

아이스와인은 농축된 벌꿀 즙 같은 단맛의 영역인지라 

가벼운 과일보다는 졸인 과일, 구운 과일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아오리 사과를 깎아서 아삭아삭한 식감과 

모스카토 다스티의 단맛을 살리고 캐러멜 색으로 구운 

타르트 타탕 같은 프랑스식 애플파이에는 아이스와인으로 

더 깊은 단맛을 맞춘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무게도, 향도, 텍스처도 고민한 자연스러운 로직이 있다.

이런 페어링을 고민하고 여름 과일에 또 뭐가 있더라, 

아찔하게 맛있는 초당옥수수를 버터에 볶아 미국의 

묵직한 화이트와인에 페어링하고 낮잠을 자볼까, 

생각하다 보면 현실의 낭만적이지 않음과 상관없이 여름은 

빠른 속도로 맛있게 지나갈 것이다. 가을은 또 어떤 맛을 

하고 다가오려나.

그토록 더운 날, 세상에 신선하고 기분 좋은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한여름 한낮의 날, 내가 유일하게 기분 좋은 순간은 동네 시장의 청과물 가게 앞을 지날 때다. 
그 매대에는 참외도 수박도 포도도 넉넉해야 한다. 과일이 가득 찬 매대 앞과 거리는 
유독 진한 과일 향으로 가득한데, 나는 그 과일들을 검은 봉지에 한 움큼 담아 덜렁덜렁 들고 
집으로 돌아와 찬물에 씻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순간을 무척 즐긴다. 

글·사진 |이영지 일상 와인 편집숍 <위키드와이프>

여름 과일을 
위한 

여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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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법하다. 그의 그림책은 단순히 재미만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면모까지도 갖추고 있다. ‘행복 

극장’은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200여 점의 일러스트와 

영상, 미디어 아트, 미니뮤지컬, 극장, 미술관, 도서관, 

체험전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특히 그림책 속 세계에 직접 들어가볼 수 있도록 만든 

설치미술은 아이들을 열광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듯싶다. 

온 가족이 예술의전당 나들이를 갔다면 ‘행복 극장’에 

이어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하기를 권한다. 

스웨덴 사진작가인 요한슨은 ‘환상을 찍는 사진가’로 

불린다. 그의 작품들은 사진이라기보다 조르주 데 

키리코나 르네 마그리트가 정교하게 그린 초현실주의 

회화 같은 인상을 준다. 물 위에 솟아 있는 작은 섬이 

실은 거대한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인 ‘물고기 섬’이나 

환히 뜬 보름달을 배달해주는 ‘보름달 택배 서비스’, 

유리조각으로 고요한 호수의 물결을 만든 ‘임팩트’ 

등은 관객들을 꿈속에서 본 오래된 골목길 같은 

환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전시의 제목인 ‘불가능은 

가능하다(Impossible is possible)’처럼 요한슨의 

상상력은 거침이 없다. 작품 속의 모든 피사체들은 

요한슨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매일의 풍경들이 

실은 무한한 수수께끼 속 세계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듯하다. ‘어릴 적 상상, 꿈꾸던 미래’ ‘너만 몰랐던 비밀’ 

‘조작된 풍경’ ‘어젯밤 꿈’의 네 개 섹션으로 구성된 

요한슨의 사진전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6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다.

 

꾸밈없고 위트와 통찰력을 갖춘 

폴 스미스의 전시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폴 스미스의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는 패션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전시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5주년을 맞아 여는 

이 전시에는 폴 스미스 디자인의 핵심적인 주제들과 

디자인 작품들, 디자이너로서 그가 걸어온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져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폴 

스미스 특유의 형형색색 줄무늬들이 우선 시선을 

잡아끈다. ‘미니’ 자동차와 협업한 디자인 등 패션을 

넘어서서 생활 전반에 걸친 오브제들과 2019년 봄여름 

컬렉션 의상, 사진, 페인팅, 작업실 등 1,500여 점이 

전시된다. 사진작가였던 폴 스미스 아버지의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전시를 공동 기획한 런던 

디자인 미술관의 데얀 서드직 관장은 “꾸밈이 없고 

심각하지 않으며 위트가 있다. 긍정적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예측하는 통찰력도 함께 갖추었다”고 폴 스미스 

디자인의 장점을 설명한다. 전시는 6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배움터에서 열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시는 여전히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미술관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들이 있다. 미술관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부리는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의 세계를 접하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볼 일이다.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전시를 찾고 있는 부모에게는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 극장’을 우선 권하고 

싶다. 앤서니 브라운은 색연필로 그린 듯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의 작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돼지책’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고릴라’ 등 브라운의 그림책 한두 권은 갖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이들과 갈 
수 있는 전시회가 많아지고 있다. 사실 
미술관은 아이들과 여름의 한나절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제법 넓은 공간이 있으며 화려하고 
신기한 볼거리도 많다. 문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가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관람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점잖게 전시작들을 관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글 | 전원경 작가,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뜨     거     운 
더위를 피해, 
        나는 갤러리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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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뉴욕에서 만난 바그너와 말러

클래식 음악 애호가의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어우러질 때 
이상적이다. 그 하나는 특별한 
공연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아하는 음악가의 자취를 
좇는 것이다. 그러기에 최적의 
여행지는 역시 유럽이다. 반면에 
얼마 전 다녀온 미국은 그러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특히 두 가지 
목적 중 후자를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특히 메트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 

<지크프리트> 등 바그너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몇 

해 전 메트를 찾았을 때에는 지하 전시 공간에서 말러 

기념상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간을 바그너 

관련 전시물들이 채우면서 밀려난 듯했다. 대신 메트 

바로 옆, 뉴욕 필하모닉의 홈그라운드인 데이비드 게펜 

홀의 로비에서 로댕이 만든 말러 두상을 만날 수 있었고, 

카네기홀에서도 말러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뉴욕에서 말러의 흔적을 더듬는 건 꽤나 허무한 

일이다. 그가 투숙했던 호텔 두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메트에서 멀지 않은 웨스트 

71~72번가에 있던 마제스틱 호텔은 일찌감치 아파트로 

재건축되었고, 유명한 플라자 호텔이 위치한 교차로 

근처의 사보이 호텔도 헐린 지 오래다. 또 말러가 

오페라를 지휘했던 예전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브로드웨이 1411번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 있다.

왠지 헛헛한 마음에 그 건물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말러 음악을 좀 듣다 나왔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말러 음악을 귀에 꽂고 뉴욕 거리를 걷는 것처럼 

생뚱맞은 일도 없지 싶었다. 어쩌면 말러가 느꼈을 ‘낯선 

자’의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뉴욕으로 향했던 주된 목적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메트)에서 공연을 보는 것이었다. 지난봄 메트는 

바그너의 대작 <니벨룽의 반지>를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올렸다. 과거 2010~12 시즌에 첫 선을 보였던 이 

프로덕션은 우리에게도 제법 친숙한 캐나다의 저명한 

연출가 로베르 르파주가 무대 연출을 맡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공연은 르파주 특유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한 획기적인 무대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영상물로도 

발매되어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바그너의 걸작을 

향한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다. 필자 역시 영상물을 통해서 

접한 무대에 감탄한 1인으로서 언젠가 꼭 직접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실제 무대는 기대 이상이었다. 

24개의 회전 알루미늄 바와 컴퓨터 그래픽이 절묘한 

앙상블을 이루며 메트의 거대한 무대를 형형색색으로 

수놓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라인강을 묘사한 

첫 장면에서부터 탄성을 자아냈고, 니벨하임으로의 하강, 

신들의 발할라 입성, 발퀴레의 기행, 마법의 불, 기비훙의 

성채, 브륀힐데의 희생 등의 명장면들도 상상 이상의 

시각적 임팩트로 다가왔다.

메트답게 일류 가수들을 대거 캐스팅한 배역진도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브륀힐데로 분한 미국 소프라노 

크리스틴 고어키와 지크프리트로 분한 오스트리아 

테너 안드레아스 샤거가 놀라운 절창과 열연을 펼치며 

무대를 이끌었다. 아울러 지클린데 역의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룩과 미메 역의 게르하르트 지겔도 명성에 걸맞은 

모습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반면 

보탄 역의 미하엘 볼레는 기품에 비해 야심이 부족했고, 

알베리히 역의 토마시 코니에츠니는 독기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밋밋한 연기와 맥 빠진 가창으로 일관한 

스튜어트 스켈튼(지크문트)과 시종 불안했던 예프게니 

니키틴(군터)는 미스 캐스팅에 가까웠다.

지휘는 현재 파리 국립 오페라 음악감독이자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이며, 차기 빈 국립오페라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스위스 지휘자 필립 조르당이 

맡았다. 그는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자답게 관현악의 음량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가수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음악을 이끌어 갔는데, 

관현악의 세부 표현이 상당히 들을 만했던 데 비해 극적인 

장면에서의 집중력이나 큰 그림을 부각하는 스케일은 다소 

아쉬웠다.

빈이 아니다, 뉴욕에서 만난 말러의 흔적

한편 이번 뉴욕행의 또 다른 목적은 구스타프 말러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말러는 만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활약했는데, 

    여름 휴가를 위한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의 다양한 혜택

푸꾸옥에서 2017년에 오픈한 최초의 인터내셔널 럭셔리 리조트인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여름 휴가를 위한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리조트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리조트 크레딧을 제공하는 ‘서머 파라다이스 리워드(Summer Paradise 

Rewards)’는 2019년 10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느 객실에 투숙하든 상관없이 숙박 일수에 따라 객실 당 최대 400만동까지 

제공되는 리조트 크레딧은 투숙 기간동안 리조트의 모든 레스토랑과 바 및 스파에서 사용 가능하다. 1박 투숙 시 100만동, 2박 투숙 시 

200만동, 3박 이상 투숙 시 400만동의 리조트 크레딧이 제공된다. 예약은 JW 메리어트 푸꾸옥 로컬 홈페이지(www.jwmarriottphu

quocresort.com), 전화 +84 297 377 9999 또는 이메일 mhrs.pqcjw.reservations@marriotthotels.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9월 30일까지 에메랄드 베이 프론트 룸을 3박 이상 예약할 경우, 리조트 최고의 객실 튀르쿠아즈 스위트 또는 1 베드룸 

빌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이 혜택은 1박당 1,250만동(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 예약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파에서는 선별된 

프로그램을 2명이 1명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혜택 해브 원 & 겟 원 프리(Have 1 & Get 1 Free)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NEW DESTINATION

푸꾸옥 섬이 여행자들 사이에 꼭 가봐야 할 버킷 리스트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의 아름다움, 깨끗한 백사장, 일년 

내내 쾌적한 날씨. 그리고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 리조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다. 타임 매거진을 통해  

‘이국적인 럭셔리 리조트의 왕’ 이라는 닉네임의 건축가 빌 

벤슬리(Bill Bensley)의 최신 프로젝트인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는 풍부한 경험과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JW메리어트 호텔의 노하우에 빌 벤슬리의 창의력이 더해진 

흥미진진한 공간이다.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의 디자인 스토리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프랑스의 박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Jean-Baptiste Lamarck)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상의 아카데미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푸꾸옥 섬은 호치민 시, 하노이, 방콕, 광저우, 인천에서 매일 

직항편이 운항 중이다. 리조트는 푸꾸옥 국제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다.

  

템푸스 푸지트 (Tempus Fugit)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형태, 선, 구조, 규모에 대해 공부하는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를 표현했다.

프렌치 앤 코 (French & Co.) 리조트의 제과점이자 고메 델리. 

주철 오븐 및 앤티크 저울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고전적인 

프랑스 카페를 연상시킨다.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스트리 (Department of Chemistry) 

에메랄드 베이에 위치한 칵테일 바. 바의 모든 디테일은 화학 

실험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서빙 카운터는 비커를 

비롯한 과학 도구로 장식되어 있다.

레드 럼 (Red Rum) 해변 그릴 레스토랑. 수백 개의 조개 

껍데기로 복잡하게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가 특징이다.

핑크 펄 (Pink Pearl)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샹트렐 스파 바이 JW(Chanterelle–Spa by JW) 

귀중한 식재료로 사랑받는 버섯. 프랑스인은 예로부터 

버섯의 치료적 효능을 믿어왔다. 빌 벤슬리는 ‘버섯’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샹트렐 스파 바이 JW의 특별한 공간을 완성했다. 

JW Marriott 
PhU QUoc EMERaLd BaY
건축가 빌 벤슬리, 아름다운 열대 해변 리조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

  +84 297 377 9999
 mhrs.pqcjw.reservations@marriotthotels.com

  www.jwmarriottphuquoc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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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금호아트홀은 지난 2000년 ‘한국의 메디치’로 

불렸던 고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문을 

열었다. 390석의 작은 공연장이지만 한국 음악계에 

금호아트홀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금호아트홀은 한국 

실내악의 중심지였다. 초창기 금호 현악 사중주단에 이어 

금호 챔버뮤직소사이어티,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등 

실내악단을 창단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실내악 기획 공연을 

열어 독주회나 오케스트라 공연과는 차별되는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금호아트홀은 ‘음악 영재의 산실’이기도 했다. 음악 

영재들에게 악기를 지원해주고,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금호아트홀 영재 콘서트, 영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를 거쳐 간 음악 영재가 천 명 이상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김선욱, 손열음, 김태형, 바이올리니스트 고 권혁주, 

첼리스트 고봉인 등이 금호아트홀 무대에 섰다.

금호아트홀은 1년 내내 다양한 기획 공연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라이징 스타 시리즈’를 통해 차세대 기대주를 

관객들에게 소개했고, 2012년부터 매년 상주음악가를 

선정해 음악가 1인의 음악 세계를 집중 탐구했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선우예권,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조진주, 박혜윤이 상주음악가로 

활동했다. 또 ‘아름다운 목요일’ ‘스페셜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고음악 거장 조르디 사발, 첼리스트 로렌스 레서, 

피아니스트 외르크 데무스 등 해외 거장들의 연주도 

선보였다. 대형 콘서트홀에 비해 저렴한 관람료로 최고의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금호아트홀의 마지막 기획 공연은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의 실내악 공연으로 ‘메모리스 인 

광화문’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이재형,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가 연주했다. 금호아트홀을 ‘친정 

같은 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곳’ ‘음악 활동의 

뿌리’라고 한 연주자들이었다.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슈만 오중주를 들려준 공연은 

최상의 호흡과 집중력으로 관객을 몰입시켰다. 앙코르로 

들려준 프랑크의 오중주 3악장 연주가 끝나자 따뜻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관객들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수가 그치지 않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던 

연주자들이 여러 번의 커튼콜 끝에 미소 지으며 

퇴장했다. 연주자들의 땀과 눈물이 아로새겨져 있고 

나를 포함해 많은 관객들의 추억이 서린 곳, 모두의 

‘역사’를 담은 금호아트홀을 이렇게 함께 떠나보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

금호아트홀의 ‘역사’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자리 잡은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금호아트홀의 기획 공연은 계속 이어진다. 

금호아트홀 연세는 광화문 금호아트홀처럼 390석 

규모로 지어진 공연장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광화문보다는 떨어지지만, 백스테이지 공간이 훨씬 넓고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5월 2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공연에 이어, 올해의 상주음악가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변주곡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펼쳤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스와나이 아키코와 

임지영, 피아니스트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 등 

쟁쟁한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하반기로 예정된 

비올리스트 이마이 노부코와 피아니스트 김태형, 

알렉세이 루비모프, 파울 바두라 스코다 등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들도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라지는 걸 아쉬워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었다. 

앞으로 써나가야 할 새로운 역사가 있으니. 이 역사는 

금호아트홀 연세를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음악가들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도 함께 쓰며, 새로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광화문 금호아트홀 마지막 기획 공연 무대에 섰던 

첼리스트 김민지의 말이 딱 맞았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영재의 산실 금호아트홀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새 역사를 이어간다

사라지는 것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2019년 
4월 25일, 광화문 금호아트홀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 기획 공연을 취재했던 날, 나는 
아쉬움에 젖어 종종 울컥했다. 기자로서, 
관객으로서 개관 이후 20년 가까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 공간이 사라진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광화문 금호아트홀이 문을 닫게 
된 건 공연장이 자리 잡은 건물 사용자가 
바뀌면서 재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글 | 김수현 SBS문화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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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첼리스트 요요 마

신동에서 거장으로

요요	마가	첼로를	처음	잡은	것은	그의	나이	네	살	때였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난징	대학	음대	교수였던	아버지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은	엄격했고	아들의	재능은	경이로웠다.	이	

두	가지	절묘한	조합은	빠른	성장으로	이어져서,	첼로를	잡은	지	1년	

만에	소년	요요	마는	대중	앞에서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여덟	살에는	

바이올린을	공부하던	누이와	함께	TV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때	

어린	남매와	협연한	지휘자는	레너드	번스타인이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요요	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동	첼리스트로서	

기틀을	다졌다.

반세기가	넘는	연주	활동	중에	그가	발매한	90개의	앨범은	7백만	

장이	팔려나갔고	그중	18개가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백악관에	

찾아가	제34대	아이젠하워부터	44대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8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주했다.	미국의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도	두	번이나	출연했다.	이런	화려한	명성과	

경험들이	축적된	요요	마는	얼마나	완벽한	음악가로	농익었을까.	

환갑을	훌쩍	넘긴	거장은	그러나	의외의	대답을	내놓는다.

“음악가들은	젊을수록	남을	가르치려	들죠.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의	나는	나	자신조차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내가	아직	

미완성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청중들을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청중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그들과	동반한	가운데	함께	

완성을	추구해야	하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바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작곡가의	나이	30대	초반에	작곡된	

것이다.	아이제나흐에서	라이프치히까지	바흐의	전체	음악	인생	중	

유일하게	교회가	아닌	세속	궁정에	봉직하던	쾨텐	시절의	산물이다.	

이	밖에도	그는	이곳에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및	파르티타	등	다양한	기악곡을	작곡했다.	악기	자체가	지닌	

잠재력과	이상적인	사운드를	추구했던	바흐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심미안이	돋보이는	레퍼토리이다.	종교가	아닌	세속적인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	작곡된	이	음악이	정작	오늘날에는	‘첼로의	구약	

성서’로	불리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들이	콘서트	레퍼토리로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모음곡	악보를	처음	찾아낸	인물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첼로계의	전설	파블로	카잘스다.	카잘스가	

고서점에서	이	낡은	필사본을	발견한	것은	13세	때였다.	하지만	

그가	모음곡	전곡을	음반으로	녹음한	것은	1936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환갑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작품을	대하는	거장의	오랜	

망설임과	신중함은	이	모음곡을	신성시하는	데	일조했다.

카잘스는	요요	마의	10대	시절	우상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우상과	

달리	요요	마는	그의	나이	30세가	되기	직전인	1985년,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모음곡을	처음으로	레코딩했다.	사실	요요	마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처음	연주한	것은	네	살	때다.	즉,	첼로를	손에	

쥐자마자	제일	먼저	연주한	음악이다.	20세기를	양분했던	카잘스나	

로스트로포비치처럼	나이	든	거장이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는	노년의	

진중한	명상	음악으로서	인식되던	바흐의	모음곡에	처음으로	젊은	

호흡과	경쾌함이	주입됐다.	이	곡으로	그는	1985년	그래미상	베스트	

기악	부문을	수상했다.	요요	마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였다.

불혹을	앞두고	그는	이	모음곡들을	두	번째로	녹음했다.	당시	그는	

‘바흐에	의한	영감’이라는	시리즈	영상을	함께	촬영했다.	시각적	

이미지들과	더불어	요요	마가	연주하는	바흐	모음곡들은	육체적인	

움직임이	더욱	강렬하게	부각됐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요요	마가	영국	아이스댄싱	챔피언인	제인	토빌&크리스토퍼	

딘	커플과	함께	타임스퀘어에서	연주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은	영상은	안무가	마크	모리스와의	

컬래버레이션이다.	‘아래로	하강하다	Falling	Downstairs’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마크	모리스의	댄서들은	요요	마가	연주하는	

모음곡	3번에	맞춰	제목	그대로	계단에서	내려와	춤을	춘다.	하늘	

높은	곳에서	신성하게	추앙받던	이	음악이	땅으로	내려와	인류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부대끼는	‘사람의	음악’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다.

지난해	요요	마는	환갑을	맞이하며	세	번째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음반을	녹음했다.	덧붙여	그는	이	음반이	자신이	연주하는	바흐	

무반주	모음곡의	마지막	녹음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새	앨범의	

타이틀은	‘6개의	진화	Six	Evolutions’이다.	‘6’이란	숫자는	당연히	

첼로	모음곡을	구성하는	6개의	악장을	상징한다.	이들	모음곡과	

악장	하나하나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가며	등장한다.	하지만	

빠른	지그Gigue가	늘	즐거움을	나타내지만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느린	사라방드Sarabande가	늘	애통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전적으로	연주자의	표현력에	달렸다.	그	

이유는	바흐가	자신의	악보에	템포와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앨범에서	스피디한	젊음의	노래와	활기를,	두	번째	

앨범에서	역동적인	인간의	몸짓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요요	마의	

세	번째	음반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들려온다.	바흐	음악의	가장	

마지막	진화라	할	수	있는	이	음반을	통해	요요	마는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침묵을	통해	청중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바흐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모음곡마다	제목을	부여했다.	‘즐겁게	

뛰노는	자연	Nature	At	Play’(모음곡	1번),	‘빛으로의	여행	Journey	

To	Light’(모음곡	2번),	‘축하	Celebration’(모음곡	3번),	‘건축	

Building’(모음곡	4번),	‘희망을	위한	투쟁	Struggle	For	Hope’(모음곡	

5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모음곡	6번에	붙은	제목은	

‘Ephiphany’이다.	세속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의	출현’이라	이해하는	단어다.	이	제목들은	

각	모음곡	속에서	침묵하는	고유한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이	작은	여섯	가지	이야기들은	모여서	하나의	큰	스토리텔링을	

완성한다.

이	소리들은	차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진다.	요요	마는	늘	호기심이	많은	아티스트였다.	“다른	관점에서는	

늘	다른	장면이	보이게	마련이죠.”	이런	그의	호기심과	시각의	

변화는	늘	그를	바흐로	회귀하게	했다.	보다	넓어진	시각으로	

돌아본	3번째	바흐는	바로	이	폴리포니,	즉	다성	음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알겠지만	첼로는	하나의	선율을	연주하는	단선율	악기예요.	

이	악기를	가지고	최대	4성까지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방식을	

연구하고	연습했어요.	연주하기	훨씬	어려워졌죠.”

가장	인상	깊은	연주는	모음곡	6번	중	사라방드이다.	위안과	축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	음악을	요요	마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주해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나는	가장	기쁜	순간에도,	그리고	

가장	슬픈	순간에도	이	곡을	연주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의	

첼리스트	요요	마가	‘바흐’로	
돌아온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첼리스트	
요요	마는	신동일	때부터	중견	
연주자로	활동하는	현재까지	

첼로라는	악기로	방대한	
이야기를	써왔다.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	악기이지만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넘어	무용과	

대중음악,	실크로드를	탐방하는	
긴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는	

첼로라는	악기를	들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넓혀왔다.

그러던	그가	‘바흐’로	돌아왔다.	
요요	마의	클래식	레퍼토리를	

기대했던	팬들은	다소	섭섭했을	
이	즈음에	바흐를	들고	온	

것이다.	그런데	고즈넉한	공간이	
아닌	올림픽	공원	야외무대!	그	
넓은	공간,	아니,	사방이	트여	
있는	그곳으로	첼로	하나만	

들고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선	
묵직한	각오와	무게가	느껴진다.	

오는	9월	8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요요	마의	또	다른	

바흐와	만나보자.	

글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혹은	본질로	향하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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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또	한	번은	그들의	장례식에서	연주했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음악은	그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지요.”

이처럼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은	바흐의	모음곡들은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방대한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작곡가뿐	아니라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청중까지도.

	

바흐에서 크로스오버, 그리고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요요	마의	음악	인생은	늘	협업이었고,	문화를	가로지르는	활동이었다.	이런	그의	다문화	

정신은	바흐	첼로	모음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라방드를	예로	들어보자.	이	양식은	

북아프리카의	토속	민족이	추던	관능적인	춤곡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춤은	곧	유럽에	

소개되었지만	너무	외설적이고	음탕하다는	이유로	스페인에서는	금지되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1720년	당당하게	궁정	춤곡으로	인정받았고,	덕분에	바흐는	자신의	첼로	

모음곡에	이	사라방드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라방드는	

유럽으로	건너와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	그	문화에	걸맞게	적용되고	각색되었다.	요요	

마는	이런	사라방드야말로	같은	음악을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품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들	사이의	장벽뿐	아니라	

청중과	연주자	사이의	장벽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가로지르는	그	교차로라	할	수	있죠.	거기에서	기대치	않은	

연결	고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모두	인연이	있는	관계임이	드러납니다.”

전도유망한	클래식	음악가로	출발했지만	그는	그	안에만	안락하게	머물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장르와	장르	사이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다.	그중에서	

1992년	바비	맥퍼린과	함께	발표한	<허쉬	Hush>	앨범은	클래식을	넘어선	보편적	

음악가로서의	요요	마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는	브라질	음악과	아르헨티나	탱고,	

애팔래치아	산맥의	민속	음악도	발굴해	음반에	담았다.	특히	2005년에는	컨트리	가수였던	

딕시	칙스의	반주	밴드	멤버로	함께	투어를	다녔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던	

이	밴드의	월드	투어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음악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	교류’라는	요요	마의	철학이	가장	확실하게	부각된	계기는	누가	뭐라	해도	실크로드	

프로젝트였다.	1998년	요요	마가	창설한	이	비영리	기관은	다문화적인	예술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과거	순례자와	상인들,	군인들이	걸었던	유럽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중국에	이르는	고대	루트에서	영감을	얻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실크로드	

앙상블	프로젝트였다.	한국의	전통	음악을	포함한	전	세계	59명의	전통	음악인과	민속	

예술가,	대중음악인들이	요요	마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을	떠돌며	서로의	문화와	음악을	

주고받았다.

	

중국 이민자에서 코스모폴리탄으로

요요	마의	방랑벽은	스무	살	연주	여행으로	시작됐다.	그	이전에	어린	신동으로	줄리아드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10대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아니면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중국인	부모가	대만에서	파리로	건너온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낯선	땅	위에서	홀로	외로움에	젖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무엇이	그를	떠돌이로	만들고,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	그의	근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파리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음악	

교육을	받은	동양인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와	다른	생김새의	‘미국인’들과	살면서	분명	

정체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요	마는	말한다.	“첼리스트로서,	떠돌이	

음악가로서,	이민자로서,	중국·유럽·미국이라는	3중의	문화가	겹쳐진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화적	연결	고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라고	요요	마는	

충고한다.	뒤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문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다.	

“이탈리아	현악기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로	그처럼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성장한	

것일까요?	클래식	음악이	오늘날의	위상과	황금시대를	누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라벨과	드뷔시가	1889년	파리	세계	무역	박람회에서	가믈란	연주를	들었을	때,	일본과	발리	

섬에서	온	댄서들의	춤을	보았을	때	세계	음악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음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순간순간,	사람들은	같은	사물과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요요	마는	미국	학교들과	특이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멘토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DNA	

키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DNA를	표본으로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표본으로부터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육체가	6만	년이라는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진화의	지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	유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은	이민자였던	자신의	과거	때문일까?	요요	마는	

그보다는	“내게도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	

또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음악	실력은	살아가기에	충분한	기술에	

불과해요.	결코	가장	우수한	재능은	아니었지요.”

	

콘서트홀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혁명으로 완성되는 진화

지난	4월	13일	요요	마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리오그란데강을	사이에	둔	미국과	멕시코의	도시	두	군데를	오가며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한	그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뼈아픈	일침을	날렸다.	

“나	자신이	평생	문화와	규율,	음악,	세대	사이의	경계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요	마는	이	모음곡을	세	번째	녹음한	뒤	36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월드	투어,	즉	마라톤	

콘서트를	개최했다.	모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공연이었다.

“우리는	문화	사이에	장벽이	아닌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압박과	혼란,	불안이	잠식하는	

시기에	우리는	안정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을	공유해야	합니다.	바흐의	

음악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줄	것입니다.”

이	연주회는	요요	마가	3번째	바흐	무반주	모음곡을	레코딩한	뒤	시작한	월드	투어의	

일환이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6대륙	36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마라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하루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전부	연주하는	것	자체가	첼리스트에게	큰	

도전이건만	그는	2년이	넘게	이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찾아다니는	곳은	

반드시	반듯한	콘서트홀만이	아니다.	멕시코	장벽	콘서트처럼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교회,	

학교	등	무대-객석이라는	이분법을	타파한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바흐가	울려	퍼지고	

있다.	“결코	범상치	않은	시도이긴	하죠.	내	평생	아마	많아야	3번	정도	할	수	있는	투어가	

아닐까	싶어요.	환갑이	넘은	내	굴곡	많은	인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모음곡들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였고,	내	인생에	조언을	주는	스승이었으니까요.”

장르와	장르,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를	타파하고	콘서트홀에서	홀연히	뛰쳐나와	

정치적	장벽에마저	도전하는	요요	마가	꿈꾸는	것은	어쩌면	진화(evolution)가	

아닌	혁명(revolution)일지도	모른다.	사실	혁명revoltuion의	어원은	라틴어	

레볼루티오revolutio로,	‘별이	주기적으로	궤도의	한	지점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세상	만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주의	질서이다.	그가	발굴해내고,	또	새로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연결	고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모래바람에	잊힌	우리의	소중한	원천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라는	사실	말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는	9월	8일	오후	6시에	올림픽공원으로	찾아가자.	요요	마에게	그러했듯,	바흐의	음악은	

방향을	상실한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곳을	알려줄	것이다.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	9월	8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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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는	피아노의	조스	판	이메르셀,	바이올린의	

파비오	비온디와	함께	필자	머릿속에	‘X세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의	등장은	90년대	클래식	음악계의	새	기류를	대표할	만큼	신선했다.	

X세대는	이젠	낡은	용어가	됐지만,	몰개성에	맞선	파격적인	사고와	

취향은	아직까지	비스펠베이의	음악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1980년대	독립	레이블	열풍을	타고	네덜란드에선	1990년	‘채널	클래식	

(Channel	Classics)’이	설립됐다.	한국에	소개된	건	한두	해쯤	뒤인	

것	같다.	애호가들은	시대악기와	현대악기가	뒤섞인	이	레이블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망설였다.	비스펠베이는	하이브리드처럼	

보이는	레이블이	전면에	내세운	아티스트였다.	신동	아니면	대가를	

원하는	시장에서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동안	모범생	이미지는	다소	

어정쩡했다.	마케팅	포인트는	당돌한	레퍼토리.	신인이	첫	앨범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택한	건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으나	

그만큼	강렬했다.	바로크	첼로와	5현의	피콜로	첼로(6번)를	사용하고,	

양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현의	질감을	충분히	살린	점은	자연스레	

스승인	빌스마(Sony)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비스펠베이는	빌스마보다	더	춤곡의	성격에	충실했고	

악장	사이의	대비를	극대화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비슷한	색깔의	

로스트로포비치(EMI)보다	먼저	나온	‘밀레니엄	해석’이었다.	이어진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집	역시	거트현과	브로드우드산	포르테피아노의	

앙상블로	우리의	귀를	사로잡았다.	빌스마보다	프레이즈	호흡이	짧고	

잰걸음으로	다이내믹의	진폭을	한	뼘	더	넓혀서	아기자기한	맛을	

전한다.	당시	수입사에서	강조한	‘안너	빌스마의	수제자’란	수식어는	

단순한	홍보	문구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시대	음악	전통의	계승자로	

비스펠베이를	팬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금방	쓸모없게	됐다.	“난	바로크	첼리스트가	

아닙니다.”	인터뷰마다	되풀이되는	해명(?)을	그는	레코딩으로	

증명해	보였다.	갑자기	200년	이상을	건너뛰어	브리튼을	녹음하고,	

다시	슈베르트와	브람스,	비발디로	거슬러	올라가더니	레거와	엘가,	

쇼스타코비치와	코다이,	리게티와	루토스와브스키	등	근현대로	

시간	이동을	한다.	슈만과	엘가	협주곡에서	비브라토가	잔뜩	들어간	

활놀림은	‘바흐	연주로	알았던	비스펠베이가	맞나’	싶은	의문을	

던진다.	두	번째	녹음한	베토벤	소나타집에선	강철	현과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사용해	첫	번째	녹음과	전혀	다른	웅대한	면모를	과시한다.

결국	비스펠베이는	음악사의	첼로	레퍼토리를	대부분	커버하는	대중	

첼리스트였다.	각	시대에	맞는	악기와	연주	방식을	고집할	뿐.	덕분에	

비스펠베이의	연주회에서	청중은	타임머신을	탄	경험을	했다.	1996년	

11월에	있었던	첫	내한	공연에서,	그는	전반부	바흐의	모음곡	3번을	

거트현으로	연주한	뒤,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에서는	고음	

현	두	개를	거트현으로	바꿨다.	반면	후반부	포레와	풀랑크	소나타는	

강철	현으로	연주했다.	3년	뒤	1999년	두	번째	내한에서도	바흐,	레거,	

프랑크	소나타로	프로그램을	꾸몄고,	최적의	사운드를	전달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도그마에	빠지지	않는	이런	유연함은	

성실한	수업을	통해	발현된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비스펠베이는	19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소도시	하를럼에서	태어났다.	양친은	모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음악	애호가였다.	첼로에	꽂힌	것은	무려	2세	때!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버지가	친구들과	결성한	현악	사중주단	연습을	

음악	애호가들에게	비스펠베이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싶은	인물이다.	첼로가	그리	밋밋한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그의	매력적인	주법과	작품	연구는	어떤	곡이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도하고,	결실을	맺음으로써	지금의	‘비스펠베이’라는	특별한	입지를	
만들어냈다.	비스펠베이의	음악을	듣다	보면,	첼로는	아직도	보여줄	것이	많은	악기다.	첼로를	
위해	단	한	곡도	쓰지	않은	슈베르트의	작품	속에서	첼로의	목소리를	찾아낸	
9월	24일	내한	무대는,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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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던	중	유독	첼로만	눈에	들어왔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실제	첼로를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어머니로부터	처음	피아노를	익힌	

비스펠베이는	6세까지	‛거의	독학’으로	피아노에	집중했다.	정식	첼로	교육은	8세에		

첼리스트	겸	교육자인	디키	부케를	사사하면서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비스펠베이에게	

거트현의	미학을	가르쳐준	이가	빌스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거트현에	집착하게	된	건	순전히	부케의	영향입니다.	그에게서	배우며	어린	시절부터	

거트현을	사용했고,	특히	A와	D현은	(강철	코팅되지	않은)	순수	거트현을	썼습니다.	

음악원을	거쳐	프로	초창기까지	그랬어요.	나중에	브리튼과	뒤티외,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할	때에야	비로소	강철	현으로	바꿨죠.	아이러니컬하게	강철	현은	그	레퍼토리에	

있어서	‘원전’	방식이었습니다.”

부케	아래서	10년간	수련한	비스펠베이는	그	기간에	음악과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와	연관	검색어로	따라붙는	빌스마는	부케의	소개로	만난	두	번째	

스승이다.	비스펠베이는	커리어	초기에	바로크	첼리스트로서	‘빌스마의	재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빌스마에게서	배운	건	현대악기다.	특히	손목과	손가락의	미묘한	움직임,	

힘의	분배,	우아한	프레이징	등	빌스마가	앙드레	나바라로부터	배운	프랑스	전통을	

이어받은	건	큰	수확이었다.

“빌스마의	강점은	서정성(lyricism)입니다.	모든	현악기	주자들이	악기로	‘노래’를	하지만	

빌스마는	특히	그	점에서	탁월합니다.	오페라보다	가곡	가수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그의	

연주는	보다	섬세하고	더	많은	뉘앙스의	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스펠베이가	‘빌스마의	재래’라는	의미는	여기서	찾는	게	낫다.	비스펠베이	역시	

오페라보다	가곡	가수에	가깝고,	뭐니	해도	멜로디를	빚는	솜씨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포효하기보다는	절제하고,	감각적이기보다는	소박하지만	내실이	있다.	짧은	

프레이즈에도	다양한	뉘앙스를	담아	흡인력이	일품이다.

비스펠베이는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를	묻는	질문에	첼리스트가	아닌	독일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를	꼽는다.	어려서부터	그가	부르는	가곡에	빠져	음악적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니	선율	친화적인	감수성과	기술이	괜히	길러진	게	아니다.

비스펠베이는	채널	클래식의	지원으로	탄탄한	디스코그라피를	쌓았다.	유명	첼로	작품을	

섭렵하면서	바흐	모음곡,	베토벤과	브람스	소나타는	두	번씩	녹음하기도	했다.	한	레이블에	

20년	가까이	머물며	서로가	매너리즘에	빠질	즈음,	그는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서	신생	

레이블	오닉스(Onyx)로	잠시	이적했다가	역시	신생인	이블펭귄	레코드(EPR)에	둥지를	

틀었다.	2012년	녹음한	세	번째	바흐	모음곡에선	음고를	392Hz로	설정하는	실험을	했다.	

현대악기	연주보다	장1도	가까이	낮게	들리는	바흐는	묘한	텐션을	지니며	반향을	일으켰다.

슈베르트를 노래하는 첼로의 목소리

2015년엔	말년의	큰	성과로	평가될	신개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슈베르트와	브람스	

이중주	전곡을	첼로로	녹음해	6장의	CD에	담는	작업이다.	첼로의	‘음성’에	최적화돼	보이는	

두	낭만파가	정작	첼로를	위해	쓴	이중주가	거의	없다는	아쉬움에서	출발한	아이디어.	

특히	이번	내한	공연의	주인공인	슈베르트는	단	한	편도	안	썼다.	바이올린을	위해	6편,	

아르페지오네를	위해	1편,	플루트를	위한	변주곡	1편	등	8편이	전부다.	많은	첼리스트들이	

첼로	버전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가곡	편곡으로	아쉬움을	달랜	반면,	비스펠베이는	

바이올린과	플루트	작품까지	첼로로	변용하기로	했다.	그는	“난	바이올린,	아르페지오네,	

플루트를	연주하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의	걸작	이중주를	그냥	

지나쳐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렇다고	슈베르트가	첼로를	싫어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피아노	삼중주와	현악	

사중주,	교향곡	9번에서	첼로의	쓰임,	특히	첼로	한	대가	더	추가된	현악	오중주에서	악기의	

활약상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첼로란	악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내한	프로그램	첫	곡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오랫동안	첼리스트의	필수곡으로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첼로에	잘라	맞춘	악곡은	아니다.	‘활	기타’로	불리는	

아르페지오네는	기타와	같은	조율의	6현	악기로	연주	방법만	첼로와	비슷할	뿐으로,	

1823년	빈의	기타	제작자인	게오르크	요한	슈타우퍼가	‘발명’했다.	슈베르트는	악기가	

나온	지	1년	만인	1824년,	아르페지오네	연주가인	친구	빈첸츠	슈스터를	위해	이	3악장	

구성의	소나타를	썼다.	일반적인	기악	소나타와	달리	작품엔	두	악기의	치열한	갈등	요소가	

거의	없다.	마치	첼로를	가수로	묘사한	듯	형식미보다는	멜로디의	조형이	중요하다.	짧은	

악구에서도	여러	번	피아노와	피아니시모를	반복하는	등	다이내믹한	변화가	많아	베테랑도	

언제나	시험에	들게	한다.

슈베르트는	1816~17년	2년간	바이올린-피아노	이중주를	4편(D.384,	385,	408,	574)	

썼다.	이중	앞의	세	편엔	‘소나타’	대신	‘소나티네’(작은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악곡이	

단출하고	연주가	상대적으로	쉬워	아마추어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다.	반면	맨	마지막	

A장조	D.574는	정식	소나타로	명명한	만큼	완성도가	높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교향곡	

6번,	피아노	소나타,	가곡	‘송어’,	피아노	오중주와	함께	스무	살	작곡가의	싱그러운	악상이	

돋보인다.	알레그로	모데라토-프레스토-안단티노-알레그로	비바체	등	4개	악장	구성이며	

앞선	세	소나티네와	달리	상당한	기교가	필요하다.

‘환상곡’이란	이름이	붙은	C장조	D.934는	작곡가	사망	11개월	전인	1827년	12월에	쓴	

후기작이다.	보헤미아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슬라비크를	위해	만든	만큼	전작보다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요한다.	현악	오중주	C장조를	연상케	하는	트레몰로로	시작해	같은	

테마가	마지막	4악장에	다시	등장하며	수미상관을	이룬다.	단조와	장조	음률이	절묘하게	

교대하는	2악장은	슈베르트의	가장	훌륭한	스케르초	악장	중	하나이다.	길이가	10분에	

달하는	3악장은	팔색조의	악상과	피치카토	등	다양한	기교가	응축된	변주곡으로	작품의	

백미이다.

피날레를	장식할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	D.802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가운데	18번째	‘시든	꽃’에서	테마를	

따왔다.	20편	구성의	연가곡은	떠돌이	나그네가	방앗간	주인	딸을	짝사랑하고,	라이벌	

사냥꾼에	의해	실연을	겪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시든	꽃’은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한	화자가	예전에	‘아가씨’로부터	받은	꽃에	감정을	이입한	판타지풍의	

비가이다.

그녀가	내게	준	꽃들,	내	무덤에	함께	누워야	한다/너희	꽃들은	왜	그리	시들고	

창백하느냐?/너희	꽃들은	왜	그리	눈물에	젖어	있느냐?/봄이	오고	겨울이	간다/그러면	

꽃들은	들판에	자라겠지/그리고	나의	무덤을	덮으리라/그러면	그녀가	언덕을	헤매다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리라,	나의	마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처연한	e단조의	주제	선율은	후반부	봄이	오고	꽃이	피는	부분에서	E장조로	조바꿈됐다가	

다시	e단조로	끝맺는다.	이	주제를	특별히	아낀	작곡가는	가곡이	나온	이듬해인	1824년	

친구이자	플루티스트인	페르디난트	보그너를	위해	변주곡으로	만들었다.

작곡가는	원곡을	절반	길이로	축약한	주제부	앞에	간단한	서주를	앞세우고	주제	뒤로	

7개의	화려한	변주를	붙였다.	각각의	변주는	독주	악기가	최대한	기교를	뽐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마지막	변주의	화려한	코다에서	절정을	이룬다.	순수	기악곡인	만큼	가곡의	

비극적	정서는	희석돼	있다.	첼로	버전은	비스펠베이가	직접	편곡했다.	플루트를	위한	

원곡과	같은	조성으로	음표의	변형은	크지	않다.

비스펠베이가	처음	한국을	찾은	지	23년이	지났다.	그사이	그는	9번이나	내한하며	대표적인	

친한파	연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시큰둥할	법도	하지만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공연은	23년	

전에	못지않은	설렘과	반가움을	갖게	한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기성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X세대	신인류’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부족했지만	오랜	동반자인	피아니스트	파올로	자코메티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자코메티는	1996년	첫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녹음부터	비스펠베이와	

호흡해왔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만	서로	다른	3개	레이블(Channel,	Onyx,	EPR)에서	함께	

녹음할	정도로	슈베르트에	대해	궁합이	잘	맞는다.	역대	어느	첼리스트도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는	자코메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9월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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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PREVIEW피아니스트 조성진

올해 9월 음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성진의 무대’일 것이다. 그의 내한 공연은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무대는 스케일이 다른 무대다. 
일단 최고의 현악 사중주단인 벨체아 콰르텟과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를 연주한다! 지난해 해외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세계적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의 성악 리사이틀도 준비되어 있다. 솔로 리사이틀은 프로그램이 알차고 단단해져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직접 지휘하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협연 무대까지 선보인다. 피아니스트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연주를, 그것도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만나 
들려주는 것이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우리에게 이런 무대를 선사할 수 있는 연주자가 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과 함께.

글 | 이지영  

조성진의 리사이틀 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

음악 애호가들에게 조성진의 9월 공연은 그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주 형태나 프로그램, 무엇보다 함께하는 연주자들의 명성을 고려할 때 이런 

구성의 무대는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피아노 리사이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모차르트 

환상곡, 피아노 소나타 3번,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op. 1,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로 대단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여태까지 조성진은 리사이틀에서 

쇼팽을 꾸준히 선택해왔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은 쇼팽 연주에 천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쇼팽이 빠지고 없다.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몇 번의 쇼팽을 연주했지만 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레퍼토리의 범위를 넓혀왔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첫 앨범은 쇼팽이었지만 두 

번째는 드뷔시였고, 이후 주력했던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였다. 누군가의 감정을 

대변하듯 ‘섬세하고’ ‘아프고’ ‘맑은’ 그의 슈베르트는 깊고 긴 여운을 남겼다.

슈베르트에 좀 더 천착할까 싶었는데, 이듬해에는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실내 

관현악단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과 소나타, 환상곡을 담아 세 번째 앨범을 발매했다. 이 

레퍼토리는 올해 9월 싱가포르(9월 10일)와 통영(9월 21일)에서 열리는 리사이틀과 협연 

무대(9월 22일)에서 모두 연주한다.

모차르트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공연 관람 예정인 관객이라면,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관객이라면 혹은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이라면, 지난해 발매한 조성진의 

모차르트 앨범을 경청해보기 바란다. 드뷔시 앨범 못지않게 모차르트 앨범도 많은 

뉘앙스를 전하고 있다. 손열음의 모차르트가 티 없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듯한 

순결한 연주라면, 조성진의 모차르트에는 다소 사색적인 청년의 풋풋함, 순수함이 담겨 

있다. 소나타 3번, 12번도 좋지만 직관으로 연주하는 환상곡 d단조 K. 397을 들어보자. 

길지 않은 5분짜리 호흡 안에서 수없이 바뀌는 빠르기, 그에 따르는 악상과 감정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 짧은 연주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프로그램 중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 760이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슈베르트 곡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가 표현하는 멜랑콜리한 

‘판타지’는 정말 들어볼 만하다.

알반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op. 1을 다시 선보인다. 지난 2017년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곡으로 짧지만 임팩트 있는 작품이다. 조성진의 또 다른 멘토인 라두 루푸와 

얘기를 나누면서 선택하게 됐다는 곡이다. 얼핏 무조 음악처럼 들리지만 조성이 있는 

곡으로, 친숙해질수록 더 로맨틱하고 신비로우며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곡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 프로그램의 여타 곡들과 비교하면 

리스트는 색깔과 무게가 전혀 다른 곡이다. 긴 호흡 내에 수많은 그림을 그리며 감정과 

주법의 변화, 기량, 그에 따르는 에너지를 조절하며 쏟아부어야 할 대곡인데, 이 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의 연주가 몹시 궁금하다.

조성진 음악의 매력은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하든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다. 매우, 

대단히 신중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큰 주저함이 없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더라도 그의 용기와 대범한 마인드는 음악의 역량과 지평을 결국 넓히고 있고, 덩달아 

우리의 좁은 시야도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 최근 접해본 그의 연주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운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최고의 연주를 위해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싱가포르와 통영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보고 싶은 공연은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많이 열린다. 같은 대륙 안에 살고 있다면 국가 간의 이동도 어렵지 않으니 

관람 기회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클래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지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는 매우 적다.

그러나 2019 가을은 얘기가 다르다. 첫 리사이틀은 싱가포르의 국립아트센터인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에서 9월 1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9월 21일에 열린다. 무대가 

서울이 아니어서 아쉽다 할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연주자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일도 다반사인 요즘, 미슐랭 별점을 따라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여행도 다반사인 요즘, 싱가포르, 그것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찾는 에스플러네이드는 

한 번쯤 찾아가볼 만하다. 이곳에 우리가 알 만한 최고의 연주자들의 무대가 한국보다 더 

많다고 하면 배가 아프겠지만, 이 극장과 친숙해지면 한국에서 볼 수 없거나 놓치는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볼 때 아시아 최고의 거점도시로 삼는 국제 도시인만큼 

싱가포르 공연도 중요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더 인정받는 한국 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조성진의 싱가포르 무대는 더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공연 티켓은 싱가포르 티켓 사이트(SISTIC)에서 

구매하거나, 여행사 투어비스(www.tourvis.com)를 통해 ‘조성진 싱가포르 피아노 

리사이틀 3박 5일’ 패키지나 자유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 3박과 항공, 차량 가이드, 리사이틀 최상위석(Cat1) 관람,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로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옆 글루턴스베이에는 로컬 음식을 파는 호커 센터(야외 푸드코트)가 저녁마다 

들어선다. 공연 관람 후 사테나 삼발 스팅레이, 타이거 맥주와 함께하는 야경 감상도 필수 

코스로 챙겨보자.

싱가포르 이동이 여의치 않다면 9월 21일 통영을 찾아가자. 먹을 것, 볼 것, 이야깃거리가 

정말 많은 독특한 도시 통영은 주요 버스 터미널에서 네 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다. 간혹 ‘지방 공연장에 대한 낯섦’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요즘이 어떤 때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도시라 명명해도 부족함이 없는 ‘통영’이다! 조성진은 

3년 전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홀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을 꼽은 바 있다. 

악기도 좋지만 객석에 따라 울림의 편차가 적고 규모도 적당하다. 최근 발매된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쇼팽 앨범은 여느 세계적인 해외 극장이 아닌, 이곳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녹음했다. 조성진 통영 공연은 티켓도 티켓이지만 숙소 예약도 치열할 수 있다. 추석 연휴와 

붙여 휴가를 낼 수 있다면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통영에서 열리는 ‘조성진과 친구들’ 

무대를 원 없이 만끽하는 것도 좋은 방법. 통영은 언어, 음식, 극장 수준, 비용, 다채로운 연주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을 보장한다.

성악·현악 앙상블을 거뜬히 소화할 줄 아는 젊은 피아니스트

쇼팽 콩쿠르 우승,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계약,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이런 기록들을 마치 

운동선수의 그랜드슬램 달성 기록 정도로 보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음악 팬이 아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자. 피아니스트는 홀로서기도 충분하지만 어떤 악기와도 협주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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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악기다. 세기의 명장이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일정 궤도에 오른 조성진은 이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체중이 아니라 연주 형태의 폭을 

넓히는 것.오는 9월 18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20일(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성진은 

세계적인 성악가 마티아스 괴르네와 함께 슈베르트 가곡 리사이틀을 갖는다. 독일 

가곡 최고 해석자로 꼽히는 괴르네가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한 뉴스인데, 함께하는 

피아니스트가 조성진이라니!

사실 피아니스트가 기악 연주자와 함께할 때, 성악가와 함께할 때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악기끼리 합을 맞추는 일과 성악가, 다시 말해 ‘사람’의 호흡과 

‘가사’의 내용을 함께 읽어내며 합을 이루는 일은, 주고 받는 흐름이 살짝 다르기 때문이다. 

교향곡을 지휘할 때와 오페라를 지휘할 때, 지휘자의 역량과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피아니스트의 그것도 차이가 있겠다. 물론 기악이든 

성악이든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고픈 대상의 ‘선호도’가 우선이겠지만 성악가의 

호흡을 기가 막히게 잘 읽어내는 피아니스트의 영역은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겠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일화는 클럽발코니 87호(2018년 1월호)에 소개된 바 있다. 괴르네를 

좋아하던 조성진은 친구와 함께 파리에서 열리는 그의 리사이틀을 찾아가서 소개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괴르네는 이미 조성진의 존재를 잘 안다면서, 쇼팽 앨범을 들어봤다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같이 연주하지 않겠냐며 연락처를 가져가더니 2주 후, “2019년에 

빈, 파리, 런던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마침 시간이 가능했던 

조성진은 그의 연주회에 동행했는데 프로그램은 볼프, 피츠너, R. 슈트라우스, 바그너 

등 독일 후기 낭만 작품들이었다. R. 슈트라우스의 가곡은 물론이고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어울리는 작품인데다 내용도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버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며 준비 과정을 즐겼다.

2018년 4월 19일 빈 슈타츠오퍼, 이들의 공연을 찾은 음악애호가 박철민은 기대 이상으로 

두 사람의 호흡이 대단히 훌륭했다고 전했다. 조성진은 전형적인 반주자의 역할보다는 

솔리스트 느낌이 강했지만, 그날 프로그램에서는 괴르네에게 맞추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특히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음량의 스펙트럼도 넓었고, 조성진 특유의 프랑스적 시정이 예술 가곡, 시의 특성과 

잘 어울렸다고 했다. 섬세한 터치로 다양한 색채와 일렁임 가득한 운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극장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들렸다고 하니, 까다로운 빈 관객들도 조성진에게 

매료된 모양이다. 공연 후 괴르네는 평소와는 달리 조성진을 향해 매우 환한 얼굴로 

웃으며 등을 두드렸다고 하는데, 현지 언론은 “너무나 능수능란한 피아노에 풀 편성 

오케스트라 반주에 대한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괴르네의 목소리와 피아노는 꼭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괴르네는 알프레트 브렌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 등 손꼽히는 최고의 피아노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 서왔고 다닐 트리포노프와도 

자주 무대에 섰다. 놀랍게도 빈, 파리, 런던 공연을 마친 후 괴르네는 조성진과 함께 가곡 

레퍼토리를 녹음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매될 예정인 앨범의 내용은 아직 공개 

전이지만, 조성진에 대한 괴르네의 음악적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엿볼 수 있다.

소식만 들어도 뿌듯하고 설레는 ‘그 무대’는 예술의전당(18일)과 통영국제음악당(20일), 

두 차례 열린다. 어느 쪽도 좋다. 이들의 무대를 볼 수만 있다면. 

공연 프로그램은 슈베르트를 선택했다. 과거 내한 무대에서 부르지 않았던 ‘방랑자’ 

‘슬픔’ ‘소년과 죽음’ ‘지옥으로 떠나는 길’ ‘무덤 파는 이의 노래’ ‘인간의 한계’ ‘향수’ 

‘하프 연주자의 노래’ ‘방랑자의 노래’ ‘어부의 사랑의 기쁨’ ‘겨울밤’ ‘저녁별’ ‘여름밤’ 

‘사랑스러운 별’ 등이 선곡되었다.

19일 통영에서는 벨체아 콰르텟과 함께하는 조성진의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 무대가 있다. 

실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만나는 ‘조성진과 친구들’의 문을 여는 오프닝 공연이다. 벨체아 

콰르텟은 몇 년 전 영국 위그모어홀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인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리사이틀에서도 위상을 증명했듯, 현존 최고의 콰르텟이다. 2년 전 한국을 찾아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올해 다시 한 번 오게 되면서 조성진과 한 무대에 서게 됐다. 

이들은 고맙게도 노부스 콰르텟을 멘토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브람스 외에도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19번 C장조 K. 465 ‘불협화음’과 베토벤 현악 사중주 3번 D장조 

op. 18-3을 연주한다. 좋은 악기, 좋은 협연자와 만나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진다. 조성진이 이들과의 합주를 통해 더 큰 연주자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악 사중주단과의 협연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조성진의, 조성진을 위한, 조성진에 의한 협연

피아니스트가 반드시 전인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작품의 구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가능성을 맘껏 확장해본 악기에 

대한 생각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고 대응하는 유연성도 커질 

것이다. 언젠가 동일한 피아노곡을 조금씩 다른 해석으로 연주해 보이자 크레디아 

스태프가 놀랐던 적이 있었다. 그때 조성진은 “알프레트 브렌델에게서 레슨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모습도 놀랍다). 크리스티안 틸레만, 라두 루푸, 

미셸 베로프, 마티아스 괴르네, 알프레트 브렌델까지 이 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에게서 

애정과 응원을 받는 가운데 조성진은 성장하고 있다. 미래의 그의 음악이 무엇을, 어디까지 

말하게 될지,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일까? 통영에서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조성진 본인이 지휘하는 협주곡이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22일 일요일 무대에서는 뮌헨 필하모닉 악장인 

스레텐 크르스티치와 함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쇼팽 협주곡 

1, 2번을 협연하면서 지휘자 없이 협연하는 무대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 그는 “쇼팽 

협주곡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지 무척 궁금하다.

9월의 공연은 그야말로 조성진의, 조성진을 위한, 조성진에 의한 총체적인 무대다. 

연주자의 활동 범위에 따라 관객의 눈높이, 시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경험해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피아노라는 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형태를 

담고 있으니, 이제 쇼팽 콩쿠르 우상자라는 얘기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미 그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티켓 예매는 이미 시작됐다. 전쟁이 예상된다. 당신은 이 멋진 여행에 동행할 것인가? 이번 

무대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특별한 무대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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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클래식에 빠지다
KBS 클래식FM이 우리에게 스며든 시간

KBS 클래식FM이 올해로 출범 40년이 되었다. 광고 없이, 대중성 없이 잔잔하게 흘러온 시간이 ‘마흔’이 된 것이다. 
클래식 음악만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듣지 않는 채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순간도 

뗄 수 없는 일상이다. 청취자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충성도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특별한 방송인 것이다.
오랫동안 KBS 클래식FM을 만들어온 김혜선 PD,  ‘KBS음악실’을 진행하는 신윤주 아나운서, ‘가정음악’을 진행하는 배우 김미숙, 

‘세상의 모든 음악’의 진행자 방송인 전기현을 만났다. 클래식FM과 함께해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채널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글 | 이지영 사진 | 강태욱

지천에 널린 게 음악이다. 어딜 가든 음악이 들린다. 그런데 들리는 음악 말고 

굳이 찾아 듣는 음악을 얘기하자고 할 때 많진 않지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얘기한다.

광고 없이 24시간 클래식을 들려주는 KBS 클래식FM(93.1Mhz)은 서양과 

동양의 고전음악, 재즈, 그리고 팝이나 가요가 아닌 ‘그 외 장르의 음악’을 담고 

있다. 아침 7시부터 출근 시간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출발FM과 함께’, 오전 

9시, 대한민국 주부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온 ‘김미숙의 가정음악’, 한국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음악과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KBS음악실’, 

한국 전통음악과 동시대의 음악을 전하는 ‘국악의 향기’와 ‘FM풍류마을’, 

성악곡을 중심으로 편성된 ‘노래의 날개 위에’ ‘정다운 가곡’, 애호가들을 위한 

심도 있는 음악 해설 방송 ‘명연주 명음반’과 ‘FM실황음악’, 크로스오버와 샹송, 

탱고, 보사노바, 민속 음악 등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음악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게 해주는 ‘당신의 밤과 음악’, 그리고 

20년째 고정된 자리에서 재즈를 들려준 ‘JAZZ 수첩’ 등 각 분야 전문 진행자와 

해설자가 다양한 색깔을 만들며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왔다.

광고가 없는 클린 방송이지만 같은 이유로 예산도 많지 않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거나 주목을 받는 일도 없다. 하지만 40년이 되도록 이 채널이 청취자들에게 

미쳐온 영향은 깊고 크다. 업무와 육아 때문에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실황 음악 방송은 일상에 단비가 된다. 해외에서 

일하는 누군가에게 모국어로 듣는 음악 해설 방송은 온전히 쉴 수 있는 나만의 

동굴이 된다. 퇴근하던 누군가는 버스 안 라디오에서 세자리아 에보라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답답한 가슴과 머리를 식히게 된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누군가는 진행자 김미숙이 음악을 소개하며 울먹이던 그날, 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맥락도 없지만 클래식FM을 만나 받게 되는 위로, 위안, 터뜨리는 

울음은 뭐라 설명해야 할까.

때로는 많은 말보다, 뜨겁고 격정적인 에너지보다, 그저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들어주는 존재로부터 더 큰 위로를 얻기도 한다. 어쩌면 40년간 우리 

곁에 머물면서 나즈막이, 진심을 담아, 천천히 발을 맞춰온 클래식FM이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다.

 

40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친구처럼

김미숙_ “가사가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음악이 가슴을 너무 후벼 파도 무겁고, 

힘들고, 말로 하는 사랑 타령도 괴롭고…. 어쩌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기 위해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클래식FM을 사랑하는 이유는, 요란스럽지 않게 내 일상에 들어와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 여기에 음악의 감수성을 조심스레 더해준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때로는 음악가나 연주자의 생애가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음악도 

달리 듣게 된다. 그런 음악이 차곡차곡 쌓여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되는데, 

‘공감’의 순간을 가진 음악은 곁에 오래 머물게 된다. 그리고 진행자에 따라 공감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 예민한 채널도 클래식FM이다. 전하려는 음악에 먼저 

감동한 진행자의 말은 달리 들린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세밀한 숨소리까지 

예민하게 파고드는 것이 라디오 방송의 특징일 것이다.

김미숙_ “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게 늘 긴장돼요. 내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배가 아플 때도 

많아요. 대신 라디오는 달라요. 화장하거나 감추지 않아도 되고, 모자를 눌러 

쓰거나 신발을 벗고 있거나, 가장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으로 청취자와 

만나 좋아하는 음악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신윤주_ “저도 아나운서가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한참 후에 알았어요. 심지어 

라디오를 하지 않았으면 아나운서를 계속 했을까 생각해봐요. 라디오는 분명 

‘방송’이지만 스튜디오가 제 ‘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연주자분들을 

초대해서 모시는 것 같고, 가까이에서 음악을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의 

감정을 라디오에서 숨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예민한 분들은 진행자가 누구랑 

싸웠나 하는 것도 느낀다는데, 좋은 연주자를 만나 감동했을 때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 ‘오늘 박수가 남달라요’ ‘게스트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목소리가 

연주자 만나고 난 후 꿀이 뚝뚝 떨어져요’라며 피드백이 오기도 해요.”

전기현_ “스튜디오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만큼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청취자로서의 라디오는, 모르던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DJ로서의 라디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통해서 상상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공유할 수도 있는, 언제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인 거죠.”

섬세한 청취자들과 만나온 KBS 클래식FM은 1979년에 개국했으니 올해로 

40년이 된다. ‘어느덧 중년이 된 청취자들에게 전하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마흔, 클래식에 빠지다>라는 부제의 앨범도 제작했다. 총 4장의 CD에 40곡을 

수록했는데 PD와 DJ, 연주자, 그리고 클래식FM과 인연을 맺어온 40명의 

추천으로 선곡했다. 바흐부터 모차르트, 말러, 쇼스타코비치,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다채로운 구성의 컴필레이션 음반이다. 요즘은 음반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앨범은 발매하자마자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판매됐다.

김혜선_ “올초부터 4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클래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내 곁에 음악을 두자는 의미로 

음반을 내자고 했죠. ‘마흔, 클래식에 빠지다’라는 부제는 그 숫자, 나이, 시간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이죠. 주변을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내실을 기하는 나이. 

지금의 클래식FM이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85년에 입사했으니까 이 

채널이 아기였을 때 들어온 거죠. 그간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 잡아놓은 

방향이 올바르다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 일을 하게 됐을까.

 김혜선_ “학생 때에는 클래식 음악이 지겨울 거예요. 그나마 시험을 위한 

‘공부’로 들으면서 접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즐길 기회를 못 누린 거죠.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넓지 않은데 제 경우, 한번 듣게 된 

음악이 싫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팝송이나 가요도 좋아하면 옛날엔 테이프에 

녹음해서 늘어날 때까지 몇 번씩도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질리기도 하는데 

클래식은 안 그랬어요. 청취자 중에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만 

신청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안 좋아하면서도 가끔 틀긴 했지만 7~8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곡이 확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특별히 만나는 시기, 특정 

음악이 있을 테니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만나는 거죠.”

KBS 클래식FM의 대표 프로그램 ‘김미숙의 가정음악’은 지난해부터 배우 

김미숙이 진행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5년간 저녁 6시부터 2시간 방송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복귀한 것이다. PD나 진행자야 

처음부터 이 채널을 선택해 일하게 된 것이지만 배우 김미숙은 클래식FM과 

처음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김미숙_ “중학교 때 선생님 덕분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을 설명하시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의 멜로디와 비슷한 

주제가 있다며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다소 엉뚱한 비유였지만 저는 그게 

들렸고, 그 덕분에 추천해주신 다른 음악도 듣기 시작했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10월 10일 개교기념일이면 이화여대 강당을 빌려 

연주회를 했었어요. 다른 애들은 관심 없어했지만 저는 꼭 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연극, 음악, 영화 티켓을 사서 보러 가던 애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미숙은 배우가 됐던 21세에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에 꽂혀 클래식 입문서, 

<음악동아>같은 잡지를 읽고 음악을 들으러 다녔다. 그러던 중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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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FM ‘한낮의 음악실’ 담당 배동순 PD가 진행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김미숙_ “손사래를 쳤죠. 나는 클래식에 문외한이다, 아는 것도 없다, 듣는 게 좋을 뿐이지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했더니,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온 연예인을 만난 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서 시작했는데, 당시엔 ‘샤를 뒤투아’ 발음도 

어색해서 음악 나가는 동안 내내 발음을 연습해서 겨우 내보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있는 더 많은 음악을 담아보자

발음 때문에 고생했다지만 2003년부터 진행을 맡은 ‘세상의 모든 음악’만큼 고충이 

많았을까. 클래식과 재즈, 팝•가요를 제외한 ‘다른 음악’을 소개해온 ‘세상의 모든 음악’은 

PD나 작가, 진행자 모두 가보지 않은 세계를 탐험하는 혁명이었을 것이다.

김혜선_ “그때는 음반 시장도, 마이너 음악에 대한 관심도 컸잖아요.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이런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했죠. 언젠가 의무적으로 

새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시기가 있어서 마이너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더니 

채택이 되고, 퇴근 시간에 편성까지 된 거예요. 이런 방송을 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지도 

몰랐고 시그널 음악을 정할 때부터 난감했어요. 비슷한 콘셉트의 BBC라디오도 참고하고 

음반사, 레이블 담당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하루만 잘 버텨보자’며 시작했죠. 

일주일만 버티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준비도 안 되고 모르는 게 많다 보니 겁이 

나서 일주일도 못 가겠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어떤 음반이 나와도 금세 감이 잡히는데, 

그땐 모래밭에서 뭐 하나 줍는 상황이었죠. 쪽 큐시트도 많이 썼고, 채널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이단아였기 때문에 내부의 적도 많아 울기도 했어요.”

클래식FM은 보수적인 채널이다. 청취자들 역시 보수적인 성향이라 진행자가 바뀌는 

것 하나도 불편해한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지만 지금까지 17년째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됐다.

김혜선_ “첫 번째 진행자는 이한숙 아나운서였어요. 낯선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려니 

발음을 몰라 각국 대사관에 문의도 많이 했죠. 황정민, 홍소연 아나운서가 이어받는 동안 

비료 숙성 재배처럼 쑥쑥 자라더니 단시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처음엔 이렇게 커질지 

몰랐는데 제일 주목받는 프로그램이 됐고, 2003년부터는 김미숙 씨를 모시게 됐고요.”

이후 가수 임태경, 피아니스트 이루마, 아나운서 정은아, 가수 카이까지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가 2006년부터 15분짜리 ‘뮤직 에세이’ 코너를 진행하던 방송인 전기현이 

2007년부터 주말 방송을, 이후 4년간 심야 프로그램 <음악풍경>을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세상의 모든 음악>을 메인 MC로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인 만큼 선곡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언어를 소화하는 능력과 곡에 대한 이해도 등 여러 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진행자다.

전기현_ “지금도 발음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중요 언어의 자모음 읽는 법을 먼저 

익힙니다. 외국어는 잘 듣고 따라 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노래 같은 경우, 가사에 제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래를 잘 듣고 따라 하죠. 예전엔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문의를 많이 했지만, 요즘엔 여러 언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참고하고요.”

망망대해에서 주옥같은 음악을 골라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 많은 음악을 

찾아 듣고, 청취자에게 전달하기 좋은 음악을 선곡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전기현_ “구하기 어려운 음반이나 덜 알려진 음악을 찾기 위해 해외에서 나가 음반을 

사오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스트리밍을 이용해 음원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가격, 배송비 

등 조건에 따라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죠. 각국의 Amazon에 가장 많이 들어가보고, 

영화음악 등 장르 전문 사이트, 요즘엔 Youtube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좋아했던 프랑스 라디오 채널도 참고합니다. 프랑스 유학 당시, 저 역시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많이 알게 됐고 음반을 구매했던 것이 지금껏 방송을 해올 수 있는 큰 

재산이 되고 있거든요.”

김혜선_ “아시겠지만 MC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엄청 꼼꼼하고. 전 세계 음악이 뒤섞인 

이분만의 선곡이 있어요. 처음 15분짜리 코너만 맡겼을 때부터 선곡이 진짜 좋았는데, 내가 

들어서 좋은 음악이 남들도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다 보니 이제는 자리가 잘 

잡혀서 행복하게 하고 있죠. 이 방송은 유례없던 프로그램이다 보니 선곡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정통 클래식 비율은 2, 크로스오버가 3~4 정도, 뉴에이지, 재즈, 월드뮤직 

등은 2~4 선에서 조율했어요.” 

전기현_ “이 프로그램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위로, 새로운 음악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궁금증, 그리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작가의 글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곡 한 곡 천천히 밸런스를 맞춰가며 티나지 않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비슷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석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kBS음악실, 최고의 연주자들과 만나는 사랑방 스튜디오

작은 나라지만 한국 출신의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 곳곳에 서고 있다. 

‘오빠 부대’를 처음 이끌었던 임동혁부터 손열음, 김선욱의 등장은 연주자와 감상자의 

연령층을 확 낮추었고, 이후 조성진의 등장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일으켰다. 김수연, 

김봄소리, 선우예권, 황수미, 캐서린 김, 문태국, 양인모 등 눈부신 연주자들의 활약상이 

촘촘히 쌓여갔고, 특정 악기와 솔리스트에게만 편중되던 경향은 실내악단인 ‘노부스 

콰르텟’의 등장으로 전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성현, 김한, 김홍박 등 관악 주자들이 나타나면서 크게 확장됐다. 요즘은 

유서 깊은 최고의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으로 한국 출신 연주자들이 활약하게 됐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지난해 ‘평창대관령음악제’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감격적이었다. 마치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무대 

위에서 제창한 것 같았고, 이런 ‘어벤저스’들을 한데 모아 역사를 써낸 손열음 음악감독의 

존재감은 한국 음악계의 지각 변동을 널리 알렸다.

신윤주_ “스포츠 뉴스 볼 때마다 느껴요. 저분들 정말 잘한다, 연봉도 많이 받고, 별도의 

뉴스 코너가 있으니 계속 더 유명해지고…. 그런데 우리 연주자들,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저렇게 잘하는데 9시 뉴스에조차 클래식 코너가 없잖아요. 노력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데 비해 안 알려지고, 보상도 적고, 조명이 안 되는 게 늘 안타까워요.”

 ‘KBS음악실’은 한국 연주자들의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전 11시, 

라이브 무대와 촘촘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적인 

위치에 오른 연주자들의 위상만큼 이 프로그램의 입지나 역할도 중요해졌다.

신윤주_ “처음에 ‘KBS음악실’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국내 

연주자? 왜?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연주자를 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맡고서 연주자들이 너무나 뛰어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게 

2013년이었어요. 뭘 모르고 그랬다 생각하니 미안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자들에 대한 

애정이 쌓여갔고, 그분들이 한번 출연한 후 다시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엄청난 

소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확확 크고, 그걸 목격하는 현장이라는 게 너무 

기뻤죠. 제가 6년째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3~4년째 됐을 때까지만 해도 감탄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KBS음악실’은 진행자와 PD, 작가가 발로 뛰는 일이 많아졌다. 이슈가 있을 땐 취재를 

위해 해외 출장도 감행한다. 매체마다, 프로그램마다 갈수록 클래식 음악을 외면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잘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의 발로라고 해야 할까.

신윤주_ “저는 음악을 들으며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페라 보러 가면 예쁜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오던 사람이었고,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을 잠깐 맡게 됐을 땐 걱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좋아진 거예요. 클래식FM이 마음을 열어준 거죠. 이제는 제가 전생에 나라 

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연주자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해주시는 말씀과 연주를 

들으면 개인 레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주 당일에도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주실  

경우가 있는데, 고맙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해요.”

‘KBS음악실’이 음악에 취미가 없던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유는, 스튜디오에서 

나누는 인간적인 대화 때문이다. 그들의 음악 세계를 다 이해할 순 없더라도 좋은 음악을 

향해 도전해가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에게든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윤주_ “처음 연주자들을 만나 얘기할 땐 어려웠어요. 다들 천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주자’가 아닌 ‘사람’이 보였어요. 분야는 음악이라지만 힘들고 고된 과정을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독이며 살까 생각해보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가끔은 인터뷰 중에 울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첼리스트 김두민 씨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부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콘서트를 하러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죠. 어렸을 때 교만했던 얘기, 남들은 언급하지 않는 부상당한 

얘기, 그리고 부인과 아픈 아들 얘기를 하시다 어느새 눈물을 뚝뚝 떨구시며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음악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랑은 청취자들의 예민한 귀에도 전해진다. 함께 울고 

감동하다가 애정 어린 마음을 사연으로 보내오며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KBS음악실’이 

사랑받는 이유다.

 

생방송 스튜디오가 딱 하나뿐인 클래식FM

마흔이 되었지만 소박한 살림에 빠듯한 운영은 불편하다. 클래식FM은 생방송 

스튜디오가 하나뿐이다. KBS음악실의 경우, 정기적으로 라이브 연주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는 한창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다음 방송 출연자들이 

생방송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악기 소리를 내보기 위해 DJ 멘트가 없는, 음악이 나가는 짧은 

몇 분 동안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 소리를 내보고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해프닝을 

벌인다. 출연진이 많다면 마이크 세팅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급하게 바통터치를 해야 한다.

 김혜선_ “궁색하다 말하긴 싫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타 방송국은 꽤 

오래전에 생방송 스튜디오를 두 개씩 갖춰놨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게 스탠바이를 해야 

하죠. 심지어 스튜디오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오픈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꽉 막힌 

공간에서 날씨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데 생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여의도 공원의 낙엽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칙칙했던 하늘을 생각하고 무거운 곡을 선곡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와 보니 

화창하게 햇빛이 쨍쨍한 걸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특히 퇴근 시간대는 하늘 색채가 

달라지는 때인데 ‘실시간’ 느낌이 줄어드니 답답해요.”

그래도 음반 라이브러리를 드나들 때에는 행복하다. KBS는 한국 최대의 클래식 음반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 실물 음반 레퍼런스도 잘 갖춰져 있지만, 수년간 작업해 올린 

클래식 음원 사이트는 국내외 어느 사이트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검색 

기능과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미숙_ “저한테는 음원이 어색해요. 음반은 연주자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앨범 소개를 담은 

속지도 볼 수 있어서 앨범 전체가 머리에 남거든요. 음원은 그런 모든 과정이 사라져버린 

소스이니 깊은 애정을 들일 시간이 없는 거죠. 귀로 듣지만 하나의 소장품처럼 갖게 되는 

음반이 좋고, 그렇게 음악과 알아가는 게 좋아요.”

김혜선_ “그 음원 사이트는 꽤 오래 작업한 거예요. 투자해서 잘 만들기도 했고, 오타나 

실수로 입력된 것들은 이용하는 동안 수정해나가면서 자리를 잡은 거죠. 가요나 팝은 음원 

사용이 일반적인가 본데 저는 음원 사이트보다 자료실에서 음반 찾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음반별 수납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느 섹션에 가야 한다는 

동선이 다 떠오르거든요. 음반 세 장을 찾으러 가서는 주변에 놓여 있던 다른 음반들도 

뒤져보다가 우연히 새 음반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자료실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고, 

몰랐던 음반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니 이 방식이 좋은 거죠. 덕분에 음반 자료실은 

클래식FM 때문에 이동을 못 하고 있다네요.”

 

인생의 ‘젊음’과 ‘늙음’을 한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나이가 

마흔이라고 했다. 마흔이 된 클래식FM 덕분에 청취자들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프로그램도 자라났고 수년간 쌓아놓은 노하우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리한 모습도 근사하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았지만, 음악 애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채널에 빚을 지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함께해온 KBS 클래식FM에 늘 

고맙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좋은 동반자로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본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때로는 뜨겁고 격정적인 에너지보다, 

그저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들어주는 존재로부터 

더 큰 위로를 얻기도 한다. 어쩌면 40년간 

우리 곁에 머물면서 나즈막이, 진심을 담아, 

천천히 발을 맞춰온 클래식FM이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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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A 25th크레디아 온에어

온라인에서 만난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들의 음악 이야기
크레디아에는 특별한 팀이 하나 있다. 이름하여 미디어팀. 각 팀의 대표자가 
모여 크레디아와 클럽발코니의 소통 창구를 함께 운영한다. 마치 집 청소 
같아서 날마다 들여다보고 수정해도 크게 티 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하하 호호 가꾸는 크레디아의 미디어를 소개한다.

글 | 강다미 크레디아

최강의 ASMR - 팟캐스트 술술클래식 & 디토 클래식

이번 여름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었다. 보는 것에 민감한 시대에 듣는 미디어인 팟캐스트라고? 순간 

갸우뚱거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팟캐스트야말로 ASMR 붐을 타고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애플 팟캐스트 인기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시즌 2를 마무리한 <술술클래식>이 

있다. ‘농담 반, 음악 반, 술술 듣는 클래식 방송’ <술술클래식>은 ‘대체 클래식 음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12개의 에피소드로 시즌 1을 마무리했다. 클래식과 인연을 맺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클래식 음악 작곡가 25인부터 만나보라’는 취지로 시즌 2를 시작, 총 50개의 에피소드를 방송했다. 술술클래식의 

인기 요인은 다름 아닌 세 명의 MC인 매너리, 대장부, 소피 3인방. 음악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3인의 입담은 가끔 

아무말 대잔치인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동안 빵빵 터지는 재미는 물론이고 듣다 보면 지식이 쌓이게 

되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이다. 주고받는 디스 속에 꽃피는 동지애도 매력 포인트. 작곡가의 삶을 소개하는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 작곡가의 대표곡을 소개하는 ‘금주의 금주곡’, 금주곡에 끼지 못한 음악에 아쉬워서 

덧붙이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모두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다. 현재 시즌 3을 준비 중이다.

클래식에 의한, 클래식의, 클래식을 위한 본격 팟캐스트를 테마로 한 ‘디토 클래식’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은 

<Q피디의 땡큐포더뮤직>이다. 여러 예술가의 인생과 그들에게 영감을 준 음악을 소개하는 귀한 방송이다. 

굳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팟캐스트가, 예술가가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과 음악을 이야기하는 기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마에스트로 정명훈,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신수정 등 예술계의 거장부터 시작한 이 시리즈는 최근 범위를 확장해 문태국, 최나경, 

장유진, 김봄소리, 박규희 등의 젊은 목소리도 모으고 있다. ‘디토 클래식’의 또 다른 채널에는 크레디아 피디들이 

만든 ‘디토 오딧세이’가 있다. 12편의 디토를 이끌어오는 동안 있었던 애환과 보람, 그간 걸어온 디토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뒷이야기를 담아놓은 보석 같은 콘텐츠가 담겨 있다.

★ 최근 제작한 콘텐츠: 디토 페스티벌을 마무리하며 기획자, 기자, 평론가, 그리고 음악감독 리처드 용재 오닐이 

말하는 ‘Timeless DITTo’ 3부작이 있다. 특히 ‘공감(DITTo)’만큼 좋은 말이 없었다는 용재 오닐의 진솔한 

인터뷰가 매우 감동적이다.

알짜배기 혜택을 드립니다 – 카카오 플러스친구 ‘크레디아’

카카오 플러스친구에도 크레디아가 있다. 주로 티켓 오픈, 클럽발코니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 이벤트와 

혜택을 매월 첫 주 목요일에 발송하고 있다. 잦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프로사회생활러인 

미디어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플러스친구의 정기적인 소식은 월 1회 발송하고 있으며, 꼭 알려야 할 

이벤트인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 발송한다. 여유로운 문화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크레디아와 

클럽발코니가 매월 전하는 소식에 귀 기울여보자. 
★카카오톡에서 크레디아로 검색!

감동의 순간을 전합니다 -  유튜브 credia.tv

2010년부터 시작, 현재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크레디아의 유튜브 채널이다. 개설 

초기에는 연주자 인터뷰, 뮤직비디오 등을 중점적으로 올렸다. 특히 credia.tv는 색다른 

비주얼로 관심을 모았던 디토 페스티벌의 티저와 뮤직비디오가 널리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credia.tv가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공연 실황이나 

앙코르곡을 악장별로 감상하는 데 있다. 지난날 공연장에서의 감동을 어떻게 해서든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credia.tv로 오시라. 올해 크레디아의 25주년을 

맞아 지난 공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모은 플레이리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예프게니 키신의 쇼팽 폴로네이즈 ‘영웅’, 백건우와 김태형, 김준희, 김선욱이 앙코르곡으로 

연주한 8개의 손을 위한 갤롭 행진곡, 구스타보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신나는 ‘맘보’, 조수미 &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의 ‘그게 나라고’를 

보고 나면 음악,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새롭게 제작한 콘텐츠: 디토 피날레를 앞두고 진행한 

<Timeless DITTo–용재가 바라본 디토>와 데일리 공연 리뷰 

시리즈 <Dear Clara>가 있다.

좋은 글을 읽고 싶다 - 네이버 포스트

공연 기획자의 일기, 해외 클래식 음악가의 내한 이야기 등 예매 

정보 외의 읽을거리 등이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크레디아’로 

검색, 크레디아 네이버 포스트를 찾아오면 된다. 네이버 메인에도 

꾸준히 노출되고 있는 재미있는 양질의 글이 이곳에 차곡차곡 

모여 있다. 제레미 덴크가 과거에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에스트로 필립 헤레베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공연 담당자의 에피소드도, 에프게니 키신이 제안한 의외의 산책도, 

조성진·임동혁·지용의 리사이틀이 마무리된 후 3인 3색의 공연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포털 검색 결과만으로 성이 안 찬다면 어디? 네이버 포스트 

‘크레디아’다.

★최근 주력하는 콘텐츠:  ‘공연 기획자 일기 – 백스테이지 

리포트’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주자가 무대 밖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다.

빠른 소통은 이곳에서–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인스타/페북 감성이 대세인 요즘, 크레디아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매일 많은 이가 북적거리며 ‘좋아요’를 표하는 곳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크레디아의 티켓 오픈 예고부터, 

사인회가 끝나는 순간까지의 작고 큰 정보를 가장 빨리, 심플하게 

만날 수 있다. 최근 트렌드에 가장 민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초기에는 팀의 ‘막내’가 업로드로 고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이라는 사내 

구성원의 이해가 생긴 후로는 미디어팀 전체가 매주 콘텐츠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쁠 때는 

‘좋아요’가 다다다다 찍힐 때. 팔로워와 소통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의 기쁨과 쾌감은 미디어팀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 @credia_official | @club_balcony_official

★페이스북 facebook.com/crediaofficial | facebook.com/

Club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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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Music Festival

한여름의 가장 완벽한 매혹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1975년 어느 여름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유명 카페 토마셀리(Tomaselli)에 미국 

출신의 대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찾아왔다. 이 세기의 마에스트로는 잘츠부르크의 

여러 지인들을 불러 값비싼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하면서 은근히 몇 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봐, 친구들. 내가 이번에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지휘하는데 말이야, 대체 왈츠라는 건 

어떻게 리듬을 타야 하는 거지?” 미국 지휘자가 오스트리아 왈츠의 비밀을 궁금해했다는 

이 ‘도시 전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믿거나 말거나식의 가십이 널리 퍼진 건 역시나 

잘츠부르크 사람들의 드높고 까칠한 문화적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잘츠부르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이 도시의 공항 이름도 W. A. 

모차르트.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 빈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뒤 경유편이나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향하면 된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매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50일간 이어지는데, 굳이 축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무척이나 아름다운 도시인 만큼 여름휴가의 중간 경유지로도 매력적이다. 도시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구시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축제가 열리는 구시가지에는 

대축제극장, 펠젠라이트슐레, 모차르트 하우스 등의 공연장이 있고, 주변에는 고급 호텔과 

카페가 즐비하다. 식당들은 대개 비싸고 음식도 별로며 서비스도 시원찮다. 그러나 최고의 

클래식과 오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은 불변의 진리다.

페스티벌은 192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오스트리아는 

북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발칸 반도 전역에 걸쳐 있던 광대한 영토를 모두 잃고 순식간에 

유럽의 변방국으로 전락한다. 이때 수도 빈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시대의 이런 

정치적·정신적 우울증을 달래고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힘에 주목했다. 곧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연극과 클래식, 오페라가 중심이 된 종합예술 축제가 열리게 

된다. 이때 주축이 된 인물은 ‘오스트리아의 셰익스피어’로 불렸던 극작가 휴고 폰 

호프만스탈, 그의 둘도 없는 예술적 동지인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 등이다. 1960년대부터는 잘츠부르크가 고향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축제를 주도하면서 곧장 세계 최고의 예술 페스티벌로 급부상하게 된다.

본질적인 공연문화의 가치는 극장에서 이뤄진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명물은 밤마다 열리는 VIP들의 공연장 입장 행렬이다. 매일 

저녁 공연 30분 전쯤 대축제극장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잘츠부르크 축제를 공식 

후원하는 독일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거기서 내리는 

선남선녀들은 하나같이 멋진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다. 마치 

영화제의 한 장면 같은 이 광경을 그날 밤 클래식과 오페라를 보러 온 관객들이 재밌게 

지켜보는데, 사실은 사진기자들과 일반 관광객들도 잔뜩 몰려 있다. 어느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최고 볼거리처럼 굳어진 ‘VIP 레드카펫’이다. 사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얄미울 정도로 상업적이다. 축제 기간 내내 도심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은 공식 

스폰서의 제품에 한정되고, 아티스트의 사인 한 장을 받기 위해서도 그의 음반과 책을 따로 

구입해야 할 정도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답게 티켓은 너무나 비싸고, 그마저도 축제 

기간 중에는 암표상이 창궐해 도심 곳곳에서 정가의 두세 배가 넘는 표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래도 클래식 애호가들은 매년 여름 잘츠부르크로 성지 순례를 하듯 몰려든다. 

상업주의가 힘을 발하는 건 공연장 바깥만의 이야기고, 극장 안의 클래식 콘서트와 

오페라는 순도 높은 최고의 예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들은 

스폰서의 눈치를 보거나 관객들을 배려해 눈높이를 낮추는 법이 결코 없다. 객석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예술가들은 그들의 존재를 

짐짓 무시하고는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연을 그들만의 언어로 완벽하게 풀어낸다. 

난해하고 본질적이며 심오한 공연 문화야말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잘츠부르크의 모든 무대는 일종의 ‘신화 창조’다. 오늘 낮 혹은 밤 공연에서 낯설거나 

무명의 아티스트들을 만난다 해도 실망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몇 년 뒤 최고 무대를 

여름철 유럽은 가히 축제의 계절이다. 남프랑스의 절벽 해안 도시부터 스위스의 만년설 산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십 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열린다. 번잡한 대도시를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황홀한 감흥, 거기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을 함께 즐기는 여름 
페스티벌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두 곳을 최고의 축제 도시로 꼽는다. 깊은 예술성과 특유의 우아함으로 
가장 위대한 여름 예술 축제의 현장이 된 곳, 이탈리아의 그윽한 고도 베로나와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다.

글 | 황지원 음악 칼럼니스트

가장 위대한 음악 축제를 만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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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 페스티벌을 찾았던 그때도 그랬다. 특별한 

정보도, 사전 예습도 못 하고 엉겁결에 보게 된 첫 무대가 대축제극장에서 열렸던 

모차르트의 문제작 오페라 <코지 판 투테>였다. 당시만 해도 젊은 애송이 지휘자였고, 

아버지 아르맹 조르당에 비해 턱없이 유명세가 떨어지는 필리프 조르당이 지휘봉을 

잡았다. 옆에 앉은 영국 기자는 오늘 그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하는 날이라고 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무대 위로 가수들이 속속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의 

노장 바리톤 토머스 앨런 외에는 제대로 아는 가수가 한 명도 없었다. 빈 필의 풍윤한 

보디감과 부드러운 터치는 명불허전이었고, 조르당의 극적이고 섬세한 리드로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가장 화려한 실크 스카프처럼 관객들의 가슴을 우아하게 적셔주었다. 

그리고 그날 무대 위에서 보았던 젊은 성악가들은 지금 모두 세계 최고들이 되어 있다. 

전설적인 프리마 돈나인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부터 소프라노 타마르 이베리, 테너 

사이미르 피르구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화려한 페스티벌의 출발이 오스트리아의 1차 대전 패전과 그로 인한 정치적 좌절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도 아이러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며 다민족과 다문화가 

성공적으로 융화된 ‘진정한 천년 제국의 표상’으로 자부하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지금의 작은 땅덩어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제야 오스트리아의 인텔리들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는 문구를 새삼 실감했는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인생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저기 저 아름다운 예술만은 영원한 

우리 곁을 지켜주리라는 어떤 절대적 믿음. 제국의 광대한 영토가 북이탈리아에서부터 

발칸 반도까지 뻗어 있던 시절이나 차로 몇 시간이면 국토 종주가 끝나는 지금이나, 빈 

필하모닉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울림은 변함없이 황홀하다. 그런 쓰디쓴 깨달음 속에 

탄생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99년째가 되었고, 내년에는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한여름의 가장 완벽한 매혹은 늘상 알프스의 작은 산자락 마을, 여기 

잘츠부르크에서 빛난다.

마리아 칼라스와 진홍빛 와인 이탈리아 베로나
이탈리아 북동부의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던 시절에는 

밀라노 공작 스칼리제로 가문의 통치를 받았고, 그 후로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도시 전체를 감싸는 다크 브라운의 안온한 색감은 너무나 유명한데, 

일찍이 베네치아 화파의 대가 파올로 베로네제가 이 깊고도 신비로운 컬러로 세계 미술사의 

새 장을 열었다. 지금도 북이탈리아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그윽한 미감의 역사 도시이다.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고대 로마의 야외 경기장 아레나 디 베로나(Arena di Verona)는 

구시가지 한복판에 서 있다. 과거에는 검투사들이 야수처럼 뒤엉켰던 사투의 

현장이었겠지만, 지금은 매년 여름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세계 최고의 야외 오페라 극장이다. 축제의 시작은 1913년이었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였던 툴리오 세라핀이 새삼 고향 베로나의 중심가 한복판에 버티고 선 야외 경기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마침 그날따라 건너편 브라 광장의 어느 값비싼 카페에서 최고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야외 경기장을 바라보며 ‘저기서 

오페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곧장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들은 밤까지 기다렸다. 낮에는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가 도심 

전체를 들끓게 만들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고대의 돌무더기 극장 안은 순식간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무더운 방 안에서 스스로 끓어올라 텁텁한 기운만 자아내던 

와인이 지하의 서늘한 저장고에서 휴식을 취하자 온갖 매혹적인 향취를 뿜어내는 광경과도 

비슷했으리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을 연주했다. 가녀린 현의 울림이 순식간에 서늘한 

밤공기를 가르며 저 멀리 최상단의 관람석까지, 아니, 베로나의 하늘 너머까지 선율을 실어 

날랐다. 세라핀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우리 이제 여기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 축제를 

엽시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축제가 되다

2차 세계 대전으로 한때 큰 위기를 겪었던 베로나가 또 하나의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1947년이다. 초여름 즈음 무명의 한 소프라노가 여기 베로나에 나타났다. 뉴욕 맨해튼 

50번가에서 열린 오디션에서 이미 합격한 그녀였다. 베로나 태생의 명테너로 은퇴 후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조반니 제나텔로가 특별 오디션을 주도했다. 그는 젊은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지닌 다크한 음색과 깊은 질감, 격렬한 표현력을 모두 마음에 들어 했다. 심지어 

눈빛 속에 도사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격정적 불안, 묘한 열정까지도 모두. 그녀는 자신을 

안나 마리아 소피아 칼로제로풀로스라고 소개했다. 후일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라는 

이름으로 오페라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바로 그 소프라노 말이다.

베로나 공연을 위해 칼라스는 생전 처음 이탈리아로 갔다. 비행기 삯이 없어 스웨덴 

국적의 화물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수중에는 가방 하나, 구겨진 원피스 몇 벌과 미화 

50달러가 전부였다. 그래도 최고의 마에스트로 툴리오 세라핀의 지휘로 노래할 수 있었다. 

작곡가 폰키엘리가 쓴 격정적인 오페라 <라 조콘다 La Gioconda>의 여주인공이었다. 데뷔 

공연은 기념비적인 성공이었다. 뉴욕 어디에서 왔다는 무명의 소녀 소프라노가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유력자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 속에는 베로나의 대부호 조반니 

바티스타 메네기니도 있었다. 50대 초반의 이 신사는 전문가 수준의 오페라 애호가로 

유명했고, 단번에 마리아 칼라스의 천부적 자질을 간파한다. 공연 후 극장 앞 브라 

광장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다. 메네기니가 칼라스에게 조심스레 와인 한 잔을 권했고, 그 후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오페라의 주인공 조콘다는 베네치아의 밤거리를 떠도는 무명의 여가수이다. 한때 

그녀에겐 엔초라는 귀공자 애인도 있었고, 눈은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엔초는 그녀를 버리고 귀족 여인 라우라를 찾아 떠났고, 어머니조차 

간교한 비밀 경찰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다. 조콘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희망도 미래도 

없었고, 슬픔과 고통마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 참혹한 절망 순간에 처절한 

절규의 아리아를 목 놓아 부른다. 저 유명한 ‘자결의 노래 Suicidio’이다.

세월이 흘렀다. 세계 최고의 프리마 돈나가 된 칼라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로 달려간다. 오나시스는 금세 칼라스를 버리고는 재클린 케네디와 

결혼해버린다. 이제 칼라스 곁에는 든든한 남편도, 진실한 사랑도 남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점차 아름다운 목소리마저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오페라 속 여가수 

조콘다의 운명처럼 말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칼라스가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책갈피에 휘갈겨 쓴 메모 하나가 발견되었다. <라 조콘다> 속 ‘자결의 아리아’였다. 

“자결이여…! 내 운명의 최후의 목소리여! 내 여정의 마지막 갈림길이여! Suicidio! Ultima 

voce del mio destino, ultima croce del mio cammin!”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뉴욕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공부했고, 성공해서는 밀라노에 오래 살았고, 또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했던 칼라스. 그러나 생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최고 와인 

아마로네(Amarone)와 자작한 질감의 소스로 유명한 리조토 알론다(Risotto all’onda) 등은 

모두 이 도시 베로나의 음식들이다. 그녀의 향수 어린 기억과 안온한 행복의 시간 모두 

베로나와 연관된 것이었다.

몇 해 전이었다. 베로나 야외극장의 여름 페스티벌 <라 조콘다>를 보고 있었다. 여주인공이 

처절한 피날레 아리아를 노래하려는 순간, 극장 저 너머 아디제강에서 불어온 강렬한 

돌풍이 고대 극장을 강타했다. 무대 위 세트는 물론이고 극장 안 2만 명이 넘는 관객들마저 

단숨에 날려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바람이었다. 마치 칼라스의 영혼이 하늘에서 엄습해 

내려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지금도 고고한 돌풍이 되어 자신이 데뷔했던 이 극장을 영원히 

수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를 그리워하며 올해도 베로나에서 진홍빛 아마로네 와인 

한 잔을 나눌 것이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가수로서 그리고 무대를 이끌고 통솔하는, 

더 넓은 역량에서의 음악가로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도 잘츠부르크에서 

바르톨리를 만나보자.(좌)

마법 같은 무대를 연출해온 피터 젤러스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지휘자 테오도르 

쿠렌치스. 한국에서 이들의 무대를 만나볼 

날이 있을까. 잘츠부르크로 음악여행을 

계획해본다.(아래)

베로나 아레나 극장과 각별한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오페라 연출가인 프랑코 제피렐리다. 

지난 6월 15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그는 아레나 극장의 2019 오페라 페스티벌의 개막작인 <라 트라비아타>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연출과 영화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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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긍정의 진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책방 주인의 개성과 취향이 반영된 서점. 책에 대한 애정과 
공간에 대한 남다른 배려가 서점에 대한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취재 | 천승명, 박지선  사진 | 정다희, 각 책방 제공

역사책방

“역사 책 말고도 다양한 게 많아.” “역사책 위주인가 봐. 내가 찾는 책들은 없을 것 같아.” 취재를 위해 머무는 동안 방문자의 

얘기는 조금씩 달랐다. 역사책방을 둘러본 에디터의 느낌은 ‘역사에 방점 찍힌 책이 눈에 띄지만 있을 것 다 있는 알찬 

컬렉션의 책방.’ 이렇게 표현하겠다. "역사는 품이 넓습니다. 모든 책은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라고 책방 주인 백영란 

대표는 말한다. 역사와 노니는 공간이라 설명되는 역사책방은 경복궁 영추문으로 향하는 골목에 있다. 책방을 목적지로 

두지 않았더라도 동네를 지나는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시선을 빼앗는 쇼윈도가 특징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라 

불리는 원형 구조물. 에디터의 눈에는 바늘이 없는 시계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는 행위 모두가 개개인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듯하다.

지난 5월 오픈 1주년을 맞은 역사책방. 책방 내부의 1.5층 계단 옆에 부착된 모니터는 역사 책방에서 진행한 강연,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독립 서점에서 이토록 밀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꾸려갈 수 있을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서가 구성에 정성을 쏟는 백영란 대표의 고민과 진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책방의 다양한 기획들은 조용하게, 의미 있게 역사의 바퀴를 따라, 때로 이끌며 움직이고 있다. 책방의 다양한 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12  운영 시간 매일 10:30~22:00(일요일 18:00) 

생각을 담는 집

‘마감’이라는 일정표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기자 명함으로 서울 생활을 하던 책방 주인은 새로운 ‘출발’을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했다. “천고가 높은 공간, 책을 읽다 고개를 들면 자연이 보이는 구조가 좋았습니다. 동네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간판도 변변하게 없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들어야 했던 그는 이제 동네의 자부심이 되어 주민들의 

인사를 듣는다. ‘저자와의 대화, 작은 음악회’ 등 북카페 <생각을 담는 집>에서 기획한 이벤트는 매진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 동네 단골들을 보며 임후남 대표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책보다는 책방 

주인의 안목이 반영된 책 컬렉션을 마주할 때마다 가방에 담아오고 싶었다. “책을 보는 시간이야 언제라도 좋지만 특히 이 

공간에서는 저녁 노을 질 때가 정말 근사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책읽기는 ‘북스테이’를 체험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마당에 

자리한 정겨운 장독대는 ‘북스테이’ 후 아침을 차려주는 대표의 밥상을 짐작케 해준다. 마당에 서서 서점 내부를 바라보았다. 

책을 고르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책을 읽은 사람들의 모습마저 풍경이 되는 그곳. 다시 가고 싶고, 머물고 싶다,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로 59-11  운영 시간 10:00~21:00 (매주 화요일 휴무)
책책

대학로와 이웃한 이화동 안쪽, 고즈넉한 주택가 사이로 ‘책책’의 

간판이 얌전히 얼굴을 내민다. 클래식 선율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아늑한 1층 공간. 이곳은 서가라기보다는 작은 전시장 같은 꾸밈새다. 

실제로 매번 주제가 다른 미술전시가 열리고 때때로 음악계, 요리계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한 강의도 접할 수 있다. 안쪽으로는 목재로 

짠 정갈한 부엌이 눈에 띄는데, 도란도란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등 

가르친다기보다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도 운영한다.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드디어 이름에 대한 궁금증은 풀린다. 책책의 

시선으로 고른 리빙과 인문학 분야 최신 서적들과 스테디셀러 북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 누군가 나를 위해 읽어두면 좋을 알토란 같은 

책들만 선별한 인상이다. 책책에서 직접 기획 제작한 책들과 이슈 

브로셔들도 만날 수 있다. 한쪽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공수한 품질 좋은 

문구들도 가득이라 보는 재미, 고르는 재미가 더해진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서점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기존에 봐왔던 작은 서점도 아니고 북카페도 아닌, 취향을 

공유하는 풍요로운 일상에 대해 제안하는 곳이랄까. 비올라를 

전공하고 잡지와 출판업에 오래 종사한 대표의 흥미로운 공력이 

빚어낸 공간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다. 좋은 취향을 

가진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혜를 쌓는 느낌을 주는 곳. 

번잡함 이면의 고요함을 품은 이화동과 책책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1길 19-6

 운영 시간 12: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스틸북스&스틸로

한남동의 복합문화공간 사운즈한남에 속한 스틸북스. 대형 서점과 

소형 서점의 장점을 결합, 개성 있는 큐레이션과 장서 규모를 갖춘 

중형 서점이다. 그동안 접해왔던 분류법과 다르게 1층에서 4층까지 

각각 ‘매거진’ ‘생활과 일’ ‘예술과 디자인’ ‘사유와 사람’을 주제로 무려 

1만5천여 권의 책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문성을 지닌 큐레이터들이 

각 층에 상주하며 이들이 ‘스틸 페이보릿’이란 이름으로 독자들에게 

직접 추천하는 책들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곳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컬처 

프로그램 ‘스틸 클럽’이 매주 4층에서 열리기 때문. 다양한 분야의 

실력 있는 연사들이 일상을 보다 즐겁게 누리는 법,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성찰 등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더불어 책과 연계해 물건, 

전시, 프로그램을 하나로 잇고 다각도로 조명하는 ‘스틸 큐레이션’이 

주기적으로 함께 운영된다. 최근에는 스틸북스의 두 번째 브랜드이자 

그림책으로 특화된 공간인 스틸로를 열었다. 국내외의 다양한 

컬렉션을 갖추고 있어 그림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어른들 모두에게서  

환영받을 만한 곳으로, 역시 전문 큐레이터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책에 

관해 다양한 응대가 가능하다. 매주 낭독 및 워크숍 프로그램이 열리며 

일일 멤버가 되면 온종일 서가에서 무한한 그림책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책이 선사하는 다양한 즐거움이 개발되는 것을 보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이 두 공간이 충분한 놀이터가 되어줄 듯하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35 사운즈한남 1-4F

 운영 시간 스틸북스 12:00~21:30(매주 월요일 휴무) / 스틸로 평일 

14:00~19:30 주말 및 공휴일 12:00~19:00(매주 월요일 휴무)

최인아 책방 & 혼자의 서재

최인아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브랜드였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으면 몇 초 만에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인아 책방에 대한 

정보는 SNS 채널에서는 인증샷 올리는 새로운 명소로 이미 유명하다(이 기획을 위해 취재한 책방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미 가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그러나 최인아 책방은 가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곳 중 하나다. 세심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방 주인들(최인아, 정치헌 

공동 대표)의 배려가 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젠 문과 출신도 과학 책을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 우리 사회가 나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 돈이 전부가 아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대형 서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책들은 친절하다. 책방의 공동 대표들과 지인들이 쓴 울림 

있는 코멘트가 적힌 엽서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책방에서는 저자 강연, 우리 음악 콘서트, 인문학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책방에서 한 층 내려가면 경건하면서 아늑한 공간 ‘혼자의 서재’의 문이 있다. ‘호캉스’가 아닌 

‘북캉스’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공간이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1   운영 시간 11:00~21:00(주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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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이순열 에세이

글|이순열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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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레르류로 이야기한다면 에트랑제는 구름에, 달에, 

꽃에, 개울에 취하는 사람,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부유하면서 

가슴속에서 휘황한 태양을 끌어내려고 꿈꾸는 사람이다. 

발은 이곳에 있으면서 눈은 저곳으로 서성거리는 위고(Victor 

Hugo)도, 아득한 별에서 별로 색색의 줄을 늘어뜨리고 그 

별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채색상승의 황홀한 춤에 홀려 

있었던 랭보도, 그리고 에테로토피##의 설계를 시도했던 

미셸 푸코도, 모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몰려갈 때 홀로 

서쪽을 향해 뚜벅거리고 있었던 에릭 사티(Erik Satie)도 그 

이방인이었다.

그 대열의 한구석에는 언제나 손열음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손열음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내 눈에는 wanderlust에 

홀려 있는 듯이 비친다. 로렌스 더렐의 서스틴이나 빌헬름 

옌센의 그라디바(Gradiva)처럼 사뿐거리면서 노상 어디론가 

가고 있는.

누군가의 꿈을 신고 대굴거리다가 하늘하늘 먼 곳으로 

날아가는 나뭇잎의 환상이 우리를 취하게 할 때가 있다. 

손열음의 모차르트를 들으면 이따금 그 나뭇잎이 건반 

위에서 하늘거리고 있는 환영에 사로잡힌다. 그 나뭇잎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날개를 달고 있다.

“땅 위에 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기를 꿈꾸는 바다 동물의 

일기, 그것이 시”(Poetry is a journal of a sea animal living 

on land, wanting to fly in the air)라고 칼 샌드버그(Carl 

Sandburg)는 말한다. 그 말을 믿는다면 에테로토피의 꿈에 

젖어 있는 손열음은 시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녀가 대관령 음악제라는 새로운 터전으로 

공간 이동을 시도했을 때 나는 좀 불안해졌다. 피아노의 

건반이라는 작은 공간을 지렛대 삼아 무한한 우주로 

날아오르려는 그 용솟음과 흩어진 공가에 여러 연주자를 

끌어 모아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벌이는 축제가 같을 

수는 없고,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구멍 난 곳으로 흙탕물이 

튀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에테로토피의 주민이라 

한들 미지의 땅을 찾아나서는 공간 이동에는 언제나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취하면서도 

‘옛날 옛적’을 그리워하며 한 자리에 고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튕기려고 하면서도 손열음처럼 고향에 집착하고 

고향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를 나는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어렸을 적 외갓집을 찾아 수없이 대관령을 오르내리면서 

숲 속에서 꿈을 일궈왔던 손열음에게 대관령음악제의 

운영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열음이 덥석 그 짐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어땠을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음악제의 개막을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장에 불청객으로 끼어들었다. ‘얼씨구 씨구 

씨구…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은 물론 아닐 테고 

손열음은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꾸미고 있겠지…. 그런 

생각에 잠겨 회견장을 찾았더니, 로비에 놓인 홍보물 

겉장의 표제가 ‘다른 이야기’여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불안감은 옅어지기 시작했다.

손열음이 하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

조르주 뒤아멜(프랑스 소설가이자 시인, 1884~1966)은 

클라라 하스킬의 리사이틀에서 뜻밖에 조우했던 

세렌디피티의 황홀감을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었다.

“예정된 연주가 끝나고 거듭된 갈채에 비스(앙코르)를 

준비하느라 그녀가 숨을 고르고 있었을 때, 나는 얼핏 

‘슈만의 <예언하는 새>였으면’ 그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윽고 하스킬의 손길이 건반을 스치는 순간 바로 그 새의 

노래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듯 감동적인 순간을 내 

생애에 몇 번이나 겪을 수 있을까….”

‘다른 이야기’라는 표제가 눈에 띄었을 때의 내 심정도 

비슷했다. ‘그래야만 하는가’ ‘옛날 옛적에’ ‘끝은 어디’ 

‘못다 한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등 <다른 

이야기> 속의 작은 표제들도 모두 신선했다.

 

이미 충분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연금술사

손열음이 내세운 <다른 이야기>는 결코 아무데나 

나뒹굴고 있는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하다. 

비금속을 현자의 돌로 탈바꿈시키려는 연금술사의 비원이 

없고서는, ‘오, 벗이여, 이런 소리는 아니오’(o Freunde, 

nicht diese Tone)라는 절규가 없고서는 보다 더 조화롭고 

기쁨에 넘치는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설 리가 없다. 

날개가 무수히 꺾이면서도 드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는 

갈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가’(muss es 

sein) 하고 자문할 것이다.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 일리아스터(Yliaster), 연금술의 

대부 파라켈수스가 구축하려 했던 비원, 지상에서 

별에 이르는 휘황한 무지개의 현수교, 그곳이 

손열음의 고향임이 분명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이따금 

크리조포에이야(chrysopoeia)의 구슬이 영롱한 빛으로 

대굴대굴 굴러 나오는 것은 그녀가 그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는 그저 피아니스트일 뿐이고, 

지휘자는 그저 지휘자일 뿐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한 

물기를 다듬어 소리의 조율사가 되려 할 뿐,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뒤져서라도 하늘이 감추어둔 오쿨툼 

라피뎀(occultum lapidem)을 찾아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열음은 아무데서나 나뒹구는 비석을 걷어내고 

비석의 탑을 쌓으려 한다. 그 일이 쉬울 리 없다. 그러니 

손열음의 연금술, 대관령음악제가 휘황한 팡파르를 

울리면서 으리으리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의 음악 축제는 

존재 이유도 없이 꺼져버릴까? 아니다.

가스통 마슐라르는 주장한다. ‘연금술이란 화학적으로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시의 세계에서는 눈부시게 

꽃피어왔다’고. 도달점이 아니라, 미지의 땅으로 날아올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꿈과 그 과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고작 지중해의 끝자락 지브랄타르 해협에 이르러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더 이상은 없다’(ne plus ultra)고 

착각하면서 해롱거리는 것이 아니라, 알프스 위로 

알프스가 치솟기를 꿈꾸면서 더 먼 초월적인 세계(plus 

ultra)를 꿈꾼다면 어찌 날개가 꺾이고 실족한들 고귀하지 

않으랴.

기자회견장에서 강원문화재단 김성한 이사장은 손열음을 

음악감독으로 영입하면서 행정적인 잡무에 시달리다가 

혹시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싶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어떤 일을 주관하는 당사자가 거들먹거리면서 

희브리(hybris)의 흉측한 가마를 타고 해롱대다 추락한다면 

그것처럼 꼴사나운 일은 없다. 그러나 서로 배려하고 

감싸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설령 파국을 맞는다 한들 

오히려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누군들 걷다 보면 때로는 헛딛기도 한다. 때가 끼지 않고 

살아가기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욕을 해야 한다. 손열음은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곧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때가 끼더라도 그 때를 씻어낼 

것이다.

 

아프로디테 아나디오메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를 으뜸가는 미녀로 꼽는 

것은 물속에서 태어난 그녀가 아무리 더럽혀져도 목욕만 

하고 나면 다시 깨끗한 처녀로 소생하기 때문이다. 

별명처럼 붙어 있는 아나디오메네(anadyomene, 물속에서 솟아 

오른)는 그 신선한, 영원한 정화의 상징이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손열음은 

언제나 거침없이 모차르트라고 대답한다.

손열음 아나디오메네.

손열음을 씻어줄 물은 모차르트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데 모차르트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을까. 모차르트는 손열음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온갖 때를(설령 볼로도스의 때가 

낀다 한들)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험로가 앞길을 

막고 흙탕물이 튄다 해도 손열음은 보다 더 싱싱한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 St. John Perse의 산문시 <Anabase>.

t. S. Eliot의 영문 번역(Anabasis)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대장정’을 가리키던 Anabasis를 페르스는 우리 넋의 

무한한 공간 이동으로 치환했다.

 
## 에테로토피(heterotopie 異度空間 autre espace, other 

space)는 미셸 푸코가 설계하고 구축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그의 

별궁(別宮)이다. 흔히 ‘헤테로토피아’로 통한다.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낯선 사람, 그가 지나갔다(Etranger, Qui passait).
오래전,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내 뇌리에는 언뜻 옛날 옛적에 읽었던, 그리고 그 후로 줄곧 내 가슴 한구석에 
새겨져 스러지지 않던 페르스(St. John Perse)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에트랑제, 키 파세(Etranger, Qui Passait).

손열음의 대관령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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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박지선의 TalkTalk

‘은파’와 ‘소녀의 기도’를 치며 아빠의 박수를 받던 열 살 

무렵. ‘혹시 내가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일까?’ 

생각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피아노 레슨은 중단했다. 

음악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교과서를 더 보는 

게 현명하다는 결론에 따랐다. 나에게는 자랑거리이자 

막연한 희망이던 피아노가 방에서 제일 덩치 큰 가구로 

변하기 시작했다. 뚜껑 덮인 피아노는 그럼에도 보물 

1호였다. 사촌들이 집에 놀러 와 피아노 만지는 게 싫어서 

일부러 피아노 의자에 앉아 얘기하고는 했다.

결국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피아노와 작별했다. 물건의 

중고 값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듯, 헐값에 팔려 트럭에 실려 

가는 피아노를 보며 한동안 우울했다. 피아노를 팔면서도 

악보 몇 권은 챙겼다. ‘나중에 피아노를 다시 사서 연주할 

것’이라 다짐했었으니까. 피아노를 처분하고 며칠이 지난 

후 피아노 의자에 넣어놓고 차에 실어 보낸 악보 생각이 

났다. 엄마가 챙기지 않아서 악보를 잃어버렸다고 생떼를 

썼던 못난 딸은 간직했던 악보마저 몇 번의 이사를 하며 

버렸다.

남은 내 인생에 피아노를 다시 들여놓을 수 있을까? 피아노 

살 만큼의 목돈이 생기면 차나 노트북을 바꾸고, 유명 

브랜드의 의자를 구입한 게 어른이 된 나의 현주소이다. 

실물 피아노를 소유하는 대신 공연장에 가거나 피아노가 

그려진 엽서를 모으며 위안을 받는다. 크레디아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 제작 수첩-소장 가치 충분한 멋진 

수첩!-을 보며 정재옥 대표님을 원망했다. 수첩 커버에 

디자인된 악기가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뿐. 피아노는 

왜 탈락했을까? 크레디아 정 대표님 닉네임이 ‘글렌 

피디’이면서 정작 피아노는 왜? 글렌 피디님 닉네임을 

파가니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피아노는 클래식을 품은 씨앗으로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되었다. 최근 이 씨앗이 딱 좋아하는 물과 바람과 

햇살을 만났다.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만날 수 있었던 <술술클래식>. 시즌 2 정규 방송을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술술클래식>은 ‘농담 반 음악 

반, 음악 없는 음악 방송’이라고 소개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중 진행자와 패널은 ‘피아노 치는 남자가 왜 

매력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청취자의 댓글도 

받고, 리스트와 쇼팽,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을 소환해 

입체적으로 그 이유를 풀어갔다(이 내용은 술술클래식 

시즌 2 리스트 편에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술술클래식>의 구름처럼 PD의 말에 따르면 공연 흥행 

1위가 남자 피아니스트, 2위가 여자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피아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이올린을 배우는 게 좋을 듯하다. 바이올린 켜는 여자가 

피아노 치는 여자보다 인기 있는 것 아닐까?

<술술클래식>은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끄집어낸 것 외에도 

클래식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깊이를 증폭시켜준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다 수상 기록자는? 프로듀서 

퀸시 존스(Quincy Jones)가 28회로 2위. 1위는 총31회 

수상한 게오르그 솔티(Georg Solti). 헝가리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름을 표기할 때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고(우리나라에서 이름 쓰는 것처럼), 

그래서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조르주 치프라(Georges 

Cziffra)는 치프라 조르주라고 읽는 게 헝가리식이라고. 

그리고 치프라 조르주가 현대사의 전쟁을 겪으며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도 술술클래식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다.

미렐라 프레니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같은 유모의 

손에서 자라났다는 것과, 차이콥스키와 브람스의 생일이 

5월 7일로 같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당장 통장 잔고와는 

무관할 얘기지만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재미와 의미를 담은 얘기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클래식으로 도자기를 만들다

탄생한 지 수백 년이 넘은 2019년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클래식의 

울림을 확장시키는 <술술클래식>.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한 ‘매너 리’는 얘기했다. “클래식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공부가 즐거운 특이 체질도 있지만 

대부분에게는 부담스럽다. 클래식이 막연했던 이유도 

‘공부’ 때문. 그러나 <술술클래식>은 첫 페이지만 살피고 

덮어두는 참고서가 아닌, 끝까지 재미있게 읽게 되는 

동화이다. 몇 번을 더 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반복해서 듣게 되고, 볼 때마다 새로운, 

그래서 꼭 정복하고 싶게 만드는 <메멘토> 같은 영화다.

고고미술사학과에 입학한 친구의 특별한 수업에 대해서 

들은 적 있다. 책상 앞에 놓인 도자기를 깨는 것으로 시작된 

수업. 흩어진 조각들을 이어 붙여 도자기를 ‘빚는’ 수업. 

나의 클래식 수업은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기분이다. 

공연장을 다니면서, 음악 하는 이들 가까이에서 내 손에 

쥐게 된 음악의 조각들. 어딘가 빈 공백이 많아 완성된 

챕터를 만들기 주저하던 나에게 <술술클래식>은 음악가의 

생각을 들려주고 음악가의 시대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음악이 담은 메시지와 연주자들의 드라마틱한 삶도 

입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친절하게, 게다가 유머까지 

곁들여서! 방송에서 일부만 제공된 음악들, 같은 음악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을 찾아 듣는 시간을 거치면 나만의 

클래식 도자기는 조금 더 밀도 있게, 특별 에디션으로 

완성될 것이다.

덧붙이는 말: 피아노를 모티프로 한 예쁜 수첩도 

만들어주세요, 글렌 피디님!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리스트… 이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질문할까? 
에디터 시절부터 이런 가상 인터뷰 코너를 기획하고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해결되었다. 크레디아의 인터넷 방송 <술술클래식>이 
이분들을 모시고 직접 그들의 음악 얘기, 그들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글 | 박지선 클럽발코니 편집위원

<술술클래식>이 나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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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권하는 재즈 앨범

통해서	이	노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	아프리카	해안	지역	일대에서	고루	불려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16세기	후반부터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춤과	노래	모두를	말살하려고	

했던	백인	농장주들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300년	간	

자신의	것들을	은밀하게	지켰고,	노예제가	폐지된	19세기	

말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꺼내어놓을	수	

있었다.

블루스는	하나의	음악적	장르이지만	동시에	노래의	

형식이다.	그래서	블루스는	미국	남부	지역	중에서	프랑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이야기는	20세기	전반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자들에	의해	

다시	반복되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외로움	

또는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남자들을	그리워하며	혹은	

저주하며	부르는	여인들의	노래는	이	시기	미국	흑인	

음악의	주류였다.	그	노래들은	가사뿐만이	아니라	노래의	

형태에서도	유사성을	보였는데,	마치	삼행시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12마디의	이	단순한	노래들을	사람들은	

블루스라고	불렀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기부터	미국	남부에	넓게	

퍼져	있던	블루스는	1930년대	민속학자들의	연구를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등장한	새로운	음악,	재즈	속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다시	말해	1900년대	초	재즈	

연주자들은	전래되던	블루스	형식의	민요들	다수를	

자신들의	연주	레퍼토리로	삼았고,	그	형식의	곡들은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재즈에도	여전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으로	블루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복음	성가,	다시	말해	흑인	영가	속에도	뿌리를	

내렸다.	물론	그것은	뜻밖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문명화되었다고	

믿었던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아프리카적인	

것은	곧	노예적인	것	또는	악마와	결탁한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들의	전통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블루스를	그들의	

기독교	음악에서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블루스와 가스펠의 합작품, 리듬 앤드 블루스

결국	블루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완고한	편견으로	

흑인	교회	음악에	직접	뿌리	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	농촌	교회에서	복음	성가를	

연주하던	음악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	그들의	음악을	

그대로	세속적인	가요로	전환시켰을	때	블루스는	

여지없이	그	음악과	결합했다.	오늘날	R&B라고	부르는	

리듬	앤드	블루스는	그	뿌리가	블루스와	가스펠의	

합작품이다.

이렇듯	12마디	형식의	블루스는	미국	흑인	음악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심지어	오늘날	백인	음악으로	여겨지는	

로큰롤은	블루스의	가장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정착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노예들의	결속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가정을	뿔뿔이	

흩어뜨리는	백인	농장주들의	정책	속에서	300년	동안	

내면화된	흑인들의	이산(離散)은	노예제	폐지	이후	남부	

인구의	북부	이동	대물결과	결합해	수많은	떠돌이들을	

낳았고,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주었던	노래는	단연	

블루스였다.

미시시피	델타	지역	떠돌이	음유	시인들의	노래는	단연	

기타가	압도적으로	그	반주를	맡았지만,	1940년대를	

전후로	그들의	새로운	집결지였던	시카고는	블루스	

피아노의	명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한	명인	

서니랜드	슬림(Sunnyland	Slim)의	노래와	피아노	연주는	

고향	미시시피주를	비롯한	남부를	떠돌다가	시카고에	

정착하게	된	자신의	긴	여정을	담담한	피아노	반주와	

더불어	구성지게	들려준다.	그의	노래에는	내리쬐는	

남부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흙먼지를	마시며	6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한	나그네의	고독이,	그	과정에서도	

잃지	않았던	해학이	진하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나긋한	보사노바만	들을	필요가	없으며,	

들을	만한	나그네의	이야기가	겨울	독일에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여름	나그네	서니랜드	슬림	
<떠돌이	Travelin’>
방랑은	18~19세기	유럽	낭만주의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방랑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실현이었고	이룰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의	결말이었으며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었다.	
책상머리에	앉아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전	시대의	고루한	계몽주의적	태도였고	그러한	
정착과	안주로는	나만의	진리,	나의	참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질풍노도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이었다.	방랑하지	않는	자는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인간일	뿐이었다.	슈베르트로부터	시작해	말러에	이르기까지	낭만주의	
음악	곳곳에서	등장하는	나그네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글 | 황덕호 재즈 평론가, KBS 클래식FM <Jazz 수첩>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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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음악 시장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스트리밍 서비스다. 업계 1, 2위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이 쌍끌이로 1억6천만 명의 가입자를 움켜쥐며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들 슈퍼히어로마저도 가볍게 압도하는 타노스급 존재가 있으니 바로 유튜브다. 
유튜브는 로그인 가입자 수만 무려 19억 명, 비가입 유저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고 있다. 싸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히트도 
유튜브를 통해 가능했다. 유튜브야말로 사실상 1위 스트리밍 업체인 셈이다.

글 | 이현준 <오디오 매거진> 편집장

음악, 어떻게 들어야 할까

등장하는 광고가 문제점이다.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진지하게 감상하는 사용자를 위해 동사는 유료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광고 

제거는 물론 음악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데이터 소모 없이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으며, 다른 앱으로 

옮겨갈 때 음악이 끊기는 현상 없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기능까지 제공한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는 

가히 필수다. 금액은 월 7900원.

유튜브는 8K 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의 UHD TV 

화질의 4배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화질을 보여준다. 최근 

8KTV를 구매한 소비자는 정작 볼 만한 8K 콘텐츠를 찾을 

수 없어 아쉬웠을 텐데 그 경우 유튜브의 8K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유튜브의 영상은 이렇게 탁월한 스펙을 

자랑하는 반면, 음질은 아쉬운 편이다. 128kbps 수준으로 

MP3 중에서도 최하위 스펙에 속한다.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유튜브를 통한 음악 감상 

비중이 부쩍 늘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음질이 뛰어난 스트리밍 서비스 타이달을 쓴다. 

유튜브는 음악 그 자체보다 영상과 함께 공감각적인 

감상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유튜브를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해 듣고 싶다면 동글 혹은 

셋톱박스 형태의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구글이 내놓은 

크롬캐스트 오디오는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음질도 꽤 설득력 있는 수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번거롭다면 셋톱박스를 추천한다. 

중국의 샤오미가 내놓은 미 박스(Mi Box)는 6만 원의 

가격으로 유튜브를 4K 화질과 뛰어난 음질로 감상하도록 

돕는다. 넷플릭스, 푹 등의 앱도 지원하므로 스마트 앱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TV 오너에게는 필수품이다.

등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영상부터 인터뷰, 공연 리뷰까지 

촘촘하게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소속 

아티스트 인터뷰부터 풍성한 유튜브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니버설뮤직 클래식’, 일반인 대상으로 쉬운 

클래식 컨텐츠를 제공하는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 

색소포니스트 브랜든이 운영하는 ‘Sax on the Brandon’ 

등이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만의 매력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가 매력적인 점 중 하나로 추천 

곡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다음 곡을 제안하는데, 선곡이 근사한 

경우가 많다. 다만, 곡의 도입부는 물론 중간에도 느닷없이 

음악 감상 최고의 스트리밍 채널, 

유튜브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집대성해놓았다. 없는 

콘텐츠가 없다. 이미 절판된 음반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들을 수 없는 곡도 유튜브에는 있다. 영상도 뮤직비디오, 

공연 영상부터 과거 TV 방송 클립까지 모조리 보유하고 

있다. 카라얀의 1959년 도쿄 빈 필 콘서트 영상을 입국 

장면부터 고스란히 시청할 수 있는 곳은 유튜브가 

유일하다. 조성진의 벅찬 쇼팽 콩쿠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곳도 유튜브였다.

유튜브가 음악 소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레이블, 

아티스트도 쏠려가고 있다. 블랙핑크가 신곡을 공개하고 

14시간 만에 1억 회라는 천문학적인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올렸다. 이보다 탁월한 글로벌 홍보 창구가 없다. 이뿐인가, 

수익도 짭짤하다. 2018년 SM, YG, JYP 3사가 유튜브를 

통해 올린 광고 수익만 2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유튜브는 유효하다. 수익 보장에서부터 

아티스트의 공연, 음반 판매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 이루마는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아티스트다. 구독자 수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27만 명보다 세 배나 많은 73만 명에 이른다.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눈에 띄는 국내 클래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크레디아TV’를 빼놓을 수 없다. 유튜브 초기 시절 

2009년부터 시작하여 조성진,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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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엘튼 존의 
            이야기 
           <로켓맨>

음악애호가 김씨, 극장에 가다

순간에 흐르고 있던 곡은 <Don’t Go Breaking My 

Heart>이었으니 두 사람의 관계가 비극으로 마무리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고, 최절정의 인기 속에서 무대 

위 엘튼 존이 선택했던 노래가 <Rocket Man>이라는 것은 

그의 고독이 그 순간 가장 깊은 곳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영민한 감독의 재치는 영화의 감상과 노래의 감상을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한다. 그저 흔한 멜로디 송으로 

흘려들었던 엘튼 존의 음악들을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듣게 되었을 때, 그 음악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지난밤 내 짐을 챙겼지

예정 시각은 오전 9시

그때면 난 연만큼이나 높게 날고 있겠지

지구가 그립고 아내도 그리워, 우주에선 외로워

이런 끝없는 비행이라니

내 생각엔 아주아주 오래 걸릴 거야

태런 에저튼, 놀라운 해석력이자 놀라운 몰입

그러나 영화는 쉽지 않다. 보수적인 한국 관객들에게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노골적인 동성애 장면이나, 소위 

국내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엘튼 존의 곡들을 그의 

온전한 솔로가 아닌 등장인물들의 합창으로 들어야 

하는 낯섦은 영화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그것이야말로 엘튼 존이라는 한 

인물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아름다운 곡과 노랫말로 연상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는 변태였고, 반항아였으며, 혁명가였고, 

아름다운 멜로디 메이커였던, 다층적이며 복잡한 

아티스트였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모두를 위한 현실의 

동화였다면, 영화 <로켓맨>은 곤혹스런 배신의 영화다. 

그건 바로 우리가 엘튼 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함께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메이커로 손꼽히는 엘튼 

존이지만, 고작 우리는 그의 달콤한 멜로디만을 겨우 

맛보았을 뿐, 그 이면의 어두운 이야기와 한 아티스트의 

고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는 더욱 사랑스럽고 

안쓰럽다. 미처 몰랐던 친구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미안함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다. 그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올 때, 그 미안함은 더욱 짙어진다.

영화 <로켓맨>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성공을 기대하며 

수입한 영화사의 기대를 완벽하게 좌절시켰다. 상영관은 

찾기 쉽지 않고, 관객석은 비어 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적어도 영화를 보는 이가 

그저 그런 팝 팬이 아닌, 진짜 엘튼 존의 팬이라면 영화 속의 

그를 꼭 끌어안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영화 <로켓맨>은 엘튼 존의 영화이면서 태런 

에저튼의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 들려오는 엘튼 존의 

모든 노래는 그가 직접 불렀다. 특히나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부르는 그의 <Your Song>을 듣는다면 영화 

<물랑루즈>에서의 이안 맥그리거의 <Your Song>은 

단숨에 잊힐 것이다. 놀라운 해석력이며 놀라운 몰입이다.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에서 엘튼 존이 왜 그토록 다정히 

그의 손을 잡고 걸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글 |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보헤미안 랩소디>를 기대했다면, 이 영화는 시작부터 

‘shit’이다. 머리에 뿔을 단 채 붉은색 악마 의상을 입은 복장 

도착자(!)가 재활원에 들어선다. 자신을 술과 약물, 그리고 

섹스 중독자라 거침없이 소개하는 이의 이름은 ‘엘튼 

헤라클레스 존’이다. 그렇다. 우리가 곧 <Goodbye Yellow 

Brick Road>와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를 

흥얼거리며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 믿었던 그 인물이다. 

관객의 기대를 완벽하게 배신하며 등장한 주인공, 그리고 

곧이어 펼쳐지는 예상 못 한(!) 뮤지컬 장면은 이 영화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관객들의 상투적인 기대엔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오직 이 쇼의 주인공인 ‘엘튼 

헤라클레스 존’을 얼마나 그답게 소개할 것인가가 이 

영화의 야심이자 목표라는 것을.

어린 시절 목말랐던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스스로를 

놓아버렸던 젊은 날이 뒤섞이며 영화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인 엘튼 존과 버니 토핀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엘튼 존의 이야기는 그 자신의 이야기만을 

들려줄 때보다 버니 토핀이라는 작사가를 등장시켰을 때 더 

명료하게 들린다. 대사가 아닌 노래가 있을 때, 그의 진심과 

실체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를 가장 깊이 

이해했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버니 토핀에 의해 만들어진 

노랫말들이 엘튼 존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독이 이 영화를 극영화이면서도 뮤지컬의 형식을 

차용해 완성시킨 것은 바로 엘튼 존의 노랫말이 가진 

개인적 서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버니 토핀과의 첫 만남에서 경계인을 상징하는 <Border 

Song>의 악보가 슬쩍 보이곤, 여자 친구에게 쫓겨난 엘튼 

존이 비로소 아티스트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들려오는 <Your Song>은 그 자체로 완벽한 내레이션이다. 

우연히 하룻밤을 보냈던 매니저 존 리드가 다시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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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HIGHLIGHT 7~9월의 주요 공연 소개

독주, 실내악, 지휘 
‘팔방미인 조성진’ 선보인다

한여름의 출발 버튼을 누를 피아니스트는 지난해 3월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던 

케빈 케너다. ‘정경화의 음악적 동반자, 조성진의 멘토’로 알려진 그가 두 번째 리사이틀을 

갖는다. 7월 11일 예술의전당 IBK체임버홀.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인 케너는 1990년 쇼팽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올랐고, 같은 

해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도 오르며 두 콩쿠르에 입상한 유일한 미국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정경화 앨범 ‘보 수아(아름다운 저녁)’의 피아니스트로 친근하다. 

이번 리사이틀 제목은 ‘유머레스크’다. 하이든 소나타부터 슈만 ‘다비드 동맹 춤곡’, 

파데레프스키 ‘유머레스크’를 오가며 음악 속 유머의 모습을 탐구한다.

2017년 서울시향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번을 협연했던 스티븐 허프는 8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함신익 지휘 심포니 송과 만난다. 이 악단의 창단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음악회에서 브람스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허프는 낭만주의 레퍼토리에 

관한 한 가장 광대한 연주의 범위를 자랑해왔으며 하이페리언 레이블로 수많은 앨범을 

선보였다. <그라모폰>지 주관 ‘올해의 음반’과 ‘골드디스크’를 포함해 8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여름에도 피아노와 현악 분야에서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5월 

금호아트홀 연세로 무대를 옮긴 뒤로는 초록이 빛나는 대학 캠퍼스의 저녁을 만끽할 

수 있다. 7월 11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2009년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자인 이진상이 리사이틀을 갖는다. 그는 완벽한 소리를 추구하다가 함부르크 

스타인웨이 공장에서 피아노 제작까지 배운 ‘공장에 간 피아니스트’다. 연주곡은 멘델스존 

‘무언가’ 발췌곡, 같은 날 케너의 연주곡이기도 한 슈만 ‘다비드 동맹 무곡집’ 등.

8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런던 왕립 음악원 교수인 우크라이나의 콘스탄틴 리프시츠가 

대(大) 바흐의 건반 음악만으로 무대를 꾸민다. 1996년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그는 이번 연주에서도 ‘건반 악기를 위한 전주곡’ 다섯 곡 

등을 연주한 뒤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장대한 마무리를 한다.

9월 26일에는 ‘소비에트의 실험적 피아니스트’로 화제를 모았던 알렉세이 루비모프가 

모차르트로 ‘아름다운 목요일’을 장식한다. 1944년생인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시절부터 원전연주에서 동시대 서구 음악에 이르는 광대한 레퍼토리를 탐구하며 ‘당국’과 

마찰을 일으켰다. 철의 장막이 역사가 된 오늘은 ECM과 지그잭 레이블을 중심으로 

자신이 탐구해온 여러 영역들에서 음반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로서는 

‘평범’하게까지 보이는 모차르트로, 소나타 8, 9, 14, 16번 등을 연주한다.

무엇보다 초가을을 가장 뜨겁게 달굴 피아노 무대는 9월 19~22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펼쳐지는 ‘조성진과 친구들’이다. 독주자로, 실내악의 일원으로, 독창 반주자로, 처음 

선보이는 지휘자로 매일 저녁 변화하는 조성진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세계 정상급 사중주단인 벨체아 콰르텟과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를 

협연한다. 노부스 콰르텟이 멘토링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한 사중주단이다. 벨체아 

콰르텟은 조성진과의 협연 외에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19번 ‘불협화음’과 사중주 3번을 

연주한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조성진의 피아노와 호흡을 

맞춰 슈베르트 가곡을 부른다. 두 사람은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먼저 듀오 

무대를 선보인다. 21일에는 조성진 홀로 리사이틀을 펼친다.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베르크 소나타, 모차르트 소나타 3번, 환상곡 d단조 등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날인 22일, 조성진이 지휘자와 피아노 솔로를 겸하는 무대가 열린다. 

그동안 수없이 연주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다.

 

첼리스트 비스펠베이, 
5년 만의 무대는 슈베르트

현악과 실내악 부문을 살펴보자. 금호아트홀 연세 ‘아름다운 목요일’은 7월 4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을 무대에 올린다. 이지윤은 2017년 바렌보임이 이끄는 450년 

역사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에 최초의 동양인 여성 악장으로 발탁되었다. 영화 

<파이널리스트>로 한층 친숙해진 얼굴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 벤 킴과 스트라빈스키 

이탈리아 모음곡,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R. 슈트라우스 소나타 op. 18 

등을 연주한다.

7월 18일과 25일 ‘아름다운 목요일’은 독일 한스 아이슬러 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가 장식한다. 두 차례에 걸쳐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연주한다. 8월 29일 ‘아름다운 목요일’을 장식할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토비아스 

펠트만과 첼리스트 심준호, 그리고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인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삼중주다. 심준호는 2010년 주네스 뮤지컬 콩쿠르 우승 이후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삼중주 1, 2번, 차이콥스키 

삼중주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며’가 연주된다.

옆 나라 일본은 군주가 비올라를 연주하는 나라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이마이 노부코가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함께 9월 19일 금호아트홀 연세 ‘아름다운 목요일’ 

무대에 오른다. 이마이는 전 세계 작곡가들로부터 신작을 헌정받으며 비올라 레퍼토리를 

주 52시간제 속에서도 한국인은 여전히 바쁘다. 그래도 이 계절만큼은 숨 가쁜 일상을 내려놓고 여유라는 
선물을 자신에게 선사할 시간이 주어진다. 유럽처럼 대도시 공연장이 ‘휴가 갔습니다’라는 간판을 걸지도 않아 
더욱 좋다. 의무와 숫자 속에서 바싹 말라붙은 마음을 선율과 화음으로 촉촉하게 채워줄 시간이다.

글 |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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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나데’, 그리고 제목부터 흥미로운 이구데스만의 ‘코베리아 환상곡’을 연주한다.

올해는 ‘이건음악회’가 30주년을 맞는다. 7월 5일 롯데콘서트홀, 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올해 이건음악회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금관 현악 연주자 

등 열두 명을 초청했다. 그동안 이건음악회의 잦은 부름에 응했던 이 연주자들은 ‘베를린 

필하모닉 이건앙상블’이라는 이름을 주최 측에 먼저 제안했고, 이는 이 열두 명 앙상블의 

이름이 되었다. 타르티니와 비발디 트럼펫 협주곡,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비발디 ‘사계’ 

등을 준비한 이들의 연주회는 서울 외 6일 아트센터 인천, 이후 11일까지 광주, 대구, 

부산에서 열린다.

정명훈 회심의 레퍼토리, 
차이콥스키 교향곡 ‘비창’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7월 6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수석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콘서트를 갖는다. 이 악단으로서는 

다섯 번째, 2011년부터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는 잔데를링과는 네 번째 내한이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식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제 ‘믿고 보는 악단’이 

되었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하고, 2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그는 2013년에도 이 곡을 같은 지휘자와 악단 협연으로 서울에서 연주한 바 있다. 당시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최은규는 ‘피셔의 음반은 그녀의 50%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피셔는 올해 3월 런던 필 내한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협주곡을 협연한 바 있다.

올해 교향악 축제에서의 명연 이후 호연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는 마시모 자네티 지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7월 19일 고양아람누리, 20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말러와 

R. 슈트라우스라는 세기말 두 거장의 곡을 무대에 올린다. 1부는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 2부도 소프라노 독창이 들어간 말러 교향곡 4번이다. 2016년 오페랄리아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가 출연한다.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베토벤 호른 소나타 F장조의 호른 

파트를 비올라용으로 편곡해 피아노와 협연하며,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비올라와 

피아노로 연주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올해의 음악가’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9월 5, 6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무대에 이어 7일에는 세종체임버홀에서 실내악 무대를 갖는다. 

피아니스트 키벨리 되르켄과 베토벤 소나타 4번, 프랑크 소나타를 연주하고, 서울시향 

단원들과 요제프 수크 피아노 오중주를 연주한다.

첼로 팬들이 기다려온 피터 비스펠베이는 9월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이번에는 

슈베르트로 5년 만의 리사이틀을 연다. 피아니스트 파올로 자코메티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D.574,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934,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 D.802를 연주한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제외하고는 첼로로 거의 연주되지 않는 곡들로, 비스펠베이가 직접 편곡한 악보를 

사용한다. 평창대관령음악회를 소개하자면 아무래도 실내악의 자리가 적합하다. 물론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가 펼쳐지는 자리다.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과 뮤직텐트를 중심으로 12개의 메인 음악회와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린다. 16회째를 맞는 올해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주제는 ‘다른 이야기(A Different Story)’다. 새로움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자, 이야기를 

들려주듯 흥미롭게 음악을 풀어나가겠다는 아이디어로 읽힌다. 메인 음악회들은 개막 

공연 ‘옛날 옛적에’를 시작으로 ‘못 다한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폐막 공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 이야기 한 편씩을 들려주는 듯한 제목을 붙였다.

대한민국 대표 현악 사중주단인 노부스 콰르텟은 8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슬라빅’이라는 제목으로 슬라브 국가 중에서도 체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한다. 

드보르자크 사중주 7번, 야나체크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 스메타나 만년의 

걸작인 현악 사중주 ‘나의 생애로부터’다. 이들은 올해 1월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에 이어 

피아니스트 미셀 달베르토와 함께 프랑크 오중주 음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중주단 중 하나인 벨체아 콰르텟은 9월 19일 통영 무대에 이어 2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에는 이 사중주단의 장기인 ‘올 베토벤’ 프로그램을 

짰다. 사중주 3번, 8번, 16번 등 세 곡이다. 2017년 하이든, 리게티의 현악 사중주와 베토벤 

사중주 13번 등을 연주한 이들의 첫 내한 무대는 ‘완벽한 균형’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유럽에서 호평받은 
괴르네-조성진 듀오가 한국에

쿠르트 바일의 대표작인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이 7월 11~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서 국내 초연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원작을 토대로 

상품화된 인간 군상과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다.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맡아 오페라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문다. 주인공 지미 마호니 

역에 독일에서 ‘마탄의 사수’의 막스와 로엔그린의 타이틀 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테너 

미하엘 쾨니히가 국윤종과 함께 캐스팅되었다.

9월 5일 개막하는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작은 도니체티의 ‘라메르무어의 

루치아’다. 루치아 역에 2007년 디 스테파노 콩쿠르 우승자인 마혜선, 그의 연인 

에드가르도 역에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미국 테너 아서 에스피리투가 출연한다. 

9월 5, 7일 대구오페라하우스. 9월 19, 21일에는 푸치니의 ‘잊힌 걸작’으로 꼽히는 

‘론디네(제비)’가 공연된다. 세기말의 오페레타적인 호화로움을 담은 작품이다. 테너 겸 

연출가 롤란도 비야손이 연출한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 극장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2018년 4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빈과 파리, 런던에서 리사이틀 투어를 가졌다. 

반주를 맡은 피아니스트는 조성진이었다. 볼프, 피츠너 등 진지함이 두드러지는 가곡들로 

정명훈 지휘 원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남북한 교류를 목표로 국내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 등이 모여 만든 교향악단으로, 2017년 첫 

공연 이후 최고 주목 오케스트라로 떠올랐다. 8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한다. 정명훈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하며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온 작품으로, 그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해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내놓은 음반도 찬사를 받았다. 협연자는 미정.

서울시립교향악단은 9월 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다음 날 롯데콘서트홀에서 

수석지휘자 만프레트 호네크 지휘로 말러 청춘의 대작인 교향곡 1번 ‘타이탄’을 연주한다.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테츨라프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이에 앞서 7월 

2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디마 슬로보데니우크 지휘, 바딤 글루즈만 협연 서울시향 

콘서트도 주목할 만하다. 2016년 BIS사에서 발매한 글루즈만의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음반에 대해 <BBC 뮤직 매거진>은 ‘순수한 억양이 자연스러운 음색 속에 광채를 낸다’며 

별 다섯 개를 선사했다.

KBS교향악단은 9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1940년대생 두 거장인 

지휘자 에도 데 바르트와 피아니스트 개릭 올슨의 협연 무대를 마련한다. 바르트는 201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니벨룽의 반지’ 관현악 하이라이트를 지휘한 바 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교향곡 2번이 이날 연주곡이다. 1548년 설립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1448년 설립된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에 이어 현존 악단 중 세계 두 번째로 오래된 

오케스트라이다. 역사뿐 아니라 연주 실력으로도 세계 초일류 악단이다. 1995년 주세페 

시노폴리 지휘로 첫 내한했던 이 악단이 2000, 2006, 2009, 2015년에 이어 4년 만에 내한 

연주회를 갖는다.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가장 사랑하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지휘자 정명훈과 협연하며, 후반부에는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꾸민 이 공연에서 괴르네는 ‘몇 번을 들어도 경탄할 수밖에 없다’, 조성진은 ‘괴르네의 

강렬함과 통찰력에 뒤지지 않는 연주’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이 9월 20일 통영 

연주에 앞서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듀오 무대를 갖는다. 슈베르트 ‘방랑자’ 

‘하프 연주자의 노래’ ‘여름밤’ 등 두 사람이 조만간 DG 레이블 앨범으로 선보일 곡들을 

노래한다. 괴르네는 1987년부터 10년 동안 슈베르트 성악곡 전곡을 녹음했으며 ‘겨울 

나그네’로 1997년 타임 선정 올해의 베스트 음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9월 27,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바그너 ‘파르지팔’ 발췌 

모음곡을 연주한다. 수석객원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가 직접 발췌한 부분들이다. 2012년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연으로 출연한 이후 전 유럽에서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온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출연한다.

국립오페라단은 9월 27,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최우정 작곡 오페라 

<1945>를 공연한다. 2017년 국립극단이 공연한 배삼식 원작의 연극을 토대로 한 대작이다.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머물렀던 ‘전재민구제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인간 군상을 통해 민족과 인류애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푸틴이 지원하는
트랜스-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이 온다

실내악과 관현악 사이 규모의 앙상블 무대를 살펴보자. 힉엣눙크!(Hic et Nunc!)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 세종솔로이스츠가 2017년 

인천에서 시작한 음악제다. 올해 힉엣눙크 음악제 공연 중 하나인 서울 갈라 콘서트는 

러시아의 트랜스-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을 한국에 소개한다. 7월 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트랜스-시베리아 아트 

페스티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원하는 러시아 주요 음악제이며 프랑스와 일본 

등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2018년 3월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레핀 음악감독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자로 출연해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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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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자 정명훈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와 세 번째 

정기공연을 연다. 정명훈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유는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한다.

정명훈 이어 마티아스 괴르네, 피터 비스펠베이 등 

거장들이 가을에 어울리는 슈베르트 레퍼토리를 들고 

찾아온다. 섬세한 악기라 불리는 인간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깝다는 첼로를 통해서 슈베르트 

작품들을 연주하는 것이다. 이번 가을 슈베르트의 

걸작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클래식 음악으로 듣는 아이들의 아이돌, 핑크퐁 
<핑크퐁 클래식 나라>
7.27(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난 5월 롯데콘서트홀 첫 론칭으로 호평을 받은 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이번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빌보드 15주 연속 

TOP 50에 오르며 명실상부 글로벌 키즈 콘텐츠로 부상한 <핑크퐁>의 

대표 동요를 비롯한 클래식 명곡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무대에 

오른다. 아기상어를 비롯한 핑크퐁의 대표 동요들은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편곡된 곡들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 출연해 첫 

클래식 음악 여행을 돕는다. 이 공연을 위해 전당의 입장 연령도 20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음악으로 꿈꾸는 하나의 염원 
정명훈&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8.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세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원 코리아’라는 이름 그대로 언젠가 남북한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2017년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첫 공연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베토벤 교항곡 9번 ‘합창’을 

연주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한다.

 

가을밤 공원에서 즐기는 음악 소풍,  
2019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9.7(토)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한국에서도 영국 BBC 프롬스처럼 야외 클래식 공연을 관객들이 

나들이하듯 편하게 즐길 수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파크콘서트가 10회째를 맞았다. BBC 오케스트라, 조수미, 정명훈, 미샤 

마이스키 등 세계 최고의 거장들이 거쳐간 이번 파크콘서트의 주인공은 

디즈니!!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뜨거운 감동과 행복을, 이제는 

야외로 나와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즐겨보자.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음악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디즈니 인 콘서트, 이번에도 즐거운 음악 소풍을 떠나보자.

 

가을의 슈베르트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9.18(수)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9.24(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을, 두 거장이 각각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고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최전성기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에 맞춰 슈베르트 가곡들을 노래한다. 이 

둘의 조합은 작년 4월 빈, 파리, 런던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호평을 받았다. 괴르네에게 슈베르트는 특별하다. 그는 10년에 걸쳐 

슈베르트 성악곡 전곡을 녹음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리트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5년 만에 내한하는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역시 

슈베르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듀오 레퍼토리 

전곡 녹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비스펠베이는 올해 6번째 앨범을 낼 

예정이다. 다른 악기를 위한 작품까지도 모두 첼로를 위한 곡으로 직접 

편곡했다. 특히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인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을 세계 최초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해 

들려줄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in Singapore
9.10(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음악당 에스플러네이드 

에서 리사이틀 데뷔를 갖는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르크, 리스트라는 

고전부터 현대음악을 폭넓게 다루는 레퍼토리로, 특히 작년 11월 발매된 

모차르트 음반의 실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번 공연은 

크레디아와 에스플러네이드 공동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투어비스’에서 판매 중이다.

크레디아

음악이 선사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기적

크레디아의 7월, 8월, 9월은 월별 특색에 따라, 
관객의 취향에 따라 다채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가족들과 편히 
즐길 수 있는 핑크퐁, 파크 콘서트를 비롯해 
음악적으로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비스펠베이, 
괴르네, 조성진, 정명훈의 무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글 | 크레디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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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을 온 세상에 | 에벤 콰르텟
7.12(금)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현존하는 세계 정상급 현악 사중주단인 에벤 콰르텟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을 앞두고 6대륙 18개 국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베토벤을 연주하는 ‘베토벤을 온 세상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통영 공연에서는 베토벤 현악 사중주 9번 C장조 Op.59-3과 13번 

B♭장조 Op.130 및 대푸가 Op.133 등이 연주된다.

 

아방가르드의 네 가지 빛깔 | 

TIMF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컬렉션’
7. 21(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현대 클래식 음악의 첨단을 추구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TIMF앙상블이 ‘현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랜 

기간 누적된 다양한 ‘현대 클래식 음악’ 중 네 곡을 연주한다. 존 

애덤스가 쇤베르크 실내교향곡에서 영감을 받아 1992년에 작곡한 

실내교향곡에서 다시 파생한 2007년 작품 ‘선 오브 체임버 심포니’ 

한국 초연, 영화 <와호장룡>의 음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한 중국 대표 작곡가 탄둔의 작품 ‘여덟 가지 빛깔’, 

미니멀리즘 음악의 상징적 작곡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브 라이히의 

사중주,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한 조지 크럼의 룩스 에테르나 등.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와 함께 | 

재즈 웨이브
7. 25(목)~28(일) 통영국제음악당 야외 테라스 

통영국제음악당에 와본 사람이라면 콘서트홀의 뛰어난 음향과 더불어 

야외 테라스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기억할 것이다. 그 야외 

테라스에서 생맥주와 함께 샘 딜런(Sam Dillon) 퀸텟의 재즈를 즐기면 

어떨까? 웨인 쇼터, 지미 히스, 브랜포드 마살리스, 바비 왓슨 등 유명 

재즈 뮤지션과 협연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뉴욕의 색소폰 연주자 샘 

딜런을 통영의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공연!

 

4일간 열리는 조성진 페스티벌! | 조성진과 친구들
9. 19(목)~22(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4일에 걸쳐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협연하며 각기 다른 포맷의 훌륭한 프로그램과 함께한다. 벨체아 

콰르텟(목요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금요일), 그리고 조성진이 

처음으로 지휘에 도전하고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스레텐 

크르스티치가 이끄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일요일) 등이 조성진과 

협연하며, 토요일에는 조성진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 슈베르트 가곡, 리스트·베르크·모차르트 소나타와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모차르트 협주곡 20번과 쇼팽 협주곡 1번 등.

통영국제음악재단

문의 055-650-0400 | www.TIMF.ORG 

예매 www.clubbalcony.com

통영국제음악제

바다가 보이는 콘서트홀에서 
깊어가는 여름밤

올여름 통영국제음악당에서는 재즈와 정통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다. 
통영에서 여름휴가를 즐겨보면 어떨까?

글 | 통영국제음악제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통영국제음악당을 이렇게 소개했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내부가 나무로 된 고전적 슈박스형 

공연장으로 음향이 탁월하며,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멋들어진 지붕 모양은 장 누벨이 루체른에 지은 

콘서트홀과 닮았다. 세세한 부분은 잘츠부르크와 

비슷하다. 지역민은 외지인과 구별되고, 연주자와 관객은 

서울, 도쿄, 홍콩, 또는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통영국제음악당을 가장 좋아하는 

홀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통영에서 처음으로 지휘에 

도전할 예정이기도 하다. 조성진은 “특히 쇼팽 협주곡에서 

내가 원하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창단한 

악단인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쇼팽 협주곡 1번과 2번을 

지휘자 없이 협연하면서 가능성을 처음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말에는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와 

재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즈 웨이브’ 공연이 열리고, 

또한 지역 관객과 애호가에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무료 공연 ‘해피 위켄드’ 시리즈로 트리오 옵터(7월 

6일), 바리톤 김종홍 리사이틀(8월 10일), 레온 베르번 

하프시코드 리사이틀(9월 1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tim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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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RIENDS
조성진과 친구들

2019. 9. 19. THU 7:30 PM
벨체아 콰르텟 with 조성진

2019. 9. 20. FRI 7:30 PM
마티아스 괴르네 & 조성진 듀오 리사이틀

2019. 9. 21. SAT 5:00 PM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2019. 9. 22. SUN 3:00 PM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with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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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번 여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야심작은 

<클래식 히어로> 시리즈와 <방방곡곡> 문화 사업이다. 

클래식 팬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젊은 

히어로들의 무대와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클래식 히어로>의 첫 번째 히어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다. 균형감과 기본에 충실함, 서정성, 

폭발적이고 강한 타건, 이 모두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이다. 얼마 전 리사이틀 ‘나의 클라라’에서 특유의 

서정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 그가 7월 19일(금)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빠른 타건과 리듬, 고전과 낭만보다 현재의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인 프로코피예프의 협주곡을 

빼어난 기교와 리듬감을 갖춘 선우예권의 연주로 

만나보자.

두 번째 히어로(헤로인)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다. 8월 

1일(목)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무대를 펼친다. 스산하면서도 서정이 공존하며 

오묘한 감성을 자극하는 북유럽 음악을 임지영의 에너지 

있고 폭넓은 사운드로 들려줄 예정이다.

올여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찾아갑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사업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한 

지 수년째이다.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공연하는 

<방방곡곡>은 올해에는 ‘시네마 클래식’ ‘오페라·발레’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등 3가지 테마로 총 12개 

지역에서 공연한다.

<클래식 히어로> 시리즈/ 클래식 히어로 1
7.19(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올여름, 정치용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야심작은 

두 명의 젊은 아티스트를 함께 세우는 ‘클래식 히어로’ 시리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해오는 데 앞장서온 

정치용 음악감독은 이건용 <바리> 중 발췌곡과 스크랴빈 교향곡 

3번을 지휘한다.

 

<클래식 히어로> 시리즈/ 클래식 히어로 2
8.1(목) 롯데콘서트홀

정치용이 지휘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히어로’ 

두 번째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함께한다. 당차고 

젊은 연주자다운 날렵함과 화려함으로 애호가들의 귀를 사로잡은 

임지영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영조의 

<아리랑 축제>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도 연주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7.7(일) 화성시문화재단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게임 속 음악의 인기도 함께 오르고 있다. 

게임 음악만으로 연주하는 무대는 일찍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 기존의 음악 애호가와는 달리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이 찾는 게임 음악 공연은 웬만한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는 

연주만 들려주는 것이 아닌, 영상과 함께하는 게임 공연으로서 

이색적인 연출로 클래식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7월에는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클래식 시네마
8.24(토) 정읍사예술회관, 9.3(화) 예주문화예술회관, 

9.4(수) 영주문화예술회관

영화 속 음악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클래식 

시네마 시리즈는 인상 깊은 영화음악을 엄선하여 연주하는 무대다. 

이번 여름 8월 말과 9월 초, 낭만적인 영화음악 연주가 더위에 

지쳤을 몸과 마음에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의 클래식 히어로, 
선우예권 그리고 임지영
글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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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을 
일컫는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밤바다가 낭만적인 
도시, 여수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트센터가 
있다. 바로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GS칼텍스 예울마루가 주인공이다.
2012년 공연장 중심의 1단계 프로젝트로 
‘예울마루’가 먼저 개관했고, 올해 바로 마주 보는 
섬에 전시 공간 중심의 2단계 프로젝트 ‘예술의 섬, 
장도’가 오픈했다. 총 4동의 창작 스튜디오와 
장도 전시관, 그리고 다도해 정원을 품은 장도는 
물길이 열리는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지난 5월 정식 개방을 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장도는 ‘가꾸어 가는 예술의 
섬’이라는 콘셉트처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장도 전시관에서는 장도 개관 전시 
<Feel Art>가 9월 1일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글 | GS칼텍스 예울마루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7.19(금)~21(일) 예울마루 대극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넘버로 관객을 사로잡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7월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서늘하고 짜릿한 무대로 

예울마루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2004년 국내 초연 이후 누적 

관객 12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No. 1 뮤지컬로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 

박은태·민우혁·전동석(지킬·하이드 역), 윤공주·아이비·해나(루시 역), 

이정화·민경아(엠마 역) 등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함께한다.

 

헬로! 오페라 Ⅱ <돈 파스콸레>
8.28(수) 예울마루 대극장

퀄리티 있는 무대와 작품성을 통해 매 공연마다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예울마루 자체제작 기획 공연 ‘헬로! 오페라’가 2019년 두 번째 

작품으로 도니제티의 <돈 파스콸레>를 무대에 올린다. <사랑의 

묘약>과 함께 도니제티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희극 오페라 <돈 

파스콸레>는 오페라의 단골 주제인 구두쇠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도니제티 말년의 원숙한 음악적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오페라 작품이다.

 

브런치 콘서트 Ⅲ
9.19(목) 예울마루 대극장

매 계절 여수의 오전 11시를 책임지고 있는 예울마루 ‘브런치 콘서트’는 

올해에는 ‘음악가들의 뮤즈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시리즈로 펼쳐질 9월 가을 공연에서는 19세기 후반, 파리 몽마르트르 

모든 예술가들의 뮤즈였던 화가 수잔 발라동과 그녀를 평생 잊지 못한 

작곡가 에릭 사티의 순애보를 다루고 그로 인해 탄생한 음악들을 

연주로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뮤지컬 <더 스토리 오브 언더 더 씨>
9.26(목)~28(토) 예울마루 대극장

믿고 보는 프로듀서 송승환의 신작 뮤지컬이 예울마루에서 공연된다. 

3년간의 기획·제작 과정에 걸쳐 탄생한 <더 스토리 오브 언더 더 

씨>는 고전 문학인 별주부전을 현대적이고 판타지적인 색채를 덧입혀 

재탄생시킨 가족 뮤지컬로, 바다 속을 생생하게 표현한 무대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GS칼텍스 예울마루

    GS칼텍스 예울마루, 
           예술의 섬 장도 오픈
바다 그리고 섬을 타고 흐르는 
     문화 예술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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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월 19일(목)에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비올라의 전설, 이마이 노부코가 10년 만에 내한 독주 

무대를 연다. 이마이 노부코는 바이올린과 첼로 가운데서 

‘독주’라는 장르에 주목하기 어려웠던 악기 비올라에 

대한 천부적인 이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는 물론이거니와 

교육자로서 무한한 재능을 떨치며 세게 최고의 무대만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이마이는 전설로 회자되는 현악 

사중주단인 베르메르 콰르텟의 전 멤버였으며, 현재 

바이올리니스트 미하엘라 마틴, 다니엘 아우스트리치, 

첼리스트 프란스 헬머슨과 함께 미켈란젤로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비올라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에도 열정을 쏟는 이마이 

노부코는 ‘비올라 스페이스’라는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비올라라는 악기의 대중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녀는 오는 

9월 섬세한 감성의 터치를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김태형과 

함께 브람스 비올라 소나타 2번을 포함해 베토벤의 호른 

소나타, 슈만 <시인의 사랑>, 버르토크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연주하며 또 

다른 전설을 써 내려간다.

연이어 9월 26일(목)에는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무장한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루비모프가 금호 관객들을 찾아온다.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모던 피아노까지 모두 섭렵한 

건반의 지배자 알렉세이 루비모프의 연주는 작품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음악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정통 러시안 스쿨 

계승자로 하인리히 네이가우스를 사사한 루비모프의 

연주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잘못된 개념들의 뿌리를 

뽑아내는 음악가”라 칭하며 그의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정석적인 무대를 극찬한 바 있다. 모스크바 음악원 수학 

당시 처음으로 바로크 음악, 그중에서도 원전연주와 

현대음악에 대해 강한 열망을 느꼈다는 루비모프는 

이를 증명하듯 C. P. E. 바흐의 작품을 탄젠트 피아노로 

연주한 앨범인 ‘탕게레’, 스트라빈스키와 사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슬라바 포푸루긴과 함께 연주한 

앨범과 뒤섹의 소나타 앨범들을 최근 발표했다. 알렉세이 

루비모프의 놓칠 수 없는 9월 내한 연주는 모두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계를 모르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루비모프는 모차르트 소나타 8, 9, 14, 16번과 

환상곡 d단조, c단조로 넘볼 수 없는 성숙함과 통찰력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바이올린의 품격,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
7.18(목), 7.25(목) 안티에 바이타스 Violin

단단한 에너지와 무결점 기교 연주로 바이올린이 지닌 고귀한 품격을 

드러내는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의 첫 내한 독주 무대가 

2주간에 걸쳐 펼쳐진다. 그녀는 7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연으로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 작품을 연주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안티에 바이타스가 긋는 활에 맞닿은 현 

사이로 뿜어 나오는 풍부한 선율은 무반주임이 무색하리만치 공연장 

전체를 가득 메우며, 객석에 자리한 관객의 솜털마저 곤두서게 한다. 

바이타스는 이번 무대에서 펼칠 프로그램과 동일한 바흐, 그리고 

이자이의 무반주 전 작품을 담은 3장의 음반집을 2014년부터 차례로 

발매해 베를리너 자이퉁으로부터 “바이타스는 최근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이 음반은 

단연코 두 전곡의 새로운 지침서라 할 수 있다”는 극찬을 이끌어낸 바 

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선율이 교차하는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 

안티에 바이타스의 품격 넘치는 연주와 무반주 바이올린의 정수를 

만나본다.

 

바흐 지니어스 리프시츠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8.1(목) 콘스탄틴 리프시츠

바흐 지니어스,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가 8월 1일(목) 금호 

무대에 돌아온다. 지난해 금호아트홀에서 가진 20년 만의 내한 

독주회에서 영국 모음곡과 프랑스 모음곡을 선보이며 천재적인 바흐의 

재림을 보여주었던 콘스탄틴 리프시츠. 그는 이번 독주회에서 단 

18세의 나이로 음반을 발매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선보인다. 여타 젊은 아티스트들과는 

차별되게 전무한 콩쿠르 경력에도 음반만으로 천재적인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혜성처럼 등장을 알린 콘스탄틴 리프시츠는 

그에게 내재된 바흐 유전자를 골드베르크 변주 무대를 통해 다시금 

청중들에게 시사한다. “글렌 굴드 이후 가장 강력한 피아노적인 

해석”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극찬과 더불어 부드러우나 강한 호소력을 

지닌 리프시츠의 호흡과도 같이 흐르는 바흐 선율을 기대한다.

글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문의 02-6303-1977 | www.kumhoarthall.com

예매 www.clubbalco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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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세계 최고의 거장들의 무대! 
금호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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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창작 초연
서울시오페라단 <텃밭킬러>
7.3(수)~6일(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우리 시대의 우스꽝스럽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그야말로 ‘웃픈’ 

현실을 담아낸 <텃밭킬러>는 수음이네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은 구둣방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이 가족은 골륨(할머니)이 남의 

집 텃밭에서 훔쳐 온 고추, 토마토 등을 내다 팔아 번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한다. 이 가족의 유일한 재산은 할머니 입속의 금니 세 

개다. 구두를 닦으며 손님들의 멸시를 받아 정신줄을 놓고 늘 술에 취해 

있는 진로, 결혼하고 싶지만 방 얻을 돈이 없어 이층 침대에 신접살림을 

차리는 진로의 첫째 아들과 그의 연인 아가씨, 중학교에 가려면 값비싼 

점퍼가 필요하다고 떼쓰는 수음이까지 각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할머니의 금니를 탐한다.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통해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한다.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대통령상,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대표 극작가로 부상한 윤미현의 대본을 토대로 

작곡가 안효영이 음악을 입혔다.

 

우리 아이와 베토벤의 특별한 만남!
세종 어린이 시리즈Ⅱ <베토벤의 비밀노트>
8.1일(목)~18일(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매해 여름방학마다 어린이들의 클래식 히어로가 되어주는＜세종 

어린이 시리즈＞가 2019년 베토벤과 함께 다시 찾아온다. <베토벤의 

비밀노트>는 ‘음악의 신’으로 불렸던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과 함께 

어린이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명품 클래식 놀이극이다. 

‘엘리제를 위하여’ ‘월광 소나타’ ‘운명 교향곡’ 등 셀 수 없이 많은 

명곡들을 남겨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베토벤의 음악을 유명 뮤지컬 

연출자인 김민정 연출이 어린이들의 눈에 맞추어 들려준다. 7인조 

실내악 연주자들이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며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선사하는
 2019년 최고의 클래식 무대

1548년에 창단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바그너, 슈만, 

R. 슈트라우스 등 역사적 작곡가들과 그 깊은 역사를 

함께한 명실상부 살아 있는 서양 음악사이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초연과 헌정으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역사를 함께했으며, 특히 R. 슈트라우스는 60년 이상 

그 인연을 함께했다. 2012년부터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고, 명예지휘자로는 콜린 데이비스 

경(1991~),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2016~)가 있다. 역대 

주요 음악감독의 이름만 읊어봐도 위상을 알 수 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 리하르트 바그너, 카를 뵘, 쿠르트 

잔데를링,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파비오 루이지 등이 모두 이 악단을 거쳐 갔다.

이번 공연은 2012/13시즌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는다. 정명훈은 

‘지휘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을 

만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에 대한 애정과 찬사를 보낸 

바 있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와 

낭만과 장대함이 공존하는 브람스 교향곡 제 2번이다.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따를 수 없는 풍부한 울림과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히 18세의 나이로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 

진솔한 음악으로 원숙함과 무르익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자로 나선다. 정명훈과 

김선욱이 함께하는 무대, 9월의 최고 공연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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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1544-7744   

 롯데문화재단

Great Classic Series
낭만과 믿음의 소유자, 독일 최고의 비르투오조 
오르가니스트 아르비드 가스트
9.19(목) 롯데콘서트홀

열정에 찬 20대 청년 바흐는 왕복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독일 

북부 뤼벡을 찾아갔다. 디트리히 북스테후데의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다. 북독일 악파의 거장이었던 북스테후데를 만난 

바흐는 석 달이 넘도록 돌아가야 하는 날짜도 잊은 채 실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고, 훗날 바흐가 작곡한 음악 

곳곳에는 북스테후데의 영향이 드리워 있다. 수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북스테후데가 활동한 뤼벡의 오르간 음악은 오르가니스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뤼벡은 북스테후데의 숨결이 살아 있는 북독일 오르간 음악의 

메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그 중심에 뤼벡 국립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오르가니스트 아르비드 가스트가 있다.

아르비드 가스트는 1962년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나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교회 음악과 오르간을 공부했다. 이후 플랜스부르크 성 

니콜라이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와 라이프치히 국립 음대를 거쳐 

2005년 뤼벡 국립 음대로 자리를 옮겼고, 코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및 음악 감독을 맡고 있다. 2007년 최고 권위의 오르간 경연 대회인 

북스테후데 국제 오르간 콩쿠르를 창설해서 차세대 오르가니스트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28일에 열리는 아르비드 가스트 초청 공연에서는 레거, 

리스트, 엘러트 등 독일 낭만에서부터 후기 낭만, 근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 무대에서 좀처럼 듣기 쉽지 않은 

레퍼토리를 선보일 이번 무대는 진정한 아르비드 가스트의 진가와 

그의 음악상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대담한 청춘의 표현, 베를리오즈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공연 실황 상영
9.28(토) 롯데콘서트홀

베를리오즈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번째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는 

아쉽게도 그에게 흥행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지는 못했고 다른 오페라에 

비해서도 자주 공연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트로이인>과 

<파우스트의 겁벌>과 같은 오페라 걸작들이 나오기까지 <벤베누토 

첼리니>는 베를리오즈의 창작에 있어 중요한 토양이 되었고, 20대의 

젊은 베를리오즈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베를리오즈 서거 150주기를 맞아 그의 첫 번째 오페라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무대가 9월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온 스크린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200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실황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테너 부르크하르트 프리츠가 주인공 벤베누토 

첼리니를 맡고 소프라노 마야 코발레프스카가 테레사 역할을 맡았다.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레지테아터로 유명한 필립 슈 츨이 연출을 맡은 

2007년판 <벤베누토 첼리니>는 그해 잘츠부르크에서 공연된 오페라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제작이었다. 청바지와 재킷 

차림에 문신까지 한 벤베누토 첼리니의 모습 자체가 신선함을 넘어 

파격적이었고, 감각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주자들의 열연과 혼신을 

담아낸 음악은 연출에 대한 이질감을 상쇄시킬 만큼 훌륭하다.

베를리오즈는 1853년 회고록에서 <벤베투노 첼리니>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때 나는 오페라 창작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나는 방금 나의 

초라한 악보를 주의 깊고도 엄격한 시선으로 다시 읽고는 깨달았다. 이 

작품(벤베누토 첼리니)이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에너지, 훌륭한 색채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분명 더 나은 

운명에 처해야 마땅했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를리오즈의 음악 세계를 관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조명하고 가야 할 <벤베누토 첼리니>를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이번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음악사적으로도 귀한 

무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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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콘서트홀에서 준비한 9월의 공연은 독일 
최고의 비르투오조 오르가니스트 아르비드 
가스트와 온 스크린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200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이다. 롯데콘서트홀의 매력적인 기획인 
오르간 시리즈는 매번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레거, 
리스트, 엘러트 등 독일 낭만에서부터 후기 
낭만, 근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온 스크린 
콘서트에서 만나는 <벤베누토 첼리니>는 
흔히 만나기 어려운 레퍼토리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글 | 롯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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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르 

플로리상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야>를 10월 17일 

아트센터 인천 무대에 올린다. 윌리엄 크리스티는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존 엘리엇 가디너,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등과 함께 고음악 연구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꼽힌다. 현대악기에 의한 연주법으로부터 옛 음악 

본래의 순수성을 되살리자는 주장에서 비롯된 이 흐름은 

20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국내에도 원전연주, 

시대음악에 대한 관심과 팬이 확대됐다.

프랑스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한 원전연주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인 윌리엄 크리스티는 자신만의 기악 앙상블인 

레자르 플로리상을 이끌며 수많은 레퍼토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는데, 헨델의 <메시야>는 노거장의 명해석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만큼 놓치면 아까운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소프라노 에마뉘엘 드 네그리(Emmanuelle 

de Negri), 캐서린 왓슨, 카운터테너 타임 미드(Time Mead), 

테너 제임스 웨이, 베이스 바리톤 파드릭 로완(Padraic 

Rowan)이 출연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 율리아 피셔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7.7(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지휘계의 거목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로 독일 관현악의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 있는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독일 

정통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담백하고 고풍스러운 동독 특유의 

품격 있는 음색이 기대되는 이번 연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함께한다. 21세기 바이올린 여제 트로이카 중 한 명인 율리아 

피셔의 날로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연주와 함께 아트센터 인천에서 

독일 음악의 진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 모자이크 Mozart Mosaic  
숨어 있는 모차르트 음악, 아트센터 인천의 
특별한 토요 스테이지
8.3(토)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곡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최수열의 지휘와 조선일보 

기자 김성현의 해설로 만나볼 수 있다.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아온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교향곡, 뒤를 이어 독일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브람스의 작품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김성현 

기자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감상해보자.

 

플라잉 심포니: 키즈 클래식
우리 아이의 특별한 클래식 체험
8.10(토)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2014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콘텐츠로 자리 잡은 플라잉 콘서트가 아트센터 인천을 찾는다. 

<플라잉 심포니: 키즈 클래식>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에 

스토리와 3D 애니메이션을 더해 공감각적 경험과 재미를 전달한다.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라이브 사운드의 웅장함을 

선사하는 이 공연은 디토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의 클래식 스타들이 

함께해 더욱 큰 감동을 안겨준다.

벨체아 콰르텟 Belcea Quartet
완벽함을 넘어선 자유, 세계 최정상의 현악 사중주단
9.21(토)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2017년 첫 내한 공연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극찬을 받았던 벨체아 콰르텟이 올해 아트센터 인천을 찾는다. 단지 

세계 정상의 현악 사중주단만이 아닌 프로 현악 사중주단 연주자들에 

의해 가장 ‘완벽한’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

베토벤 현악 사중주의 스페셜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 현악 사중주 Op. 131을 

비롯, 모차르트와 버르토크의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글 |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최고의 악단, 최고의 레퍼토리
헨델 <메시야>!

최고의 악단, 최고의 레퍼토리
헨델 <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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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문의 032.453.7700 | www.aci.or.kr

Classic Delight Series Ⅱ 

주최 ㅣ 아트센터 인천     티켓 ㅣ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초등학생(8세) 이상 입장 가능     예매 ㅣ 인터파크 1544-1555, 엔티켓 1588-2341     문의 ㅣ 아트센터 인천 032-453-7700

2019. 9. 21SAT 5PM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M O Z A R T  ·  B E E T H O V E N  ·  B A R T O K

완벽을 넘어선 자유!  벨체아 콰르텟

BELCEA
QUARTET

© MarcoBorggr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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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은 ClubBALCONY의 파트너사로서 

ClubBALCONY 유료회원은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문의 02-2230-6601 │ http://www.caci.or.kr/Home/Main.aspx

예매 문의 1544-1555 │ http://ticket.interpark.com/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 예술감독 유병헌)이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충무아트센터에서 낭만발레 <지젤>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귀족 알브레히트와 시골 처녀 

지젤의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처녀 귀신 윌리가 된 후에도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려는 지젤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 성숙해지는 

알브레히트의 섬세한 내면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푸른 달빛 아래 순백의 튜튜를 입은 24명의 윌리들이 

꽃잎처럼 흩날리는 정교한 군무가 환상적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1985년 국내 초연 이후 

발레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내외 유수 

극장에 초청되는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1999년 유럽 3개국 공연, 2000년 유럽 6개국 공연, 

2011년 아시아 투어에서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으며 

유니버설발레단의 세계적 수준을 입증했다.

이번 무대의 주역으로는 총 4커플이 캐스팅되었다. 

주역 무용수 부부로 안정적인 무대를 펼쳐나가는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깊이 있는 해석과 연기로 

감동을 끌어내는 홍향기·이동탁, 새로운 호흡을 선보일 

한상이·간토지 오콤비얀바, 두터운 팬 층을 형성하고 

있는 최지원·마밍이 낭만적인 여름을 선사한다.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예술, <발레 춘향>
10.4~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발레 춘향>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두 번째 창작 발레이다. 춘향과 

몽룡의 초야, 이별, 재회에 맞춰 차이콥스키의 숨겨진 명곡을 

재구성한 음악에 유병헌 예술감독의 연출과 안무로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초야 

파드되’로 첫날밤을 보내는 두 사람의 묘한 설렘과 아름다운 

몸짓이 돋보인다. 한국의 전통미에 미니멀리즘을 더한 무대 세트, 

풍성한 주름과 색감을 살린 의상, LED 영상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이 작품은 2015년 중동 오만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현지의 

뜨거운 환호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세계를 감동시킨 발레 한류 <심청>
10.11~13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춘향>은 1986년 초연 이후 발레의 성지라 불리는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 12개국 40여 개 도시에 초청되어 

독창성, 예술성, 작품성, 흥행성을 고루 인정받은 명품 창작 

발레이다. 故 박용구 평론가의 대본과 초대 예술감독 애드리언 

델라스(Adrianne Dellas) 안무, 케빈 바버 피커드(Kevin Barber 

Pickard)의 음악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변치 않는 희생과 사랑을 

그려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이 작품으로 2017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공연 부문 최우수상과 대상, 2019년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글 | 유니버설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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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A Different Story)
심오하고 총체적인 주제를 다뤘던 지난 음악제 주제인 ‘멈추어 

묻다’가 앞으로 ‘무엇을’ 탐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토와도 

같았다면 이번 주제인 ‘다른 이야기’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평상시 즐길 수 있는 일회성 공연과는 

다르게 각각 공연이 하나하나 완성형의 스토리텔링을 지닌 이번 

음악제는 각 공연이 묘하게 서로와 배치되고 또 이어져 마치 단편 

소설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독특한 경험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Going Home II
작년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악단의 

80%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정상급 교향악단의 정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첫째 주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의 악장 

박지윤, 둘째 주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제 2바이올린 

악장 이지혜가 각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는다. 

오케스트라의 첫 공연은 8월 3일 뮤직텐트에서 진행되며 

구소련 출신 지휘자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8월 10일에는 스페인 

국립방송 교향악단(RTVE) 음악감독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파블로 곤잘레스가 지휘봉을 잡고, 음악제의 예술감독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가 협연자로 나선다.

 

찾아가는 음악회와 스페셜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막 전날 7월 30일부터 폐막 당일 8월 10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있는 다양한 명소를 찾아가 하루 한 공연씩 진행한다. 

오케스트라 2회 공연을 제외한 모든 음악회는 1~2명의 출연진이 

꾸미는 리사이틀의 형태로 좀 더 집중도 있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스페셜 콘서트는 메인 콘서트가 열리는 알펜시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진보적 작곡가 6명의 1시간 미만 단독 현대음악 쇼케이스 등이 

열린다.

 

새롭게 개편한 교육프로그램, 엠픽 아카데미
지난 15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음악학교(스쿨)가 

개편되어 3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리 운영된다. 음악제 참석 

아티스트들의 마스터 클래스, 노부스 콰르텟이 멘토로 나서는 

현악 사중주단 선발 프로그램 MPyC’s Pick,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진이 강원도내 교내 오케스트라를 방문해 코칭하고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함께 공연하는 내일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있다. 

공개로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소정의 

관람료를 지급하면 일반 관객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티켓 문의 033-240-1362

www.gmmfs.com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가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뮤직텐트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7월 
31일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개막 공연 ‘옛날 옛적에’를 시작으로 
8월 10일 마지막 공연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 11일의 음악제 기간 중 
총 12회의 메인 콘서트, 12회의 찾아가는 
음악회, 10회의 스페셜 콘서트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글 | 평창대관령음악제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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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443-9482/9483｜www.artsnartists.com

예매 www.interpark.com

평창 올림픽의 헤로인과 가곡 반주의 왕이  
다시 만나 낭만을 노래하다!
소프라노 황수미&헬무트 도이치 듀오콘서트
10.29(일) LG아트센터

201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힘차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로 해외 성악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함께하는 헬무트 도이치와의 인연은 이 콩쿠르에서 시작됐다. 

요나스 카우프만, 디아나 담라우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가곡 반주자로 활약해온 헬무트 도이치는 201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고, 결과 발표 후 황수미와 

만나 함께 연주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던 것.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가곡 반주자 중 한 명인 헬무트 도이치가 

뛰어난 발성과 표현력을 가진 황수미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들은 2014년 본 오페라극장과 한국 리사이틀 투어, 2015년 런던 

위그모어홀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공연장에서 수차례 공연을 거듭하며 

서로의 음악 감성을 자극하고 풍부함을 더해왔다. 특히 2014년 

황수미와 헬무트 도이치의 대구·서울 리사이틀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이후 함께한 리사이틀 역시 성황리에 마쳤다.

황수미와 헬무트 도이치는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호헤넴스에서 데뷔 

음반 녹음을 마쳤고, 2019년 10월에는 2년 만에 한국에서의 세 번째 

리사이틀을 갖는다.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은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 클라라 슈만,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R. 슈트라우스 등의 아름다운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과 감성이 만나다, 감성 테너 김현수의 두 번째 
단독 가곡 콘서트 <꽃>
7.21(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이원주 ‘베틀노래’, 김효근 ‘첫사랑’, 윤학중 ‘마중’ 등 김현수가 오랜 

관심을 가지고 노래해온 한국 가곡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피아노와 기타 

반주로 확성 없이 진행될 클래식 공연, 차분히 감성에 젖어드는 가곡의 

무한한 감동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한국 

가곡들이 감성 테너 김현수의 목소리에 실려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향기 가득한 <꽃>의 무대가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이다.

 

목소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 포르테 디 콰트로의
레전드 공연 ‘언플러그드 콘서트 Ⅱ’
7.21(일) 롯데콘서트홀

매번 콘서트마다 천상의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달하는 

포르테 디 콰트로가 지난 3월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언플러그드 콘서트>를 다시 한 번 준비한다. 클래식 전용 홀의 장점을 

살려 공연장의 구석구석 모든 공간에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번 공연도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깊은 울림의 어쿠스틱 사운드와 

감동적인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포르테 디 콰트로 언플러그드 

콘서트 Ⅱ>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통해 무더위를 날려보자.

 

신비로운 하모니 ‘크로스오버의 아이콘’ 그룹 
포레스텔라 2집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미스티크>-서울
7. 21(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는 방송과 공연을 통해 가요, 팝, 록, 국악, 

클래식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탁월한 예능감을 선보이며 

국내 크로스오버 그룹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집 

앨범 <Mystique(미스티크)>는 발매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골드’를 

달성했다. 골드는 앨범 흥행의 척도로 5천 장이 팔렸음을 의미하는데, 

발매 1주 만에 크로스오버 그룹의 앨범이 골드를 기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예스24, 교보 클래식 음반 차트에서 각 1, 2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주요 음반 종합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5월 25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시작된 포레스텔라 2집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미스티크>가 드디어 7월 21일, 대망의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무대를 끝으로 전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는데, 

앨범 수록곡 외에도 각자의 솔로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비로운 

하모니와 보다 밀도 있는 음악으로 무장된 포레스텔라의 마지막 서울 

무대! 뜨거운 감동을 기대해도 좋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무대가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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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앤아티스트

작년 뜨거웠던 무더위를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걱정 없다.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가 주는 감동 가득한 뜨거운 무대가 이 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겁기 때문이다!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까지, 더 뜨겁고 열정 가득한 무대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자!

글 | 아트앤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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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봄아트프로젝트는 2010년 창립하여 소속 아티스트로는 피아노 박종화·임현정·한상일, 바이올린 

조진주, 첼로 이상 엔더스, 플루트 필립 윤트, 바리톤 이응광, 콘서트가이드 나웅준이 있다.

문의 02-737-0708 | www.bomarts.co.kr

봄아트프로젝트

오는 8월, 세대를 아울러 어른과 청소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입문 콘서트가 찾아온다. 클래식 입문 콘서트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를 통해 알면 

쓸모 있는 무궁무진한 클래식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는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알려주고자 기획되었다. 1부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로, 클래식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이 

내레이터를 맡았다. 또한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없는 2위 수상자 한상일과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준우승자 김준호,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하고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가 출연한다.

2부는 클래식계의 유재석, 콘서트가이드 나웅준이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을 ‘이럴 땐 이런 음악!’이란 

주제로 사용법을 소개한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부터 요한 슈트라우스의 천둥과 번개, 

폴카,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인다.

어렵고 딱딱한 클래식은 잠시 잊어도 좋다! 2019년 세대를 

아울러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입문 

콘서트! 온전히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8.24(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봄아트프로젝트 

 

양고운 바이올린 리사이틀
9.5(목)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 입상으로 순수 국내파로서 처음으로 국제 콩쿠르 

입상을 거머쥔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이 리사이틀을 갖는다. ‘악보가 

요구하는 곡의 매력을 넘어서는 연주’ ‘최고의 전문성과 성숙함으로 

사랑스러움과 우아함을 선사하는 연주가’라 호평받은 양고운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프로코피예프 다섯개의 

멜로디, R.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보인다.

 

한상일 피아노 리사이틀
9.19(목)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016년 예술의전당에서 이틀 연속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시리즈 

I, II’ 리사이틀을 가져 국내 피아노 음악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피아니스트 

한상일이 오는 9월 그 세 번째 시리즈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갖는다. 국내 피아니스트 최초로 러시아 피아노 음악을 대표하는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시리즈로 선보이는 한상일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 애호가, 전공생, 대중들에게 러시아 음악의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이 지닌 예술적 메시지를 다시금 전달하고자 한다.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10.28(월) 롯데콘서트홀

한국을 대표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로서 러시아 전통을 흡수한 넓은 

스케일과 내성적·사색적인 해석으로 독자적인 고급 사운드를 빚어온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8년 만에 Sony Classical로 음반 발매 기념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갖는다. 쇼팽 해석에 관한 한 평론가와 대중 양쪽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아온 그는 차별화된 그만의 쇼팽 스케르초와 슈만 어린이 

정경으로 강하고 섬세한 연주를 통해 피아노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급격한 성장과 순간적 인기몰이보다 피아노 안에서의 여유와 

자유를 즐기게 된 거장 임동민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리사이틀이 될 

것이다.

클래식, 
공부하지 말고 사용합시다!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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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38-3816 | www.mocproduction.com 

예매 www.sacticket.co.kr | www.interpark.com

먼저 노부스 콰르텟이 월드클래스 현악 사중주 릴레이의 

스타트를 끊는다. 비교를 불허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악 

사중주단이자 결성 13년차를 맞는 그들의 이번 열 번째 

정기연주회 주제는 <Slavic>.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자크 현악 사중주 7번, 야냐체크 1번 ‘크로이처 소나타’ 

그리고 스메타나의 가장 사랑받는 현악 사중주곡 ‘나의 

생애로부터’를 연주한다. 슬라브의 짙은 감성에 가을과 

맞닿아 있는 여름 프라하의 밤공기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열 번째 정기공연이라는 가볍지 않은 숫자 

앞에서 이들은 신선한 음악적 도전이 될 체코의 작곡가들을 

선곡했다. 세 곡 모두 한국에서는 노부스 콰르텟이 처음 

연주하는 레퍼토리인 만큼 팬들의 기대가 높다.

현재 노부스 콰르텟은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음반 성과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클래식 음반 업계의 깊은 불황 

속에서 무려 여섯 장에 달하는 음반 녹음 기록은 한국 

실내악단으로서 유일무이한 행보. 올해 발매된 <베르크의 

서정 모음곡,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음반은 프랑스 ‘르 

몽드’지의 금주의 음반에 선정되었으며 미셸 달베르토와 

함께 녹음한 <프랑크 피아노 5중주>는 디아파종 황금상을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쏟아지는 세계 음악계의 찬사에 안주하지 않고 음악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 열 번째 

정기연주회는 오래 기다려준 국내 관객들을 위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무대다. 13년차 실내악단만이 구사할 수 있는 

내밀한 앙상블로 프라하의 카를교를 거니는 듯한 느낌의 

월드클래스 현악 사중주를 경험하라!
노부스 콰르텟과 벨체아 콰르텟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의 내한 공연을 연중 내내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악 사중주 음악의 팬이라면 다소 
갈증을 느낄 도시일지도 모른다. 
노부스 콰르텟과 벨체아 콰르텟의 공연 소식이 
연이어 있는 올 8월과 9월의 서울이라면 
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글 | 목프로덕션

목프로덕션

매력적인 동유럽 음악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8월 27일(화)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28일(수)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9일(목)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30일(금)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월 1일(일) 

신영체임버홀 Meet the artist)

 
비교를 불허하는 완벽한 앙상블

2년 전, 벨체아 콰르텟의 첫 내한 공연은 한국 클래식 

팬들에게는 충격으로 기억된다. 그 어떤 유명 현악 

사중주단과도 비견할 수 없는 치밀한 앙상블과 완벽에 

가까운 음악성은 관객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고 이 무대는 

음악 팬들에 의해 2017년 최고의 내한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제 1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코리나 벨체아를 주축으로 

1994년 결성된 벨체아 콰르텟은 캐나다 밴프 국제 실내악 

콩쿠르,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 오사카 실내악 

콩쿠르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런던 위그모어 

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독일 피에르 불레즈 홀 등에서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그들의 역대 음반은 그라모폰상, 

디아파종 황금상 등 주요 음반상을 모두 휩쓸었고, 차원이 

다른 음악성으로 궁극의 앙상블을 구현하는 그들의 라이브 

연주는 많은 젊은 현악 사중주단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어느새 세계 최정상 현악 사중주단의 칭호를 얻으며 ‘진정한 

현악 사중주 음악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그들이 올 9월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2017년 당시 그들에게 보여준 뜨거운 한국 팬들의 사랑과 

지속적인 연주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그중 서울 공연은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전곡 베토벤 

프로그램. 현악 사중주 제 3번 D장조 Op. 18-3, 제 16번 

F장조 Op. 135, 제 8번 e단조 Op. 59-2 ‘라주모프스키’를 

연주한다. 무려 세 차례나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을 

녹음했고, 음반뿐 아니라 기념비적인 기록물로 평가받는 

베토벤 전곡 영상물까지 남긴 벨체아 콰르텟은 명실상부 

베토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려내는 독보적인 현악 

사중주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음반은 독일 에코클래식 어워드 실내악 

음반 부문을 수상했다. 현존하는 프로 현악 사중주단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현악 사중주단으로 추앙받는 벨체아 

콰르텟.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을 맞는 2020년을 앞두고 

조금 일찍, 국내 팬들에게 최고의 베토벤 현악 사중주 

연주를 선물할 예정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크닉과 

음악성을 바탕으로 완벽에 가까운 베토벤을 여실히 체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대가 될 것이다. (9월 19일(목)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20일(금) 롯데콘서트홀: 전곡 

베토벤 프로그램, 21일(토) 아트센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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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스 콰르텟   열 번째 정기연주회 

2019. 8. 28 WED 8 PM 

A. Dvořák   |   L. Janáček   |   B. Sme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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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도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정문화재단의 제28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진다. 공정성을 위해 예선과 본선, 마지막 최종 무대까지 총 

3차에 걸쳐 매번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규모와 참가자들의 높은 음악 수준으로 많은 예비 음악가들의 등용문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성정문화재단은 성정전국음악콩쿠르를 통해 만나게 될 미래의 주역들이 

더욱 성장하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많은 콩쿠르가 콩쿠르 순위를 발표할 뿐 연주자가 

현실 무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데, 

이야말로 성정전국음악콩쿠르가 예비 음악가들에게서 환영받는 이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콩쿠르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위너콘서트(대상전)를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도록 한 것. 음악가들에게 

홀로서기와 협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기회를 넓힌 것이다.

이번 콩쿠르의 총괄책임을 맡은 노운하(파나소닉 코리아 대표 이사) 

대회장은  “그동안은 위너콘서트를 통해 솔로 무대로 대상자가 

결정되었다면, 참가자들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고 실제 협연 무대를 

통해 앞으로 음악도의 삶을 더 풍성히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원시향과의 협연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정문화재단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정문화재단 장학사업>
성정문화재단은 성정전국음악콩쿠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도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 21세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 음악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성정전국음악콩쿠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 

성정음악상(성악)에는 상금 500만 원, 

수원음악상(수원시장상)에는 300만 원, 

연주상(대회장)에는 200만 원,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성정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원시,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제28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예비 

음악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접수: 7.15(월)~8.12(월)

예선: 8.20(화)~23(금)

본선: 8.29(목)~31(토)

WINNER CONCERT: 9.19(목) 수원SK아트리움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 수원시립교향악단 협연

문의: 031-257-4500

        (재)성정문화재단 www.sungjung.org 

제28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WINNER CONCERT 
수원시립교향악단 협연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이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우종)과 

경기도음악협회(회장 오현규)가 공동 주최하는 이 축전은 김포, 부천, 성남, 구리, 수원, 

오산, 안산 등 7개 권역별로 4팀씩 총 28개 팀이 총 7회 공연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에 대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소년교향악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음악협회는 지난 5월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공정한 경쟁 심사를 통하여 28개의 

오케스트라를 최종 선정했다. 총 1,500여 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은 경기도 전역을 7개 권역(김포, 부천, 성남, 구리, 수원, 오산, 

안산)으로 나누어 권역당 4팀씩 무대에 오른다. 지난 제3회 축전에 비해 2개 권역, 8개 

오케스트라를 늘리는 등 보다 많은 단체가 선정되어 참여의 폭을 넓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연주자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를 두어왔다.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전에서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 전역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과 지역 배분을 통해 공연장 문턱을 낮췄다. 특히 참가에만 의미를 두는 연주가 

아닌 우수한 실력을 갖춘 오케스트라를 엄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유망주들에게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은 전석 무료로 개방되어 관객들에게는 참신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우종 사장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우리 삶의 예술’이라는 비전으로 경기 필 마스터 클래스 등 클래식 

유망주를 양성하는 데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왔고,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역시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미래의 클래식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미래의 클래식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무대를 무료로 개방하니 관심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제 4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은 전석 무료이며, 

1인 4매 한정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관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257-4500｜www.sungj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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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금) 김포아트홀

▶김포필하모닉유스오케스트라(김포) 

▶피델리스 청소년오케스트라(고양)

▶인천박문초오케스트라(인천)

▶성북청소년오케스트라(서울)

 
8.24(토) 부천 경기예고아트홀

▶부천청소년오케스트라(부천)

▶꿈누리청소년오케스트라(의왕)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제주)

▶송파구립청소년교향악단(서울)

 
8.25(일) 성남아트센터

▶판교청소년오케스트라(성남)

▶남양주시화도청소년오케스트라(남양주)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부산)

▶평송청소년오케스트라(대전)

 
8.31(토)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청소년교향악단(구리) 

▶두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동두천)

▶횡성청소년교향악단(강원) 

▶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전북)

- 주최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음악협회

- 주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집행위원회

- 문의 경기도음악협회 사무국 031-232-6000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265

- 티켓 전석 무료(사전 예약, 1인 4매 한정)

9.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청소년교향악단(수원) 

▶화성시청소년교향악단(화성)

▶진주YMCA청소년오케스트라(경남) 

▶충북청소년교향악단(충북)

 
9.7(토) 오산문화예술회관

▶꿈의오케스트라 오산(오산)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오산)

▶충북교육청청소년오케스트라(충북) 

▶천안시청소년교향악단(충남)

 
9.7(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청소년오케스트라(안산) 

▶안산해양심포니오케스트라(안산)

▶익산청소년오케스트라(전북) 

▶송파유스오케스트라(서울)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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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시와자키에서 
아트센터 인천까지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리사이틀 

2.16(토) 일본 가시와자키 콘서트홀, 3.23(토) 롯데콘서트홀, 3.26(화) 아트센터 인천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리사이틀의 여운이 생각보다 길다. 어느새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 세세한 

기억은 적잖이 퇴색했지만, 감흥만큼은 도무지 사그라질 줄을 모른다. 특히 브람스 소나타 3번 

2악장과 3악장, 쇼팽 스케르초 2번의 트리오, 스케르초 3번의 도입부처럼 유독 눈부시게 빛났던 

장면들이 불러일으킨 전율과 경이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나는 모두 세 번의 공연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일본 가시와자키에서 진행된 치메르만의 올해 극동 

투어 첫 공연(2/16)이었고, 두 번째는 서울 롯데콘서트홀 둘째 날 공연(3/2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아트센터 공연(3/26)이었다. 세 공연의 완성도에는 편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좌우한 것은 

어느덧 환갑을 넘긴 치메르만의 몸 컨디션이었다. 우선 가시와자키에서 치메르만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에 임했다. 덕분에 고도의 성숙미로 일군 명징한 해석에 진심에서 우러난 공감을 

깊이 아로새긴 브람스 소나타 3번도 훌륭했고, 주도면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해석과 능수능란한 

기교를 절묘하게 아우른 쇼팽 스케르초 전곡은 거의 완벽했다.

반면 롯데에서 치메르만은 컨디션 난조로 애를 먹었다. 특히 첫째 날 공연에서는 감기몸살 탓에 

정상적인 연주를 못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둘째 날 공연에서는 상당히 

회복한 모습으로 명성에 걸맞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당초 예고와 달리 쇼팽 마주르카로 워밍업을 

한 다음 온전한 몰입 속에서 진행된 브람스 소나타 2번은 악곡의 다층적인 매력을 신중한 시선과 

참신한 감각으로 조명한 탁월한 연주였다. 2부의 쇼팽은 브람스에 비하면 다소 기대에 못 

미쳤으나, 그래도 ‘쇼팽 스페셜리스트’다운 면모는 충분히 드러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스케르초 

2번에서 악곡 깊숙이 내재된 애틋한 정서를 감동적으로 길어 올린 대목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인천에서 치메르만은 썩 좋아 보이는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고, 전반적으로 

가시와자키 때의 완성도에 근접한 수준의 매우 만족스러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한층 다양하고 깊어진 
실내악 스펙트럼

에네스 콰르텟의 두 번째 내한 공연

4.26(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6년 디토 페스티벌은 캐나다 국민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와 한국 청중과의 인연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 1995년 줄리아드 음대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아왔던 것을 끝으로 그의 명성은 오직 음반에만 의존해 국내에 알려졌다. 

그러나 2016년 베토벤 페스티벌에 그가 이끄는 에네스 콰르텟이 내한,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를 완주하면서 제임스 에네스라는 이름과 그의 악단은 한국 청중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이후 그는 단독으로 내한해 KBS교향악단 및 서울시향과 솔리스트 협연을 가지며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왔다.

지난 4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에네스 콰르텟의 두 번째 내한 공연은 청중들에게 

2016년의 묵직한 감동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찾아왔다. 이들의 두 번째 내한은 첫 번째와 

여러모로 달랐다. 우선 원년 멤버였던 LA필 수석 첼리스트 로버트 드메인이 건강과 스케줄상의 

이유로 탈퇴하고 에드워드 아론이 새로 합류했으며, 지난번 공연에서 베토벤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차르트와 드뷔시, 드보르자크, 차이콥스키 등 고전주의에서부터 

20세기 초 낭만주의에 이르는 다채로운 만찬을 준비했다. 어느 한 시대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첫 곡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23번 F장조 K.590은 모차르트 특유의 순수한 쾌활함과 말년의 

원숙미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 음악이다. 에네스 콰르텟은 쾌활하지만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모차르트의 양면적인 매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렸다. 특히 에드워드 아론의 첼로 저음이 작품의 

무게 밸런스를 적절하게 살리는 데 일조했다. 

노년에 이른 거장의 분투와 회한의 자국을 목도하는 귀한 기회

세 차례 공연의 외적 완성도를 따지자면 가시와자키, 인천, 롯데 순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의 연주에는 단순한 물리적 완성도 이상의 무엇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여담이지만, 

10여 년 전 오스트리아의 노장 외르크 데무스의 살롱 콘서트를 참관한 적이 있다. 당시 팔순에 

가까웠던 노거장의 연주는 기술적인 면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무너져버려서 곡의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엉망인 연주 너머로 오묘한 아우라가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어쩌면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거장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정신의 덩어리가 연소하며 뿜어내는 열기와 향취가 아니었나 싶다.

그때와 결은 사뭇 다르지만, 이번 치메르만 리사이틀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새삼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세 번의 공연 가운데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건 분명 가시와자키 공연이었으나, 

묘하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특별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롯데 공연이다. 그날 치메르만의 

연주는 1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2부로 넘어가서는 갈수록 컨디션이 저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스케르초 3번에서 결정적으로 흐트러졌는데, 그 곡 연주를 

마치고 심히 씁쓸해하던 치메르만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다행히 다음 곡에서는 다시금 

집중력을 발휘해 준수한 연주를 들려주었고, 연주를 마친 치메르만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까다로운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그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공연이었으리라. 

하지만 그처럼 기복 있는 연주였기에 오히려 정상 컨디션일 때의 연주보다 더 값진 

연주였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악조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주를 이어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어느덧 노년에 이른 거장의 분투와 회한의 자국을 목도하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날 공연의 백미는 앙코르였다. 지극히 온화하면서도 그윽하고, 담담하면서도 절절한 

연주로 풀어나간 브람스의 발라드 세 곡이 그의 원숙미를 잘 드러냈는데,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연주에 임하는 그의 자세였다. 그의 표정은 마치 모든 불만과 아쉬움을 내려놓은 듯 겸허했고, 

그의 손길은 강박과 집착을 버린 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두 번째 곡 드뷔시 현악 사중주 G단조 Op. 10에서는 소프트한 사운드를 지닌 중간 악장이 

1, 4악장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2악장에서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학구적인 비올라 

독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여기에 배경이 되어준 다른 악기들의 선명하고 깔끔한 

피치카토가 풍부한 콘트라스트를 이루었다. 모든 악기가 약음기를 끼고 연주한 3악장 

안단티노 또한 프랑스 인상주의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을 잔잔하게 펼쳤다.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차이콥스키

2부 첫 곡으로 연주된 드보르자크의 <사이프러스> 사중주곡은 국내에서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희소성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이었다. 에네스 콰르텟은 그중 1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8번 ‘깊은 숲 속에 서 있는 것이 나는 기쁘다’, 9번 ‘오직 당신, 오직, 

하나, 그러나 당신만을 위해’를 연주했다. 드보르자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추억하며 

만든 연가곡을 바탕으로 한 이 사중주들은 하나같이 작곡 동기에서 비롯된 멜랑콜리를 가득 

머금고 있었는데 1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약음기를 끼고 연주한 9번이 더욱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차이콥스키 현악 사중주 1번은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다. 특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서 제임스 에네스는 앙상블을 깔끔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개인의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최고의 모범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 

청중들의 따스한 앙코르에 이들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Op.18 4악장과 Op.59 4악장으로 

화답했다. 일사불란하면서도 악기 하나하나가 치우침 없이 고르게 고신의 소리를 올곧게 

주장한 이 앙코르는 흡사 본 프로그램의 3부처럼 청중들로 하여금 뜨거운 몰입을 유도했다. 

3년 전 이들 사중주단과의 각별했던 만남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선물이었다.

글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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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까지 악기를 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던 이들은 최고의 양상블을 보여줬다.

매년 만나지만 그때마다 행복해지는 공연, 거부할 수 없는 디즈니의 마법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 
데뷔 15주년,

 그리고 에네스 콰르텟
디즈니의 

거부할 수 없는 마법

음악은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생, 그의 역사 전체를 선율로 
전달하는 거대하고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음악가들의 연주를 통해 그들 생의 이면을 엿보기도 한다.

 글 | 엘리스 박

공연 극성수기, 주말을 모두 공연에 반납한 5월을 지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연차의 첫날, 난 또 노트북을 켠다. 
디즈니 인 콘서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디즈니는 정말이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글 | 윤혜진

독주가 아닌 합주, 특히 스트링 콰르텟(현악 사중주)의 경우 아티스트 개인의 역량을 넘어 

연주자들 간의 관계와 유대가 연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연주를 통해 드러난다.

좋은 기회에 리처드 용재 오닐과 그가 속해 있는 에네스 콰르텟의 공연 전후 과정을 영상에 

담는 역할을 맡게 됐다. 리허설 시간, 무대에 나타난 에네스 콰르텟은 그들의 음악이 

따뜻하고 인간적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해줬다. 또한 사소한 부분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물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었다.

더 좋은 소리, 더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 그리고 곧 있을 연주에서 관객들에게 최상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그들은 객석에 앉아 있는 스태프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되묻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개인 휴식 시간에까지 각자 악기를 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에네스 콰르텟의 

모습에 그들의 연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다.

공연은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완벽한 연주였다. 관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함성에 

맞춰 앙코르를 위해 다시 무대로 나가는 그들은 행복으로 충만해 보였다. 퇴장 후 무대로 

돌아가기 직전, 서로를 바라보며 눈으로 격려하던 네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이후 진행된 스페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에네스 콰르텟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까지 사랑해요. 늘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예요.”

연주는 성공적이었고 관객은 행복했다. 백스테이지에서 지켜본 에네스 콰르텟 또한 

시종일관 행복해 보였다. 그곳에는 웃음과 믿음이 있었다.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과 기쁨이라니. 서로를 향한 그들의 미소가 그들의 음악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1
<디즈니 인 콘서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14년 9월의 

푸르렀던 잔디마당. 처음 <디즈니 인 콘서트>를 한국에서 선보이던 날 오후. 

싱어들까지 도착해서 리허설을 하는 시간, 내가 아는 한 투입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둘 

객석 맨 앞줄로 모였다(공연이 일상인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는 아주 낯선 광경이다). 

디즈니 영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싱어들의 마법 같은 목소리와 대형 화면에서 보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상은 우리 모두를 홀리기에 충분했다. 선선한 바람, 적당히 따스한 

햇살, 푸르른 잔디, 마법 같은 음악과 영상이 함께한 이 순간, 왜 <디즈니 인 콘서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관객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고맙게도 매년 9월 디즈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    2015년은 임신 10개월째였던 몸으로 공연장에 갈 순 없었지만, 리허설 현장에서 

인어공주의 ‘Part of Your World’를 들으며,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싱어들의 노래를 배 속의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서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니? 네가 자라는 동안 디즈니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줄게, 아가야.”

 

#3 2017년, 육아 휴직을 했던 터라 고맙게도 온전히 관객으로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야호!!).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은 아이와(암요!) 작은 돗자리를 베이스캠프 

삼아 야외 부스를 기웃거리고, 맥주를 홀짝이고, 아이와 비눗방울 놀이도 하며 야외 

콘서트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 동안의 BGM이 디즈니의 올 타임 

레전드 oST들이라니! 이런 호사가 있을까 싶었던 하루!

 

#4 2018년 파크콘서트로만 선보이던 <디즈니 인 콘서트>를 5월에 공연장에서 

선보이기로 지난해 이미 결정되었다. 워낙 피크닉처럼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디즈니야말로 야외 공연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했던 터라 공연장에서 

하는 <디즈니 인 콘서트>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연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지, 

티켓 오픈 전에 고민이 많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처음 2회만 예상했던 공연은 3회로 늘어났고 이마저도 공연 

한 달 전에 매진. 너무 감사하게 2019년은 한 회차 더 추가해서 4회차를 오픈했는데도 

일찌감치 매진되었다. 집중된 공간에서 흠뻑 영화와 음악에 빠질 수 있는 ‘콘서트’에 

방점을 찍은 <디즈니 인 콘서트>의 차별화된 매력을 관객이 먼저 알아준 것이다! 공연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는 리뷰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나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보내주는 디즈니의 마법,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디즈니 oST의 레퍼토리도 

매년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올해 새롭게 추가된 <헤라클레스> 

<신데렐라>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음악은 또 왜 이리 좋은지. “So, This is Love~~.” 

공연을 본 다음에도 한동안 이 음악들에 빠져 넷플릭스에서 <헤라클레스> <메리 

포핀스>를 일부러 찾아서 본 건 안 비밀!

 

#5 9월 파크콘서트에서 다시 만날 <디즈니 인 콘서트>,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은 디즈니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관객들이 기다려주는 

공연이라 행복하고 동시에 더 좋은 공연을 선사하고 싶은 부담도 크지만, ‘하쿠나 마타타’ 

‘슈퍼칼리프레질리스틱 엑스피말리도셔스’를 외치며 디즈니와의 빛나는 순간을 즐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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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플레옐과 오르페오

치코와 
리타, 

ADVERTORIAL

경험과 학습으로 인식이 되는 기억과 달리 추억은, 애써 되돌아보는 내 의지다. 20년 만에 타보는 스케이트는 

몇 번의 미끄러짐을 거치고 나면 내 몸이 다시 타는 법을 ‘기억’해내고,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 나는 스케이트를 

처음 신겨준 큰 외삼촌을, 큰 외삼촌과 같이 내 손을 잡아준 사촌 오빠를, 그리고 다 같이 먹었던 어묵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던 따뜻함을 ‘추억’한다. 이렇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기억+추억의 공식이 채워나가는 

날들이 대부분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기능을 기억이 담당한다면 추억은 내일을 희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결국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그리워할 추억의 일부니까. 오늘의 추억이 아름답지 않다 해도, 오늘의 나는 

내일의 추억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더 착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보는 것이다.

 

추억을 떠올리면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공간’이 먼저 생각나는 편이다.

무대를 만들듯 추억의 공간은 먼저 착 깔린다. 가령 앞서 이야기한 스케이트장은 80년대 서울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공터’에 얼음을 덮어 만든 형태였는데, 당시에는 공터의 주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겨울이면 같은 자리에 같은 아저씨가 얼음을 만들어 한 철 동안 스케이트 사장님이 되어주셨다. 동네에 

‘스케이트 사장님’이 보이면, 그해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런 추억은 시장이나 백화점에도 곧잘 떠오른다. 소공동의 한 백화점은 지하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뽀얀 

석고상을 중앙에 둔 분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린 내 눈에도 무척 이국적이었다. 백화점은 엄마 손을 

놓치면 큰일 나는 곳으로 인식될 만큼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인도어 분수와 아이스크림 파르페, 

멜론 소다 같은 모조 장식이 쇼윈도를 장식한 ‘식당가’가 있는 미래의 장소였다. 공간의 단상은 극장이나 

공연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출장 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 경극을 보러 들어갔던 한겨울 중국 대련의 어느 

극장,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기간이면 내 집처럼 드나드는 시민 회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교향곡을 듣고 나와서 보는 후문에서의 산세 등이 그중 하나다.

추억은 종종 또 다른 추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극장에서의 추억 중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바로 파리의 

‘살플레옐(Salle Pleyel)’인데, 그 발음이 멋져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흠모하는 지휘자 파보 예르비의 연주를 

들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연장을 나와서 한참을 걷다 탄 택시의 중국인 기사님은 첨밀밀을 

듣고 있었던 여운으로 오래오래 남아 있다.

이후 10년이 지나서 2019년의 어느 봄날, 한남동 ‘오르페오’의 17번 좌석에서 <치코와 리타>를 관람하던 

중 다시금 파리의 살플레옐을 만나게 된다. 쿠바, 연인, 음악, 오해… 와 같은 키워드가 이어지는 매력적인 

애니메이션과 공감을 부르는 테마(사랑과 사랑),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음악과 사운드는 관람 중 여기가 

어디인지 잊게 할 정도로 몰입을 이끄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둘의 음악도 서로를 반기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 따로 뉴욕으로, 파리로 각자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다시 만나기도, 아쉽게 멀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졸인다. 그 와중에 등장하는 공연장이 살플레옐이다. 피아니스트인 남자 주인공 치코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파리의 살플레옐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스치듯 지나간다. 그렇게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우연히 만나고 이어진다.

같은 장소 오르페오에서 또 어느 날은 부흐빈더의 연주 실황을 보며 베토벤을 연주했던 추억 속의 

피아니스트들을 떠올린다. 혹은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을 보면서 곱슬머리 휘날리는 흥 많던 내 아빠의 서른 

살을 추억한다. 다시 말하지만 추억은, 애써 되돌아보는 나의 노력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의 추억이다.

 

글 | J 사운드시어터 ‘오르페오’ 운영진

오르페오
사운즈 한남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사운드시어터. 회원제로 운영되며 독일 유니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과의 제휴로 

퀄리티 높은 전 세계 클래식 실황과 음악 영화 등을 수시로 상영한다.

문의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5 5층 | 02-512-4093 | http://pf.kakao.com/_Ketxnj

살플레옐

1927년 개관한 파리 유일의 심포니 전용 홀이다. 

오페라 갸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테아트르 샤틀레 

등 파리에는 여러 음악당이 있지만, 처음부터 콘서트 

홀로 지어진 것은 살플레옐이 유일하다. 한국의 

무용가 최승희도 무대에 섰던 적이 있으며, 파리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피아노 독주 공연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치코와 리타> 

감독 하비에르 마리스칼, 페르난도 트루에바, 토노 

에란도 | 출연 에만 소르 오냐, 리마라 메니시스, 

마리오 구에라

1948년 쿠바의 아바나, 야망에 찬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치코는 어느 날 밤 클럽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리타와 만난다. 

젊음과 재능으로 빛나는 그들은 곧 사랑에 빠지지만 

열정과 욕망, 질투와 오해가 뒤엉키며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한다. 그리고 네온사인이 화려한 기회의 

도시 뉴욕, 이제 막 그곳에 발을 디딘 치코는 스타로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리타와 재회하게 되는데….

 

<서칭 포 슈가맨> 

감독 말릭 벤젤룰 | 출연 

말릭 벤젤룰, 로드리게즈

70년대 초, 우연히 

남아공으로 흘러 들어온 

‘슈가맨’의 앨범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다. 하지만 ‘슈가맨’은 단 두 장의 앨범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신비의 가수! 전설의 ‘슈가맨’을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두 명의 열성 

팬이 진실을 밝히고자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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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7/3(WeD)~(sAt) 19:30 seJONg
오페라 〈텃밭킬러>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7/4(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이지윤(Vn), 벤킴(Pf)

전석 5만원

7/6(sAt) 17:00 sAC
율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R석 20만원, S석 14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7/7(suN) 17:00 아트센터 인천

율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7/11(tHu)~14(suN) 19:30, 16:00 sAC
국립오페라단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D석 1만원

7/11(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이진상(Pf)

전석 4만원

7/12(FrI) 19:30 tONgyeONg
에벤 콰르텟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7/18(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안티에 바이타스(Vn)

전석 6만원

7/19(FrI) 20:00 gOyANg
경기필하모닉 <마시모 자네티 & 엘사 드레이지>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7/19(FrI)~21(suN) 20:00, 14:00, 19:00 충무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Giselle〉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7/19(FrI) 20:00 sAC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Classic Hero I〉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7/21(suN) 15:00 tONgyeONg
TIMF 앙상블의 사운드 온 디 엣지 컬렉션

전석 2만원

7/26(FrI) 19:30 lOtte
2019 디즈니 픽사 필름 콘서트 페스티벌_판타지아 라이브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7/27(sAt) 14:00, 16:30 sAC
핑크퐁 클래식 나라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7/31(WeD) 11:30 lOtte
[L.Concert] 오르간 오딧세이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8/28(WeD) 20:00 sAC
노부스 콰르텟 <Slavic>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8/29(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박종해(Pf)  

전석 4만원

8/31(sAt) 11:30 lOtte
롯데카드 무브_테마라운지 엘 토요 콘서트

전석 3만원

september
9/5(tHu) 19:3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C석 2만원  

9/7(sAt) 17:00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디즈니 인 콘서트

디즈니석 8만원, 로열석 7만원, 테이블석 24만원(4인석), 

피크닉석 4만원  

9/8(suN) 18:00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

디즈니석 8만원, 로열석 7만원, 테이블석 24만원(4인석), 

피크닉석 4만원 

9/18(WeD) 20:00 sAC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9/19(tHu) 20:00  lOtte
오르간 시리즈 14. 아르비드 가스트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9/20(FrI) 20:00 lOtte
벨체아 콰르텟 내한 공연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9/20(FrI) 20:00 sAC
kBS교향악단 제746회 정기연주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9/24(tue) 20:00 sAC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9/27(FrI) 20:00 seJONg
정명훈 &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ViP 20만원, R석 16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9/28(sAt) 14:00 lOtte
베를리오즈 시리즈, 온 스크린 오페라 <벤네누토 첼리니>

R석 4만원, S석 3만원

August
8/1(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콘스탄틴 리프시츠(Pf)

전석 6만원

8/1(tHu) 19:30 알펜시아 콘서트홀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끝은 어디?

R석 7만5천원, S석 5만5천원

8/1(tHu) 20:00 lOtte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Classic Hero Ⅱ>  

R석 7만원, S석 5만원  

8/3(sAt) 15:00 아트센터 인천

토요 스테이지 <모차르트 모자이크>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8/3(sAt) 19:30 알펜시아 뮤직텐트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집으로, 두 번째 이야기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8/4(suN) 17:00 lOtte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8/8(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파비앙 뮐러(Pf)

전석 5만원

8/10(sAt) 19:30 알펜시아 뮤직텐트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행복하게 살았습니다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8/13(tue) 20:00 lOtte
최수열과 조진주의 러시안 나이트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8/15(tHu) 11:00 sAC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일반 2만5천원, 3층석 1만5천원

8/18(suN) 17:00 sAC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8/22(tHu) 20:00 KumHO
금호 아름다운 목요일–뉴뉴장 성량(Pf), 문태국(Vc)

전석 3만원

8/22, 23(tHu)(FrI) 20:00 sAC
kBS교향악단 제745회 정기연주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C석 3만원

8/24(sAt) 17:00 sAC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

R석 4만원, S석 3만원

8/28(WeD)~ 9/1(suN) seJONg
2019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 씨어터 백조의 호수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What s On 2019
clubbalcony.com

표기는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할인율입니다.

추가되는 할인 공연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공연일정과 할인율은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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