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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We Were

9월 말이 추석 연휴라 원고 마감을 1주 당겨달라는 편집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늑장 부리다 마감일이 돼서야 노트북을 펼쳐 든 곳이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입니다. 바로 앞의 대형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디토오케스트라의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이군요. 

오늘 저녁 이곳에서 원 나잇 인 파리를 테마로 파크콘서트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핑크빛 노을로 하늘이 물들면 이곳은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것입니다. 

무대장식에 공을 들였지만,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고 나니 초가을의 날씨가 더욱 소중합니다. 파란 하늘에 무대막처럼 전환되는 하얀 구름들, 

편지 이중창처럼 귓전을 스쳐가는 산들바람, 이 느낌을 곧 입장할 관객들도 즐길 생각을 하니 절로 기분이 들뜨는군요. 

이제 9살의 어린 나이지만 크레디아의 파크콘서트도 베를린의 발트뷔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자연과 호흡하는 음악회로 성숙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는 120주년을 맞은 도이치 그라모폰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가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열립니다. 우연일까요 ? 아니면 운명일까요 ? 

아기천사의 모습을 담은 DG의 트레이드마크가 탄생한 1898년 12월 6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 후인 

2018년 12월 6일, 서울에서 이를 기념하는 무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 무대의 주인공이 정명훈, 조성진, 그리고 서울필하모닉이란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클래식음악이 서양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었듯이, 

지구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것, 지구의 미약한 일부겠죠.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으로 자연과 사람의 역사를 압축했지만, 이미 자연은 많이 아픕니다. 

DG가 120년 전의 음악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우리가 자연을 벗하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은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20년 후에도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이 주는 치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

엉뚱하게도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불렀던 노래 The way we were 가 떠오릅니다. 

If we had chance to do it all again

Tell me would we, oh could we ?
 

                                                           정재옥 CREDIA 대표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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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ver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의

12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 무대가 오는 12월 6일, 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공연으로 6일에는 조성진, 7일에는 안네 소피 무터가

무대에 오른다.  

현존 음반사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카탈로그를 보유한 최대 레이블이다.

이들의 역사가 지난 120년, 세계 클래식 음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월 6,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_정명훈,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도 이 치  그 라 모 폰  1 2 0 주 년  기 념  갈 라  콘 서 트   

공연 문의 1577-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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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음반사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 이하 DG)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카탈로그를 보유한 

최대의 레이블이다. 올해로 120년이 된 음반사를 축하하는 행사의 중심에 

정명훈과 서울시향, 그리고 조성진이 있다.

정명훈과 조성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 
갈라 콘서트에서 만나는  

Cover Story Ⅰ
도 이 치  그 라 모 폰  1 2 0 주 년  기 념  갈 라  콘 서 트 _ 정 명 훈 ,  조 성 진

도이치 그라모폰이 우리와 각별해졌다.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10월과 

11월, 중국과 베를린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랑랑,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등이 갈라 콘서트를 갖고, 창립일인 12월 6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기념 무대에 선다. 

7일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가 기다린다. 이제는 사람들이 음반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음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명함이자 기록이다.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만났다.

조성진은 이미 완벽한 피아니스트였다_정명훈
DG 레이블과 전속 인연을 맺으신 게 1984년이었네요. 지금까지 발매했던 음반 중엔 

세계적인 음반상을 수상한 앨범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음반의 의미, 중요성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와 3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도이치 그라모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리 오페라에 있을 때부터 레코딩을 꽤 많이 했고 서울시향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는 음반에 애착을 갖거나 레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웃음). 어릴 때, 말러 교향곡 2번을 음반으로 처음 들어보고 곡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건 있지만 레코딩도, 방금 지휘했던 연주도 끝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생각할 때, 레코딩 작업은 큰 힘이 됩니다. 음반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알려져야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향과의 녹음도 계속 끌고 나갔죠. 한국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레코딩 회사와 

5년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이 영광스러웠고, 덕분에 

오케스트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이자 스승이던 메시앙 작품을 음반으로 남긴 얘기가 

궁금합니다. <투랑갈릴라 교향곡>,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등 살아있는 작곡가의 

해석을 음반으로 남겼다는 건 ‘시대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음반을 남긴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레코딩을 위해 메시앙과 

더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작곡가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니, 덕분에 더 잘 알게 됐죠. 베토벤과 바흐와 이렇게 한다면 작품 공부 

시간이 10분의 1밖에 안 필요할걸요. 메시앙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품 공부를 했으니 

마음이 무척 편했죠.

작곡가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악보에 쓰이지 않은 부분도 묻고 답하며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악보를 본다고 해도, 심지어 메트로놈 표시가 있다 해도 작곡가가 생각하는 

템포나 악상은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메시앙의 ‘성모승천’(L’ascension) 

레코딩 당시에 모두들 악보에 쓰여 있는 대로 공부했지만, 템포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했어요. 특히 1악장, 금관 파트가 무척 힘들어했죠. 

일단 리허설을 했어요. 메시앙이 옆에서 연주를 다 들어보더니 음악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도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 ‘약간 좀 더 느리게’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들 ‘우리 죽었다’ 하면서 템포를 늦춰서 다시 녹음을 해봤어요. 그걸 들어본 

메시앙은 “좋은데, 그래도 약간만 조금 더 느리게….”(웃음)

그럴 때 작곡가와의 타협은 없는 건가요?

그 대답을 하려면 메시앙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얘기가 무척 길어질 수가 

있는데, 메시앙은 내가 일평생 만난 음악가 중에서, 아니, 그는 내가 아는 유일한 

‘성인’(saint)이었어요. 자신이 쓴 모든 음악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자신은 

메신저일 뿐이라고 해요.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됐으면서도 40년 가까이 파리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소박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중하게 “딱 하나만 부탁하자”면서 템포를 늦춰달라는데 원하는 대로 해야죠.

이후에도 그 곡을 같은 템포로 지휘하셨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날의 경험 때문에 당시의 나는, 앞으로도 이 곡은 같은 방식으로 

연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주는 그렇게 못 해요, 안 돼요. 나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오케스트라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뉴욕 

필하모닉과 그 음악을 하게 됐어요. 처음 대면했을 때, 이 오케스트라가 진심으로 

음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느린 템포로. 오케스트라도 아마 내가 미쳤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별로 성공적인 연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작곡가와 의견을 나누며 남긴 앨범은 후대의 해석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기록이 될 텐데요. 작곡가 진은숙과 녹음하신 <3개의 협주곡> 얘기도 듣고 싶네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공부할 때, 가장 중시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작곡가의 의도입니다. 살아 있는 음악가든 아니든 연주자는 작곡가들의 의도에 

충실해야죠. 하지만 작곡가가 옆에 있으면 내 역할은 굉장히 쉬워져요. 작곡가에게 



16 17CLUB BALCONYOCTOBER- DECEMBER 2018

직접 물어서 원하는 방향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녹음 중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아는 작곡가의 의도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서울시향 음악감독직을 내려놓으신 지 거의 3년 만에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음악감독으로 일하는 것과 객원지휘자로 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음악감독은 오케스트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 아주 무거운 책임이죠. 

그런 책임을 오래 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파리, 이탈리아 등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마음이 정말 가볍죠. 좋아하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 음악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더 재미있어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다 손주를 낳았어요. 지금 서울시향은 

마치 손자, 손녀처럼 아무 부담 없이 예쁘기만 해 보여요.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항상 걱정이고, 책임감이 무겁고, 교육을 시킬 땐 힘들기도 하거든요. 음악감독 

때는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힘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무대는 조성진과 오랜만에 갖는 협연 무대인데요. 조성진씨는 서울시향과의 

협연 무대가 많아서 덕분에 협주곡 레퍼토리를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이 연주자가 

어떤 면에서 특별했기에 자주 무대를 가지셨나요?

조성진의 연주를 처음 들었던 건 그가 열세 살 때였습니다. 쇼팽의 스케르초를 

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재주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거의 완벽한 피아니스트였죠. 이후엔 자주 초대해서 서울시향과 협주곡을 

가장 많이 연주한 솔리스트가 됐죠. 제가 같은 악기를 해서 잘 알지만,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저에 비하면 레퍼토리도 빠르고 쉽게 익히는 것 같아요(웃음).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시야를 넓히려 하고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잘 커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이 기쁘듯이, 도이치 그라모폰 같은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된 것도 만족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조성진의 2018년 달력은 매달 빼곡하고 면면이 화려하다. 1월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리사이틀을 가졌고, 미국을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에서 공연을 가졌다. 

4월에는 기돈 크레머&크레메라타 발티카와 뮌헨, 레겐스부르크에서 

쇼팽 협주곡 2개와 트리오를 연주했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함께 

빈, 런던, 파리에서 가곡 리사이틀을 가졌다.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에서 연주했고 6월에는 프랑크푸르트 라디오와 함께 일본 

투어를 했으며 7월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장인 야닉 네제 세겐과 

모차르트 앨범을 녹음했다. 

이후에도 싱가포르, 디트로이트, 베르비에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그리고 베를린,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이탈리아까지 크고 작은 무대가 

계속 이어졌다. 이중 야닉 네제 세겐과의 녹음과 25주년 생일을 맞은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21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들과 선보인 찬란한 무대, 

BBC 프롬스 데뷔 관련 영상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8년 만에 서울시향과 협연해 기쁘다_조성진

공연마다 굵직한 무대인데 스케줄 자체도 많으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건강한 편이라서 잘 안 아팠는데, 연초에 몸살이 났어요. 다음 연주 때문에 공항에 

가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연주를 줄여야겠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잘 쉬는 요령이 생겨서 이동할 땐 무조건 잘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진한 커피도 

끊었고요, 콜라도 안 마시고 초콜릿도 잘 안 먹고, 카페인을 많이 줄였어요. 술은 

좋아하기도 하고 쉬는 데 약간 도움이 되지만 의존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베르비에 페스티벌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키신, 플레트네프, 쉬프, 유자 왕, 

트리포노프, 바바얀, 코츠킨과 함께 어울려서 네 대의 피아노로 <윌리엄 텔> 서곡을 

연주했죠. 연주자도 즐거웠겠지만 보는 이들도 무척 즐거웠고요.

연주하는 순간보다는 리허설 때가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키신한테 푹 빠졌어요. 그 

사람의 음악과,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진지한데다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게, 바로 

옆에서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라두 루푸,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에드빈 

피셔 같은 피아니스트들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키신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때 옆에서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끝까지 노력하는 점도 

존경스럽고, 똑똑해요. 그 무대는 쇼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리허설 때마저도 정말 

꼼꼼했거든요. 그 정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모든 무대를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와중에 지휘자 야닉 네제 세겐과 7월에 녹음한 새 앨범이 11월에 발매될 

예정이네요. 어떤 곡이 수록되나요?

성진의 연주를 처음 들었던 건 그가 열세 살 때였습니다. 

쇼팽의 스케르초를 쳤는데,  그때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주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거의 완벽한 피아니스트였죠.

2011년 1월에도 정명훈 선생님 지휘로 서울시향과 

똑같은 곡을 협연했어요. 열 살 때부터 해왔던 곡이라 익숙한 

작품이지만 거의 8년 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에요.

7월 10일에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녹음했고, 

19일에 소나타 K.281과 K.332를 녹음했어요.

소나타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첫 앨범을 녹음했던 프리드리히 에베르 할레에서 

녹음했네요.

쇼팽과 드뷔시를 녹음하면서 스튜디오 레코딩에 더 적응한 것 같아요. 지난 

앨범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해요.

지휘자 야닉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피아노 주자로 나서서 성악 앨범 

녹음도 자주 했고 오페라 지휘에 탁월한 사람인데, 그의 모차르트는 얼마나 

섬세할까요.

야닉의 첫 번째 특징은 꼼꼼하다는 점이에요. 야닉도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협주곡 녹음할 땐 그 점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협주곡이니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반주라 여기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고 역할을 최대한 잘 살려내거든요. 협주곡 오프닝 

부분은 먼저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본 오프닝 중 최고였어요. 트럼펫만 시대악기였고 

나머지 악기는 현대악기로 썼는데, 피치를 441로 약간 낮춰 조율하니까 음색이 확 

바뀌었어요. 음악은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엄청난 반면 더 섬세해진 것 같아요. 

제가 100% 만족할 수 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즐겁게 녹음할 수 있었어요.

12월 6일에는 같은 곡을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서울시향과 연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모차르트를 같이 해본 적이 있죠?

2011년 1월에도 정명훈 선생님 지휘로 서울시향과 똑같은 곡을 협연했어요. 열 

살 때부터 해왔던 곡이라 익숙한 작품이지만 거의 8년 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에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협주곡 레퍼토리는 뭐가 있을까요?

브람스 협주곡이요. 베토벤 협주곡 전곡 연주 계획도 있어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에 독일에서 3일 동안 할 예정이에요. 2번 협주곡 빼고는 

서울시향과 4번과 5번, 라 스칼라와 3번을 연주했고, 1번은 폴란드에서 한 번 

해봤어요. 버르토크 협주곡 중에서 2번, 3번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버르토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것 같아요. 콩쿠르 우승 후 첫 리사이틀 프로그램에도 

버르토크가 있었고요.

버르토크가 곡을 잘 쓴 것 같아요. 루마니안 스타일이 있으면서도 리듬은 멋진, 몇 

안 되는 20세기 작곡가인 것 같아요.

현존하는 작곡가에 대한 관심도 궁금해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녹음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현대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요. 조지 벤저민, 진은숙 선생님 작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은숙 선생님 곡은 내년에 에튀드 한 곡 정도는 연주할 것 같아요. 

현대음악은 좋긴 하지만 작품을 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초연 의뢰가 

들어온다면 기쁘게 할 의향이 있어요.

새로운 곡을 받으면 빨리 익히는 편인가요?

제가 초견이 뛰어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곡을 빨리 외우는 편이에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익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빠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실내악 무대가 많았는데, 앞으로 리사이틀을 구성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가요?

올해까지는 쇼팽을 주로 하는 반면 내년에는 여섯 번 정도만 연주해요. 카네기홀 

공연에서도, 베를린 필하모닉 챔버홀 리사이틀에도 쇼팽은 없어요. 대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드뷔시의 ‘영상’과 ‘프렐류드’ 중 몇 개씩, 그리고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연결해보려고요. 사실 리스트의 소나타도 생각했는데, 드뷔시나 

무소륵스키 모두 상상력이 필수인 곡이라고 생각해서 더 낫겠다 싶어요. 슈베르트 

방랑자도 소나타 형식이긴 하지만 환상곡이니, 생각도 자유롭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곡들이라 같이 묶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녹음하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랑랑이나 플레트네프처럼 카네기홀 

실황을 앨범으로 발매해도 좋겠고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정명훈 선생님처럼 레코딩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작업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레코딩은 하고 나면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긴 해요. 왠지 스튜디오 레코딩이 

실황 녹음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는 무척 떨릴 것 같거든요.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12월 6일(협연 조성진), 12월 7일(협연 안네 소피 무터) 

글 | 이지영, 사진 |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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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레이블에 담긴 
다섯 가지 역사적 키워드

노란 레이블에 담긴 
다섯 가지 역사적 키워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음반 시장은 음악계의 흐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지만 현재는 음반 판매가 

급하락세를 타며 유서 깊은 음반사들이 문을 닫았다. 음반을 구입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지만, 음반은 지금도 

연주자들에게 명함이자 기록이고, 세상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창구다. 한 세기를 넘어 120년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이치 그라모폰, 그 절대적인 존재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았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독일 회사인가?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 이하 DG)’이라는 명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일 전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국가색이 강렬한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3일 서울을 방문한 DG 사장 클레멘스 트라우트만은 “DG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레이블”이었다며 자사가 지닌 글로벌한 정체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태동은 독일과 무관했다. 창립자 프레드 가이스버그는 워싱턴 

DC에서 성장한 미국인이었고 에밀 베를리너 또한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민자였다. 베를리너는 원반형 디스크를 발명한 엔지니어였고, 

가이스버그는 기계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피아노에 능한 프로듀서였다. 1899년 

베를리너는 필라델피아에 최초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차리고 25세의 가이스버그를 

‘그라모폰과 타자기 회사’ 런던 지부 책임자로 앉혔다. 

이 회사는 프랜시스 바로라는 화가가 그린 개와 축음기 그림을 사들여 로고로 

정하고 회사 이름도 ‘His Master’s Voice(그의 주인의 목소리)’로 바꾸었다. 이후 

가이스버그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간 베를리너의 조카가 하노버로 가서 도이치 

그라모폰 게젤샤프트(DGG)를 설립한 것이 바로 하노버 본사이다(2011년 DG 

본사는 베를린으로 옮겨왔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가이스버그는 한곳에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던 자신들의 테크놀로지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 귀족들의 결혼식장에 들어가 밴드 

연주를 녹음했고 인도까지 가서 로컬 민속음악 가수들의 입 앞에 마이크를 

들이댔다. 최초의 히트 음반은 그러나 1902년 밀라노의 한 허름한 호텔방에서 

탄생했으니, 바로 카루소의 데뷔 음반이다.    

 엘자 실러, 그라모폰을 황금기로 이끈 여장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DG는 자신들의 국제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는 독일이 

패망하면서 ‘도이치’란 자사의 이름이 마케팅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1년 주식 교환으로 주인이 지멘스운트할스케로 바뀐 DG는 나치에 

협력한 이력이 있었다. 종전 후 서베를린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독일 

정부의 보조금과 미국 CIA에서 전달한 비밀 자금이 독일 문화 사업에 투입됐다. 

이러한 자금의 수혜자 중 하나였던 DG는 음악 분야에서 문화 재건 과업을 

떠안았지만 예술가들은 ‘도이치’라는 이름을 앞세운 음반사와 일하기 꺼려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와 위기 극복을 위해 DG는 엘자 실러라는 유대인 여성 

프로듀서를 영입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 테레지엔슈타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감금됐던 그녀는 간발의 차이로 아우슈비츠행을 피한 행운아였고, 20세기 초반 

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지휘자로 활동했다. 종전 뒤 미국 라디오 방송국 RIAS 

음악감독으로 일하던 그녀는 예술가를 알아보는 빼어난 안목의 소유자였고 이런 

능력이 지멘스의 눈에 들었다.

1950년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멘스는 공개적으로 실러에게 

그라모폰 프로그램 감독 자리를 제안했다. 실러와 DG의 관계는 초반에 그리 

원활하지 못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독일 기업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성 위주의 결정권과 여성들의 노동 착취(당시 음반 재킷은 

부인들의 바느질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등 DG사의 가부장적 문화에 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당시 DG가 역동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LP 산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인맥, 그리고 빼어난 섭외력을 총동원해 뛰어난 

음악가들을 유대인이든 독일인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영입했다. 페렌크 프리차이,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로린 마젤, 아마데우스 4중주단 등 셀 수 없이 많은 스타 

음악가들이 DG를 대표했다.

“독일인을 위해 녹음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본인이 수용소 출신인 실러의 

제안에 합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DG는 우리에게 최고의 

회사였다. 그곳에서 제작하는 음반들은 하나같이 수준이 높았고 최고의 여건을 

연주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훗날 한 유대인 음악가는 회고했다. 독일 패망과 더불어 

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DG는 유대인 여성 실러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옛 명성을 

회복했다. 그녀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음악 무대에서 

퇴장했다.

노란 튤립의 비밀

DG에 영입될 때 실러가 감수해야 했던 것은 DG의 노란 로고였다. 당시 음반사는 

개편을 통해 각 장르별로 상징 컬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폴리도어 팝은 빨간색, 

고음악 전문 레이블은 아르히프는 은색, 그리고 DG는 노란색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이 ‘노란 딱지’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퀄리티의 상징이 

되었지만 유대인인 실러에게는 나치 시절 달고 다니던 유대인의 노란별을 연상케 

했을 것이다. 이 노란색 도입은 사실 DG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다소 있었다. 

빨간색이나 은색에 비해 품위가 없고 얌전해서 구매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이 색깔을 고수한 인물은 지멘스사에서 DG 디자이너로 

이적한 한스 도미츨라프였다. 그는 “노란색은 가톨릭의 상징이라 보수적인 소비자 

층에 친근하며 검정 글씨가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고 주장하며 튤립 로고까지 직접 

디자인했다.

LP 시절 이 튤립은 사실 하이퀄리티 테크놀로지의 비밀스런 상징이기도 했다. 

디스크 안쪽에 둥그렇게 띠를 이룬 튤립 로고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였다. 전축의 턴테이블이 적절한 속도로 회전할 경우, 이 튤립 

마크들은 회전 중에 뭉개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됐다.

스타 마케팅

EMI, 데카 등 당시 접전을 벌이던 여타 메이저 음반사들과 차별되는 DG의 전략은 

‘스타 마케팅’이었다. 음악 그 자체의 기록에 비중을 둔 타사와 달리 DG는 그 음악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물론 엘자 

실러였다. 무수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DG에 영입됐지만, 그중에서도 희대의 스타는 

축음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음반의 탄생으로 음악을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위) 

위기의 도이치 그라모폰을 

맡아 전성기로 이끈  엘자 실러 

대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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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가 공인하듯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었다.

유대인 수용소 출신의 엘자 실러가 나치 부역자로 비난받던 카라얀과 찰떡궁합을 

이룬 것은 누가 봐도 의외의 일이었다. 다른 음악가들이 기술에 다소 무지했던 

반면 카라얀은 음악과 기술 양쪽 모두에 명민한 통찰력이 있었다. 이는 발명가 

지망생이었던 형 볼프강 폰 카라얀의 영향이 컸다. 형 볼프강은 직접 축음기를 

조립해서 잘츠부르크 다리에서 크게 틀어놓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간 

전력이 있었다. EMI와 이미 녹음 작업을 했고 데카로부터 숱한 러브콜을 받은 

그였지만, 지멘스가 시연한 신기술에 받은 깊은 인상과 엘자 실러에 대한 신뢰로 

인해 카라얀은 최종적으로 DG의 품에 안겼다. 카라얀은 DG에서 300여 종에 

달하는 음반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DG를 세계 최고의 레이블로 승격시켰다. 

특히 그가 1960년대 착수한 베토벤 전집은 역사적인 성취였다. 토스카니니 RCA 

녹음과 카라얀 자신의 모노 시절 EMI 녹음에 이어 완성된 DG의 베토벤 전집 

세트는 스테레오 녹음이 음반 시장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카라얀의 명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더불어 그가 거느리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베를린시 

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던 악단임에도 어느덧 DG 전속 악단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렬해졌다.

DG는 아예 베를린 필과 활동이 가능한 지휘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고 

그렇게 오이겐 요훔, 카를 뵘 등이 영입됐다. 실러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 페렌크 

프리차이도 그중 하나였지만 카라얀이 부각될 무렵 그는 암으로 사망했고 이는 DG 

안에 지각 변동을 불러왔다. 카라얀은 의기소침해진 실러의 마음을 달래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실러는 은퇴를 선언했고, 실러와 더불어 DG 내에서 투톱 체제를 

유지하던 카라얀의 위상은 원톱 독재 체제로 재편성됐다.

한편 음반 스타 마케팅은 연주자들을 외모가 아닌 소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미지 마케팅과 변별됐다. 그라모폰이 배출한 최초의 

스타 카루소만 해도 그랬다. 작은 키에 땅딸보였고 얼굴마저 못생겼던 카루소는 

무대 위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기미가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가이스버그가 

어르고 달래서 녹음한 음반은 그의 빼어난 음성에 신문물에 대한 대중들의 충격이 

결합한 결과 삽시간에 그를 유명 인사로 만들어줬고, 덕분에 그는 코벤트가든 

및 메트로폴리탄과 계약을 맺어 무대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카라얀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그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160센티미터가 안 

되는 왜소한 키가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진화의 동력

95세까지 장수한 피아니스트 빌헬름 켐프 또한 DG의 수혜자였다. 1935년부터 

1991년 사망할 때까지 DG에서만 활동한 그는 수없이 많은 음반을 녹음하며 DG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탓에 

한국은 첫 방문인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에 

볼일이 있어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나도 휴가차 왔다. 2주 동안 서울과 강화도를 

방문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멋진 경험이었다. 지난해에는 올해 있을 1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왔다.

DG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 산업에 관여한 계기가 따로 있다면?

나는 뉴욕 줄리아드를 졸업한 클라리넷 연주자로 자비네 마이어를 사사했다. 

아직도 1년에 5~10회 정도 실내악 공연을 하는 현역 음악가다. 만약 직업 음악가가 

될 수 없다면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내 또 다른 관심사는 

디지털 미디어를 비롯한 뉴 테크놀로지였는데 이런 기술들이 음악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악셀 스프링어라는 

출판사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했는데, 그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DG에 입성했다. 

나로서도 의미 있는 이직이었다. 어린 시절 용돈을 아껴 DG 베토벤 전집 세트를 

구입할 정도로 나 또한 DG 마니아였기 때문이다.

DG가 다른 클래식 음반 레이블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 DG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강력한 파워다. 대부분의 젊은 

음악가들은 한 번쯤 노란 딱지를 단 음반을 녹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클래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무슨 음반을 들어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의 노란 

라벨을 보면 일단 신뢰부터 한다. 브랜드 자체가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아티스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는 점이다. 이런 문화는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성공에 좌우되지 않고 아티스트와 매우 오랫동안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한다. 아바도와는 46년, 카라얀과는 50년 동안 

함께 일했다. 196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폴리니와도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 

덕분에 다른 음반사가 범접할 수 없는 디스코그래피가 완성됐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느 

시대에도 늘 우리는 미디어의 선두 주자였다. 현재 우리는 가장 강력한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의 레이블을 기반으로 한 메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유산과 미래 디지털 산업의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셈이다.

아티스트를 영입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악기를 다루는 기술도 최고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레코딩을 스마트폰 하나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더 앞서가려면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이 필요하다. 조성진의 드뷔시 음반도 그런 경우다. 이미 수십 

종의 레코딩이 존재하지만, 그의 음반이 완성됐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독창적인 연주가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21세기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은 질문이다. 음악을 듣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클래식 음악은 인간의 두뇌와 

지성, 기술이 결합된 고도의 예술이다. 하지만 존재의 조건으로 옛날 그대로 

재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르농쿠르는 수백 년 전의 음악을 늘 세계 

초연처럼 연주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동시대 예술로서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음악을 들을 이유가 생긴다.

도이치 그라모폰 대표

클레멘스 
트라우트만 
인/터/뷰

수십 번씩 고쳐 녹음하며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인공적인 스튜디오 녹음을 선호했다. 

캠프의 음반에 홀려 공연을 찾아온 청중들은 그의 싱겁고 유약한 연주에 실망을 

머금고 돌아갔다.

이 같은 작위적인 합성이 가능한 음반 녹음 기술은 음악 자체가 지닌 해석보다는 

연주의 정확성과 기교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바로 이 때문에 음반을 배척한 

음악가들도 적지 않았다. 음반 레코딩을 ‘통조림 음악’이라 경시한 첼리비다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우선 음반사 자체가 스튜디오 녹음보다 라이브 실황 녹음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DG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아무리 깔끔한 음반이 완성되어도 

청중들은 이제 콘서트홀에서 그 연주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세대 음악가들이 청중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게 된 것 또한 새로운 트렌드다. 

그들은 수백,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청중과의 소통 없이 

스튜디오에서 홀로 연주하는 것을 더 힘들어한다. 이런 트렌드에 DG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격식 있는 콘서트홀 너머 클럽까지 

확장시켰다. 클래식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클럽 파티 ‘옐로 라운지’는 바로 

이런 소통 문화의 결과물이다.

2015년 클레멘스 트라우트만 체제가 시작된 후 DG는 고전적인 음반 회사의 껍질을 

벗고 신기술의 힘을 빈 신세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엘 시스테마의 히어로 

구스타보 두다멜을 비롯해 안드라스 넬손스, 야닉 네제 세겐 등 신세대 지휘자들을 

영입하여 여전히 지휘자 강국으로서의 타이틀을 놓지 않고 있는 반면 신세대 

아티스트들의 영입에도 역동적이다. 25세의 조성진이 DG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트렌드에 민감한 DG사의 전략 덕분이다. 1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회사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20~30대가 선호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사업에서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클래식 음반사 가운데 최초로 

웹사이트를 구축했던 DG는 현재 수많은 동곡의 연주 중 최상의 연주를 엄선해 

선보인다는 ‘큐레이션 시대’를 주도한다. 물론, 그 최상의 연주에는 반드시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거란 자부심과 함께.

21세기 DG가 보여준 혁신은 사실 그들이 만든 껍질을 깨뜨리는 시도였기에 

파격적이고 새롭다. 20세기 DG의 사업은 음악을 신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추앙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런 DG가 21세기에 이르러 이제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 무대 위의 영웅과 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음악은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혹은 클럽에서, 휴대전화로도 들을 수 있는 일상의 일부라고 말이다.

글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도이치 그라모폰을 

대표하는 지휘자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리고 

에밀 길렐스와 함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을 레코딩 

중인  오이겐 요훔(우). 

도이치 그라모폰의 

아름다운 아트워크들. 

아바도 지휘의 말러 

5번부터 빌헬름 켐프의 

베토벤(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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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안 토 니 오  파 파 노 오른 시기는 비교적 빨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근래의 구스타보 두다멜이나 야닉 네제 

세겐, 안드리스 넬슨스, 동년배인 래틀처럼 20~30대 초반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지휘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다. 무엇보다 그가 ‘오페라 지휘자’라는 점이 

(국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다. 1990년대 들어 그가 반주나 지휘를 맡은 성악-

오페라 음반들이 속속 발매되었지만 조역으로 인식되는 데 그치기 일쑤였다. 1999년에는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코벤트가든)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되는 한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을 지휘하게 되었다는 빅뉴스가 전해졌지만, 오페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일 따름이었다.

국내에서 콘서트 지휘자에 비해 오페라 지휘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일천한지는 최근 

베를린 필하모닉의 차기 수장으로 선임된 키릴 페트렌코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페트렌코는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의 음악총감독으로 취임한 2013년을 전후해 이미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으나, 2015년 베를린 필 건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는 국내에서 존재감이 거의 전무했다.

이탈리아 거장의 기질과 풍격을 계승하다

필자의 경우를 돌아보자면, 파파노라는 지휘자가 뇌리에 각인된 것은 2002년 무렵으로 

기억된다. 당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근처에 있던 모 음악 감상실에서 소수의 전문가-

애호가를 대상으로 새로 나온 ‘오페라 영화’ 상영회가 조촐하게 열렸는데, 그때 상영된 

작품이 프랑스 영화감독 브누아 자코가 연출한 푸치니의 <토스카>였다. 그 무렵 한창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안젤라 게오르규와 로베르토 알라냐 커플, 그리고 관록의 루제로 

라이몬디가 주역으로 기용된 이 영상물은 실로 오랜만에 등장한 ‘영화판 오페라’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세 주역의 불꽃 튀는 가창과 연기, 자코 감독의 전통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세트 및 카메라 워킹이 돋보이는 이 스튜디오 프로덕션은 지금 보아도 <토스카>의 

레퍼런스 영상물로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필자는 세 주역의 열연 못지않게 파파노의 

지휘에도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열적이고도 역동적인 표현이라는 면에서는 

이탈리아 혈통다운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동시에 웅장한 스케일과 섬세한 디테일을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아우르는 솜씨에서는 이미 거장의 풍격이 엿보였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파파노는 바야흐로 국제 오페라 무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극하면서 

절정의 기량을 거침없이 펼쳐 보이고 있었다. 2000년 <그라모폰>지에 의해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모네 극장에서 세계 최정상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코벤트가든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3년에는 로렌스 올리비에상 오페라 부문을, 

2004년에는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뮤직 어워드를 수상했다.

코벤트가든에서 그의 전임자였던 네덜란드의 거장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그가 후임자로 

내정되었을 때 “파파노라면 다음 세기에도 로열 오페라의 위상을 세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예견은 실제로 증명되었다. 어느덧 

열일곱 번째 시즌을 헤아리고 있는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파파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대들을 이끌었고, 그 성과는 그동안 

꾸준히 발매된 오페라 실황 영상물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산타체칠리아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이제까지 파파노의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지만, 사실 파파노는 출중한 콘서트 

지휘자이기도 하다. 이미 모네 극장 시절부터 콘서트 레퍼토리를 확대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는 오페라 무대에서 선보이는 드라마틱한 표현들을 콘서트 무대에서도 효과적으로 

펼쳐놓을 줄 안다. 주기적으로 세계 정상급 악단들을 객원지휘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최고의 콘서트 파트너는 역시 이번에 함께 내한하는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이다. 

2005년부터 이끌고 있는 이 악단과의 런던 공연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화려하고 

격정적이며 황홀한 최상의 연주”라는 격찬을 보낸 바 있다.

혹시 파파노와 산타체칠리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이들 콤비가 내놓았던 음반 몇 장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먼저 

차이콥스키 녹음들이 있는데, ‘후기 3대 교향곡’ 음반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를 포함한 

주요 관현악곡 모음집이 공히 델 것처럼 뜨겁고 스릴 넘치는 열연을 들려준다. 반면에 

악단의 시그니처 레퍼토리라 할 수 있는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 음반에서는 작곡가 특유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관현악법을 풍부한 시정과 세련된 감각으로 다루는 파파노의 보다 

광범위한 역량과 산타체칠리아의 수준 높은 기량을 한층 더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입지전적인 경력의 오페라 지휘자

먼저 국내에서 파파노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그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은 지 어느새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첫 내한이 이제야 성사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려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국내 애호가들의 관심이나 

수요가 그만큼 부족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첫째는 그가 이른바 

‘스타 지휘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지휘자로서의 본령이 오페라라는 점이다.

일단 ‘안토니오 파파노’라는 이름 때문에 그를 이탈리아 지휘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1959년 잉글랜드의 에식스 

지방에서 태어났다. 다만 그의 부모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그가 태어나기 1년 전 이탈리아 남부에서 영국으로 이주했다. 

따라서 그가 ‘이탈리아 지휘자’라는 인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지휘 스타일이 그가 

이탈리아 혈통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하튼 그는 노래를 가르쳤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재능을 드러냈다. 하지만 영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는 아직 음악에 뜻을 두지 않았었다.

파파노는 13세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동향 출신인 새 음악 선생님을 만나 음악의 길로 

접어든다. 하지만 정규 음악 학교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안일을 도우며 개인 레슨을 통해서만 피아노와 작곡 등을 공부했다. 

그러던 1970년대 중반, 그가 살던 코네티컷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순회 공연을 위한 회사를 설립했고, 그는 그곳의 리허설 

반주자 겸 합창 지도자로 일하면서 음악계에 투신한다. 코네티컷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뉴욕 시티 오페라의 리허설 반주자로 

채용되었고, 이후 유럽으로 진출하여 바르셀로나와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일했다. 그리고 26세 때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발탁되어 바이로이트에서 조수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바렌보임 밑에서 혹독하지만 

값진 수련을 쌓은 그는 198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데뷔했고, 3년 후에는 노르웨이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벨기에 브뤼셀 왕립 모네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다.

이상 초기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파파노는 하루아침에 출세한 ‘깜짝 스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진 인물로 보아야겠다. 30대 초반에 저명한 모네 극장의 수장 자리를 꿰찼으니 일정한 지위에 

싱글몰트 위스키의 자존심인 맥캘란이 한정 생산한 

최고급 빈티지 라인 파인 앤 레어(Fine&Rare) 컬렉션. 

품질에 대한 고집과 장인정신으로 수백 년간 최고의 위스키만을 만들어온 

맥캘란은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하게 된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파파노의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대들을 이끌어온 파파노는 

웅장한 스케일과 섬세한 디테일, 절묘한 균형 감각, 

거장의 풍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절정의 기량을 거침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최고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의 위대한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The MACALLAN 
Fine and Rare bottle 1959

안토니오 파파노가 드디어 내한한다. 

파파노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같은 영국 

국적에 비슷한 연배인 사이먼 래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그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시대의 거장’ 중 한 명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는 내한에 즈음하여, 

명실상부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중견 

지휘자이자 국제 무대에서도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매력적인 지휘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페라와 콘서트의 거장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하는 안토니오 파파노

수입유통원 ㈜에드링턴코리아 | 제품문의 02 2140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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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박 지 선 의  T a l k T a l k

봄꽃이 피기 시작하던 4월. 통영국제음악회에서 만난 크레디아 팀은 ‘통영스토리 

1박2일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했다. 당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너무 더워요. 작년 8월에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시죠? 올해는 더 더울 거래요. 

게다가 8월 중순이면 휴가 다녀온 사람도 많을 텐데, 통영까지 와서 1박2일 마라톤 

음악회를 즐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통영 왕복 티켓을 예매했다. 

참가자 리스트를 보고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임동혁, 지용, 김한, 문태국, 

김봄소리, 그리고 황수미! 이들보다 더 확실한 마케팅은 없을 듯.

도착 첫날, 통영스토리 1박2일의 공식 프로그램 증 하이라이트는 턱시도나 

드레스가 아닌 일상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연주자와 스페셜 토크 

시간. 클럽발코니 이지영 편집장의 음악적 지식이 더해진 따뜻한 진행으로 이어진 

대화에서는 아티스트의 음악과 삶, 악기에 대한 지식까지 깊고 넓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스페셜 토크 후 이어진 식사를 겸한 리셉션 테이블. 밤 10시가 넘자 피곤한 표정을 

짓는 연주자들이 안쓰러워 보였다. “이런 날은 차라리 쉬는 게 더 좋을 텐데… 식사 

마쳤으면 적당한 타이밍에 자리를 빠져나가는 게 어때요?” 피아니스트 임동혁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Part of my job이니까요.” 그의 공연이 끝나면 그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달려가던 소녀 

팬들이 이제 성인이 된 것처럼, 임동혁 그 역시 시간 속에서 연주자라는 타이틀로 

존재하는 방법을 그렇게 증명해 보였다.

프로그램 둘째 날. 마라톤 콘서트를 앞둔 관객에게 꼭 필요한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쉽게 주어지지 않는 행운이 

일어났다. 임동혁 피아니스트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 몇 번의 인터뷰와 

촬영이 있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아침 식사라니! ‘연주를 앞두고 예민한 상태일 

테니 자리를 피해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앉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저와 매니저는 이미 메뉴 주문했어요.” 클럽발코니 편집위원이기에 

주어지는 특별한 순간. 그건 나에게 ‘더 힘을 내라’는 아주 특별한 사인이 

아니었을까?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은 자신의 연주를 마치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감상하기 위해 객석으로 들어갔다. 두 명의 아티스트와 나란히 

앉았거나 주변에서 음악회를 즐긴 관객들도 공연장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늘과 자연과 음악, 그리고 통영

퇴근 후 공연장으로 향할 때 느꼈던 피곤함 없이, 휴일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갈등하지 않아도 됐던 통영스토리 1박2일. 무대 위에서도, 무대 뒤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임동혁과 모든 연주자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장하며 숨죽였을 크레디아 가족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 경험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통영에서의 1박2일은 행운을 넘어 차라리 ‘매직’에 가까운 순간이었으니까.

글 | 박지선 클럽발코니 편집위원

지난 8월 17~18일, 통영의 하늘은 지친 여름을 

떨쳐낸 것처럼, 두려운 태풍에서 벗어난 것처럼 

평화로웠다. 단지 그곳을 채운 것은 도심을 벗어나 

한결 온화해진 얼굴과 마음의 연주자와 관객, 

그리고 탁월한 영감으로 채워진 음악뿐이었다. 

통영의 바람과 노을에 버무려진 음악의 감동은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통영스토리 1박2일’이라 쓰고
‘행운’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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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밴드에서 리듬과 화성은 보통 밴조(기타), 튜바, 

북, 심벌즈 등이 맡았다. 그러던 것이 실내 음악으로 

연주되면서 점차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드럼 세트가 그 기능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재즈 

밴드에서 리듬 파트는 피아노로 대표되는 화성 악기, 

베이스로 대표되는 저음 악기, 드럼으로 대표되는 

타악기가 맡고 있는 것이다. 이 악기들은 행진 중의 

걸음걸이처럼 재즈의 엔진 역할을 한다. 재즈의 

지속적인 리듬을 만들어냄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루브’(groove)를 느끼게 한다. 재즈를 들을 때 

느끼는 ‘스윙’(swing)은 피아노를 포함한 리듬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윙을 살려내는 리듬 섹션의 묘미

보통 이 리듬의 근간은 베이스가 만들어낸다. 베이스는 

4/4박자의 리듬을 하나하나 생략하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준다. 단지 그 리듬이 딱딱하게 끊기면 스윙의 맛은 

제대로 나지 않는다. 네 박자의 리듬이 정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 위로 드럼이 심벌즈를 

이용해 악센트를 넣어준다. 물론 베이스와 똑같이 

네 박자 모두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보통 두 

박자와 네 박자에만 강세를 넣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자를 건너뛰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뒷박자’에만 강세를 

넣어준다고 해서 ‘백비트’(back beat)라고 부른다. 

그 위에 피아노는 레몬즙과도 같은 상큼한 향료를 

뿌려준다. 한두 마디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지는 공간에 

피아노가 자신의 화음을 이용해 간결하면서도 화사한 

장식물을 달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반주를 재즈에서는 보통 ‘컴핑’(comping)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역할은 재즈에서 선율을 연주하는 

관악기들에 비해 그리 화려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재즈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즈의 가장 

필수적인 악기들이다.

피아노가 빠진 교향악 편성은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지만 

피아노가 빠진 빅밴드 앙상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재즈 밴드의 가장 축소된 형태가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이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이때 

리듬 악기들은 다른 악기들을 보조해야만 했던 역할에서 

보다 자유로워져 독주자로서 그들만의 장기를 마음대로 

뽐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재즈의 핵심인 스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들 리듬 섹션의 묘미이다.  

글 | 황덕호 재즈 평론가, KBS 클래식FM <JAZZ수첩> 진행자

피아노가 리듬 악기란 생각은 재즈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세기 이래로 유럽 대륙에서 

‘악기의 왕’이라고 불리던 피아노는 대서양을 건너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리듬 

악기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피아노의 기능이 리듬으로 제한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전체 밴드에서 피아노가 갖는 역할을 의미한다.

사실 피아노는 독립적인 악기다. 함께하는 연주자가 없어도 혼자서 여러 성부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 그러므로 피아노는 축소된 오케스트라다. 그래서 실제 오케스트라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반면에 실내악에서 음악의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가곡에서 음악의 바탕을 만들어준다. 재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아노는 재즈의 조상인 

‘래그타임’(rag time)의 주된 독주 악기였으며 1920년대 재즈가 맨해튼의 할렘에서 

융성했을 때 역시 독주 악기로 연주되었다. 이때 피아노는 밴드 음악의 축소판이었다.

반면에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에서 피아노는 초창기 밴드 편성에 흔히 포함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재즈 밴드의 직접적인 조상이 ‘행진 밴드(marching band)’라는 점에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피아노는 당연히 행진 밴드에 포함될 수 없었고 행진 중에도 

연주가 가능한 기타나 밴조가 음악의 화성을 담당했다. 기타나 밴조가 ‘행진’ 중에 

‘화성’을 연주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행진하는 ‘리듬’에 맞춰 음악의 

화성을 짚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음악적인 특성은 야외의 행진 음악에서 재즈가 점차 

실내 음악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단지 그 악기가 기타나 밴조에서 점차 

피아노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피아노는 
리듬 악기다

피아노는 리듬 악기다. 이 말에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불쾌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하지만 불쾌하다는 피아니스트 말에 듣는 팀파니스트, 드러머들 역시 몹시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리듬 악기가 뭐 어때서.

column
음 악 에  대 한  선 입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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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음악을 
들고!

지독하게 무더웠던 지난여름, ‘피서’가 필요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만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음악도 함께여야 하는데, 귀에 꽂는 이어폰과 헤드폰은 생각만 해도 무겁고 덥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강가에 앉아 삼삼오오 

함께 즐길 수 있는 포터블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오디오 시장에서 나만의 포터블 스피커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찾아내면 좋을까?

column
음 악 ,  어 떻 게  들 어 야  할 까  

포터블 스티커, 공간을 울리는 소리의 즐거움

포터블 스피커 중 음질에 예민한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가장 먼저 LG전자의 PK 

시리즈가 떠오른다. LG가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사인 메리디언을 맞이하여 제작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메리디언이 직접 사운드 튜닝을 담당하여 동가격대 제품으로는 믿기 힘든 탁월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여기에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12-2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든든한 배터리 퍼포먼스까지 갖추었다. 

디자인에 민감한 편이라면 기타 앰프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마샬의 포터블 스피커 킬번을 추천할 

만하다.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특히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삼성이 인수한 JBL의 Pulse3도 빼놓을 

수 없는 베스트셀러다. 음질은 다소 아쉬우나 LED 라이트 기능의 매력이 압도적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포터블 스피커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AI 

기능이다. AI 스피커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2020년에는 3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가정에 적어도 한 대 이상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애플, 삼성, LG 등 가전 메이커는 물론이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IT계 빅도그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AI 스피커는 머지않아 중저가 포터블 스피커 시장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즉, AI 

기능이 없는 포터블 스피커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자사의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포터블 스피커 클로바 프렌즈, 카카오 미니C를 내놓아 이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구글의 AI 서비스도 최근 한국어 지원을 완료해 곧 구글홈 스피커를 국내에 

정식 소개한다. 이들의 제품을 테스트해본 결과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음질이 영 탐탁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반기부터 LG의 ThinQ WK7, 보스의 홈 스피커 500 등 오디오 전문 

제조사들이 사운드를 매만진 AI 스피커들이 소개되니 이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글 | 이현준 <오디오매거진> 편집장, 음악 칼럼니스트

무선 스피커 전성시대다. 2010년 150만 대에 불과했던 무선 스피커 시장은 

매년 30% 이상 급성장을 거듭하며 올해에는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무소불위 무선 스피커의 인기 요인은 편리한 사용성이다.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처럼 복잡하게 꾸리지 않아도 스마트폰 한 대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포터블 스피커가 대거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거치형 모델의 매출을 이미 포터블 모델이 압도하는 형세다. 시장의 중심은 

이미 포터블 스피커로 급속도로 쏠려가고 있다.무선 스피커 기술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블루투스다. 흔히 블루투스 스피커라 하면 음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블루투스 기술 자체가 오디오 

음질에 무척 인색하기 때문이다. 블루투스 오디오 기술인 SBC는 초당 

328kbyte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을 보유하고 있다. CD는 커녕 

MP3 정도만 겨우 전송 가능한 무척 협소한 통로다. 

따라서 고해상도 음원, CD와 같은 음질이 뛰어난 음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블루투스로 듣게 되면 MP3 수준으로 손실된 음질로 듣게 되는 것이다.이에 

반기를 든 것이 애플의 에어플레이 기술이다. 

에어플레이는 블루투스 대신 대역폭이 넉넉한 와이파이 기술을 채택해 

보다 뛰어난 음질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에어플레이의 단점은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음악을 듣고 싶은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에어플레이는 실패했다. 소비자가 음질 대신 편의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오디오 제조사들은 자사의 에어플레이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블루투스 버전으로 새로이 리뉴얼해 내놓아야 했다. 

그렇다고 블루투스의 단점을 방관하고만 있을 오디오 업계가 아니다. 

블루투스의 편의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음질을 개선시킨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퀄컴의 aptX HD, 소니의 LDAC 코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기술들은 블루투스 기술을 확장해 최대 96kHz/24bit 고해상도 

음원까지도 무선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코덱들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과 스피커 양쪽 모두가 이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LG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피커 모두 aptX HD를 지원하며 음질도 

블루투스라고 믿기 힘든 썩 괜찮은 수준을 들려준다. 블루투스로 편의성과 

음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로잡고 싶다면 aptX HD, LDAC 지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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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봉한 샐리 포터 감독의 영화 <탱고 레슨>은 한 영화감독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과 현실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춤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현실과 가상의 이야기를 섞어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처럼 

진행된다. 영국 감독 샐리 포터는 패션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등장하는 미스터리 

영화를 기획 중이다. 그러나 영화 제작은 생각처럼 쉽게 풀려가지 않는다. 

그녀는 로케이션 헌팅 때문에 찾게 된 파리에서 음악 소리에 이끌려 어떤 장소에 

들어서고 곧 탱고라는 새로운 언어에 빠져든다.

영화 <탱고 레슨>은 영상이라는 구상적 언어를 자신의 주언어로 선택한 

영화감독이 몸짓이라는 추상적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모노톤의 화면에 색채를 입혀가는 탱고의 선율과 리듬은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지와 대사라는 구체성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영화감독이 그 너머의 표현 방식을 찾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욕망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곳에 춤과 음악이, 탱고가 있다.

영화 초반에 탱고는 샐리 포터 혼자만의 춤으로, 그리고 파리에서 처음 조우했던 

파블로 베론과의 커플 댄스로 선보인다. 불완전한 언어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말을 걸며 싸우고 화해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춤을 통해 

이루어진다. 탱고로 대회에 나갔던 두 사람은 춤을 엉망으로 망친 후 서로를 

탓하며 싸운다. 화가 난 파블로는 샐리 포터에게 말한다. “왜 나를 믿고 쫓아오지 

않나요?” 그에게 샐리 포터는 말한다. “당신은 왜 나를 배려하지 않나요?” 영화는 

이 대목에 이르러 춤이, 탱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한다. 움직이며 

멈춤을 반복하는 리듬과 몸짓 사이에 언어가 있다는 것을.

언어를 넘어선 몸짓의 완벽함을 보여준 탱고

영화는 개봉과 함께 수록곡을 담은 앨범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아르헨티나의 

전통 음악 밀롱가를 사용한 로베르토 그렐라의 첫 곡 ‘Milonga Triste’를 

시작으로 요요 마와 프리드 프리스의 버전으로 수록된 끝 곡 ‘Libertango’까지 

앨범은 전통 탱고와 누에보 탱고(Nuevo Tango)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 샐리 포터와 세 남자의 군무에서 등장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Libertango’는 이 영화의 주제와 내용을 상징하는 대표 

곡이다. 일대일의 춤에서 벗어나 세 남자 사이를 오가며 춤을 추는 샐리 포터는 

자신의 예술도, 삶도 결국 자유를 찾아냈음을 한 마디 말도 없이 오직 리듬과 

몸짓만으로 보여준다. 자유롭게 파트너를 바꾸며 환희에 찬 표정을 짓는 샐리 

포터는 이 장면을 통해 언어를 넘어선 몸짓의 완벽함을 보여준다. 곧 그녀는 영화 

<탱고 레슨>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한다.

파리에서 펼쳐지는 탱고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누에보 탱고의 역사가 파리에서 출발(?)했음을 떠올려보면 

샐리 포터가 그곳에서 탱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클래식 공부를 위해 파리를 찾았던 아스토르 피아졸라에게 선생이었던 나디아 

불랑제가 “탱고를 해. 탱고가 곧 아스토르 피아졸라야.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 그래서 ‘새로운 탱고’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파리였다. 

아르헨티나를 떠나 미국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했으며(당시 친구들 중에는 복싱 

챔피언 로키 마르시아노도 있었다고 한다) 유럽의 심장 파리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던 피아졸라의 국제적인 감각은 그가 전통 탱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탱고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되었다. 소년 시절 이미 전통 탱고를 상징하던 카를로스 

가르델의 영화에서 반도네온을 연주했던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마라도나 이전, 전 

세계인을 매혹시킨 아르헨티나인이었다.

몸짓은 부정확하며 한계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샐리 포터는 라틴의 

음악과 춤을 빌려와 그 생각에 멋진 반격을 가한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보여준다. 샐리 포터 감독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 <탱고 레슨>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 수 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물론 피아졸라의 

음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글 |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춤은 언어다. 영화 평론가 정영일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안무를 웅변보다 더 강한 언어라고 평했었다. 

말이 찾아내지 못한 감정의 미묘한 상태, 혹은 그 확신과 

모호함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춤이다.

 자유를 표현하는 완벽한 언어

<탱고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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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balcony tour
통 영 스 토 리  1 박 2 일

기초적인 음악 이론들, 피아노 소나타, 협주곡, 실내악, 장조와 단조, 그리고 

작곡가들이나 연주자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달 남짓, 우리는 

통영에서 연주될 곡들을 함께 미리 들었고, 음악을 장시간 듣기 시작하니 갑자기 

사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통영으로 오고 가는 고속버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했다. 호텔 방에서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으려면 블루투스 

스피커도 장만해야 했다. 첫 번째 통영 여행을 기억하기 위해 통영 립스틱을 골라야 

했고 바다색과 어울릴 원피스를 준비해야 했다.

하마터면 모르고 살 뻔했던 음악의 신비

연주회 전날 밤, ‘밋 더 아티스트’에서 반바지 차림의 연주자들을 편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연주회에서의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음악가들의 우아함은 역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에게서는 사람들과의 장벽이 느껴지지 않았다. 

일반인과는 전혀 다를 것 같던 아티스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서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주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던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깊게 파인 

보조개. 가슴 한쪽에 첼로의 모서리로 인해 굳은살이 박여 있다고 고백하는 문태국. 

바이올리니스 김봄소리가 연주한 ‘작은 새’가 윤이상 선생이 손녀를 위해 작곡한 곡이라는 

이야기, 아까부터 들려왔던 저음의 소리가 스피커 이상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숨 가쁜 

호흡 소리였다는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 날 있을 마라톤 연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통영 둘째 날, 마라톤 연주회의 첫 공연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지용이었다. 존재감 그 

자체로 관중을 그대로 장악했다. 피아노를 향해 걸어오고 걸어 나가는 걸음걸이부터 

압도적이었다. 피아노를 대하는 자세에서 ‘지용 Android’ 광고에 나오는 <Be together, 

not the same>이라는 콘셉트가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왔다. 88개의 피아노 건반이 모두 

다르듯이 다른 피아니스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그의 모습이 유독 돋보이는 

연주였다.

이날 공연을 지켜보며, 내가 처음 클래식 음악을 접했던 때가 기억이 났다. 의과 대학 

오케스트라였다. 그 오케스트라가 아마추어라서가 아니라, 스무 살의 나는 들을 귀가 

없어서 연주가 지루하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오보에였다. 오보에 특유의 구슬픈 소리로 들었던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은 한참 동안 귓가에 남았었다. 이번 통영에서도 새롭게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테마를 연주한 클라리넷의 소리였다. 이 악기가 

그렇게도 활기차고 다양한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었는지 하마터면 모르고 살 뻔했다. 

아티스트 김한이 몰입해 들려주는 자유로운 표현에 맞추어 내 어깨도 흥에 겨워 들썩이고 

있었다. 우아함은 자신을 잊는 대신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 생겨난다.

함께 시간을 버텨내며 위로해주는, ‘음악을 듣는 시간’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 이제 J와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에서는 다시 아침을 

준비해야 하고, 직장을 허둥지둥 가야 하며, 온종일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의 일상에는 바람피우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연로한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거나, 

사춘기 자녀들의 무한 방황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버텨내기만 해도 된다. 말없이 버티고 이겨내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우아함이다.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 없을 때 침묵이 주는 위로가 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영역에서 침묵의 시간에 동행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혼자 음악을 듣던 그 시간이 오래전, 나의 아버지에게는 ‘말없는 위로’의 시간이었나 보다.

글 | 유은정 정신과 전문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저자  사진 |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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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기대감으로 떠난 여행지, 통영 

통영을 가기 전, 내 모습은 급하고 서투르고 축 처져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헤어스타일은 점점 짧아졌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며, 좀처럼 가슴 떨리는 일들이 없어 보였다. 스무 살에 처음 만났던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우아함이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것은 우아함뿐만이 아니다. 온 국민이 흥분하지 않고 지나가는 조용한 날이 

없고, 매일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고, 집에서도 혼자만의 공간이 사라졌다.

나는 아직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거실에서 혼자 클래식 음악을 켜놓고 

주무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버지는 당신은 절대로 잠들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때 당신은 밤새 무슨 생각을 혼자 하셨을까. 아버지가 들으셨던 그 

곡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쿵쾅대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오케스트라 소리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은 왜일까. 아버지는 장녀인 나에게 늘 존경의 대상이었고, 

음악을 즐겨 들으셨던 신비롭고 우아한 분이었다.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도.

고맙게도 동료 정신과 의사의 아내인 J가 통영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에 기꺼이 

동행해주었다. 통영은 우리 둘 모두에게 낯선 여행지였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를 떠난 그녀의 첫 여행. 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작곡을 전공한 그녀는 이후 나의 음악 선생이 되어주어, 매일 아침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선곡해 들려주었다. FM라디오 아나운서처럼 부연 설명을 

해주는, 말 그대로 ‘떠먹여주는 음악 수업’이었다.

지난 8월 17~18일, 통영국제음악당을 

중심으로 떠난 ‘통영스토리 1박2일’ 

음악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오랫동안 음악 라디오 DJ를 맡았던 방송인 

황인용의 ‘나의 음악, 나의 인생’을 필두로 

하여, 작곡가 윤이상의 묘소를 찾고, 평소 

만나고 싶었던 스타 아티스트와 대화를 

나누는 ‘밋 더 아티스트’,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마라톤 콘서트가 펼쳐지는 

공연까지 알찬 프로그램으로 통영과 

만났다.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은정이 ‘통영스토리 1박2일’에 

다녀왔다.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통영스토리 1박2일 전후로 음악 

애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시간이 무엇을, 얼마나 바꿔놓았던 

것일까? 정신과 의사에게 ‘음악 듣기’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우아함을 찾아 떠난 여행
<통영스토리 1박2일>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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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곳에서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이후에도 여러 번, 1년 후에도 전화하셨죠. 하루는 양양으로 좀 

와달라고, 찾아가보니 수녀원이었어요.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공간인데, 

어느 부분, 특정 공간에서 어떤 활로 연주했을 때,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바로 그 위치, 특정한 곳에서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기에서 해보면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의 소속 음반사가 데카에서 

워너로 바뀌었고, 조건이 훨씬 좋아서 그쪽 담당 엔지니어와 녹음하시게 됐죠. 

저와 인연이 닿진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열정이에요.

음악만 들어봐도 그분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연주가 이전처럼 날렵하고 날카롭진 않지만 연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시는데, 연주자의 기쁨과 환희는 그대로 듣는 이에게 전달되죠. 

신기해요. 이런 연주자는 드물어요. 이런 거장들의 음악을 곁에서 들을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데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돼요.  

톤마이스터가 말하는 ‘좋은 소리’란 무엇일까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압니다.

집에 좋은 오디오가 있어서 음악을 항상 들었어요. 아버지(최용호 선생)는 

80년대 초, KBS 클래식 FM에서 <명연주가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방송 녹음하고 들어오시면 레코드판을 몇 개씩 가져와 

테이프에 녹음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법 반출에 불법 복제죠(웃음). 

당시 한국에서 음악 자료가 가장 많은 곳이 KBS 자료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녹음을 하시면 저는 녹음하신 내용을 적었어요. 나중에 음대에 들어갔는데, 

아는 작곡가 이름을 모두 써보라고 하셔서 빼곡하게 써 냈어요. 끝나자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작곡가 이름을 가장 많이 써낸 저더러 채점하라 

하시더라고요. 바흐(Bach)를 ‘Baha’로 쓴 답안도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덕에 

단기간에는 만들 수 없는 큰 재산을 쌓아왔던 거죠.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음악은 언제 전공하겠다 결심했나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 지휘와 레코딩 프로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학부에 지휘 전공이 없어서 악기(호른)를 시작해 음대에 

들어갔어요. 음악은 항상 해왔던 거고 악기를 빨리 배운 거죠. 졸업 후 독일에 

가서 지휘와 톤마이스터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겹치는 게 많았지만 

하나만 공부하기에도 힘들어서 다른 하나를 포기했죠. 막상 일을 해보니 두 

개 다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음악을 만든다는 작업 분야도 비슷하고 결국 

입으로 다 하니까요(웃음).

독일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영상과 사운드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예요. 앞으로는 두 분야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선이 점점 더 필요해질 

텐데,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도 영상과 사운드 학교가 생겼다고 해요. 학교 

다니면서 음악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지만, ‘공학’에 관련한 배경이 없으니 

처음엔 그 점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학적인 관념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한 과목이라도 세 번 낙제 점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늘 스트레스였죠. 처음 공부할 땐 엔지니어 출신들이 

빠릅니다. 하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이 곧 따라잡아요. 초기에 작업할 때에는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 작업량은 

그때보다 열 배가 넘는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가끔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있어요. 몇 분 안 걸렸는데, 뭔가 나와요.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가면 감독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될까요?

기록만 남기는 차원의 녹음이 아닌, 연주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교정해야 할 부분을 얘기합니다. 제 

입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고 조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주자와 프로듀서가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고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맞지 않아 각자 방식대로 

BALCONY Interview
톤 마 이 스 터  최 진

좋은 소리를 담아내는      
        장인의 고민

- 톤마이스터 최진

‘톤마이스터’(tonmeister)는 말 그대로 소리의 장인을 말한다. 녹음 기술 발달에 따라 좋은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듀서이자 레코딩 엔지니어를 겸할 수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1950년대부터 독일 극소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음악 전공자 수준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음악 이론을 이해해야 하며, 

음악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부분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진 감독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톤마이스터 중 한 사람이다.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 

음대에서 사운드 & 비주얼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그는 뒤셀도르프 콘서트홀 톤할레와 구 필립스 

레코딩 센터인 폴리힘니아 인터내셔널에서 톤마이스터로 활동했다. 그리고 아직은 20대였던 2001년, 

‘헨슬러’(hanssler) 레이블의 기획 앨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작을 맡아 독일 클래식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최선을 다했던 결과물은 독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로 쌓아온 경력은 화려하다. 우선 정명훈, 백건우, 조수미, 조성진, 리처드 용재오닐, 캐서린 김, 

김수연, 임동혁, 손열음 등 한국 출신의 내로라하는 연주자들은 그와 한 번쯤은 앨범을 만들었다. 곧 

발매될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쇼팽 <녹턴>, 소프라노 캐슬린 김의 가곡 모음 앨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또한 도이치 그라모폰, 데카, 워너, 소니 등 세계적인 레이블의 굵직한 프로젝트도 여럿 맡아왔다. 

최근에는 그가 프로듀싱한 <드뷔시, 소나타 & 트리오> 앨범이 BBC 뮤직 매거진(BBC Music Magazine) 

2018 어워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워너뮤직(Erato)에서 나온 드뷔시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으로 

르노 카푸송, 엠마누엘 파후드, 제라로 코제, 에드가 모로 등이 참여했다.

드뷔시 앨범 소식 축하드립니다.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과 하루 만에 녹음한 결과물이었다면서요.

보통 녹음 스케줄을 사나흘 잡는데, 연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겨우 하루였어요. 여섯 연주자가 

모여 단 하루, 파리에서 녹음한 앨범이에요. 심지어 파리에는 녹음할 만한 좋은 홀이 없어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가끔 극장의 객석을 다 들어내고 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 함부르크 프리드리히 에베르트할레, 하노버 홀도 객석이나 홀 중 어느 

곳에서 녹음할지 옵션이 있는데 레퍼토리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게 큰일이죠.

역시 좋은 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첫 단추는 좋은 공간을 찾는 일이네요.

공간만 좋다면 음악에만 집중하기 쉬워지니까요. 음반에 담고 싶은 적합한 울림이 있는 공간을 찾으면 

다음은 악기를 잘 찾아야 해요. 악기 고르는 단계부터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피아노 

레코딩이라면 좋은 피아노를 선택하는 것부터 같이 협의를 하죠. 이후에는 악기 배치와 구성에 따라 

적절한 마이크를 선택하고 위치와 개수 등 사운드 관련 세팅을 정리합니다. 그 일이 끝나면 나머지는 

음악, 무조건 음악을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죠.

같은 공간이라도 악기의 조합, 배치에 따라 소리도 달라질 텐데 그 변수를 정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녹음 시의 오케스트라 배치는 우리가 연주 때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솔로 악기라면 레퍼토리에 따라 

연주자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 마이크를 세팅하고 믹싱을 선택하죠.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간감이, 협주곡이라면 오케스트라와 솔로 악기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향곡 녹음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한다고 할 때, 악기는 피아노 한 대만이 추가될 뿐이라지만 

마이크는 전체 세팅을 새로 해야 해요. 마이크도 다 같은 마이크가 아니라 레퍼토리, 연주자, 곡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러려면 마이크의 기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위치,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전체 조합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를 음식 재료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재료와 향신료들이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충분히 활용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연주자 중에도 톤마이스터만큼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지난해 초, 엠마누엘 파후드가 레코딩 첫 사운드 체크 후 콘솔에 들어와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어보더라고요. 톤마이스터 중 거의 70~80%가 쓰는 헤드폰이 있는데, 옆에 조금 다른 신형이 있었어요. 

그 헤드폰을 들어보더니 “이 헤드폰은 재즈에 맞는 거잖아요?”라면서 다른 걸 찾아 듣더라고요. 

연주자에게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파후드는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이기도 하지만 개인 앨범도 

많이 내봤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다 해도 파후드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악기별로 최고의 연주자들이 

있지만, 플루트만큼은 파후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도 공간의 울림에 대해 무척 민감하시다면서요?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녹음할 공간을 꽤 오랫동안 찾으셨어요. 어떤 

울림을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한국에서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관령음악제 때문에 강원도에 

계시던 중 전화하시더니 “최진 감독, 빨리 와야 해. 내일이라도 좀 와봐. 여기에서 녹음해봐야겠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그날 11시부터 6시까지 쉬지 않고 이틀간 연주하며 소리를 들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었는데 선생님은 오죽하셨을까 싶었어요. 

‘좋은 소리’란 무엇일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봤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소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소리’를 제공해야 하는 

음반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하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음악을 담아온 소리의 장인, 

톤마이스터 최진 감독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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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될지, 그 여부는 처음, 단 5분 만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톤마이스터는 내가 아니라 연주자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 연주자의 음악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에요. 춤추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춤추게 할 것이냐, 그건 답이 없어요. 저도 매 순간 본능적으로 가는데, 연주자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면 잘 끌어와야 하죠. 처음엔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몇 분 뒤에 제 방식대로 연주하고 있는 걸 보면 

작은 희열이 느껴지죠.

이 모든 것이 ‘좋은 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일 텐데, 그렇다면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이 질문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아주 많아질 수 있어요. 우선, 극장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지휘자 위치에서 듣는 소리라고 하는데, 밸런스상으로는 가장 안 좋아요. 지휘자는 악기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직접음’을 많이 듣거든요.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소리란, 공간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극장마다, 공연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몰라요. 레퍼토리마다, 악기의 구성 혹은 연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찾아봐야 아는 거죠.

이래서 녹음할 때, 경험 있는 지휘자들은 전적으로 프로듀서에게 의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음향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 상태를 들을 수 있거든요. 100명 

연주자들의 밸런스가 칼같이 다 맞을 수 없고, 어디는 작고 어디는 클 수 있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 

프로듀서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프로듀서가 능동적으로 개입된 소리는 인위적인 소리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반은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밸런스를 갖춘 상태, 이상적인 구조와 

뉘앙스를 지향하는 지점에서 녹음이 이뤄져요. 소리의 밸런스가 최적화된 상태를 찾아 녹음하는 겁니다. 

라이브 앨범이었다고 해도 공연 당시 1층 10열, 혹은 3층에 앉아 들었던 사람의 감상, 음반에 담긴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위치가 다르니까. 하지만 객석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의 경험은 모두 

‘원음’이죠. 지휘자 위치에서 듣는 것도 원음이고, 객석 3층 꼭대기에서 듣는 것도 원음이에요. 단지 

각자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를 듣는 것뿐이에요. 음반은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소리를 담아낸 것인데, 

프로듀서가 최적의 감상 위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을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봐도 되겠죠.

안드리스 넬슨스와 새로운 녹음 기술의 포문을 열다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빅 뉴스가 있다. 최근 최진 감독은 안드리스 넬슨스가 이끄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최초 3D 입체 음향 레코딩을 마쳤다. 3D 음향이란 말 그대로 입체적인 소리 

재현을 말한다. 소리가 한 방향에서 전달되는 형식이 모노(mono), 좌우에서 전달되면 스테레오(stereo), 

여기에서 발전한 개념이 서라운드(surround)다. 입체적인 소리 전달을 지향했던 서라운드는 

벽에 반사되는 음파가 서로 섞이고 엉켜 잡음처럼 산만하게 들리는 문제가 있었다. 3D 음향은 이 

문제를 해결한 완벽한 서라운드를 말한다.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세계 최초 UHD ‘공중파’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3D를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 바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초고화질, 초고음질의 

영상과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독일 정부 산하 응용기술연구소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에서 표준화 작업을 마쳤고, 그 역사적인 첫 레코딩이 지난 6월, 최진 감독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인 연주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믿기지 않는 행보를 전해오는 요즘, 새로운 녹음 

기술 포문을 한국인 톤마이스터가 열게 된 것 역시 대서특필 감이다.

안드리스 넬슨스,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3D 입체 음향 세팅으로 첫 녹음을 하셨다고요. 독일에도 

톤마이스터들이 많을 텐데 최진 감독님이 맡으셨어요. 어떤 작품을 녹음하셨나요?

지난 6월에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녹음했고, 12월에는 역시 넬슨스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녹음할 예정이에요. 음반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앨범으로 발매되는 

것은 아니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가 주관하는 자체 프로젝트예요. 문제는 초고화질, 초고음질의 

전송 방식, 어떻게 송출하느냐가 이슈죠. 시장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한국은 SBS에서 

월드컵 때부터 UHD 화질과 함께 3D 음향 전송을 시작했고, 중국 국영 방송과 일본도 곧 시작할 겁니다. 

한국 가전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면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처럼 접근성은 좋지만 화질과 음향이 못 미치는 경우, 또는 블루레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나 화질과 

음향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UHD와 3D 상용화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겠네요.

사운드 바(sound bar), 셋업 박스만 있으면 이제는 집에서, TV로 뭐든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심지어 3D 음향 시스템은 휴대전화에서도 재생될 수 있어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광고나 게임 시장으로 확대되면 파장은 엄청나겠죠. 지금까지는 

명연주자들의 연주, 녹음을 반복해서 듣고 봤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재작업하게 됩니다. 

레코딩 초기 단계부터 달라지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뒤섞이지 않은 깨끗한 소리가 큰 장치 없이도 

온 사방에서 쏟아져요. 그걸 듣다 보면 스테레오는 못 듣죠. 이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미디어에 힘이 

더해지고 문화계가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휘자 다니엘 하딩과의 녹음 소식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네요.

대학 때 혼자 배낭만 메고 유럽 곳곳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 그곳 음식을 먹어보고,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극장을 찾아다녔죠. 

아바도를 무척 좋아해서 베를린 필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날 아바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이 지휘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자가 스물한 살, 저보다 두 살 어린, 또래의 다니엘 하딩이었어요. 

아직 소년 같았던 그가 지휘자로 데뷔하던 무대였죠. 그로부터 약 10년 후, 

뒤셀도르프 톤할레에서 하딩과 말러 실내악 녹음을 하게 됐는데, 데뷔 무대를 

찾았던 얘기를 했죠. 몇 달 전에도 슈만 첼로 협주곡(막시밀리안 호르눙)을 

녹음했고 올해 말까지 하딩 & 스웨디시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다른 녹음 

계획이 있긴 한데, 20대 때 만났던 기억 때문에 남다르죠.

특히 녹음 호흡이 잘 맞는 오케스트라나 연주자가 있을까요?

런던 심포니는 녹음에 최적화된 오케스트라일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는 

영화 음악도 많이 했고 워낙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리 어려운 악보를 

보더라도 훌륭하게 해냅니다. 개런티가 많이 비싼 편이지만 다른 교향악단이 

네 번 만에 할 일을 이틀 안에 다 끝내요. 이렇게 연주자들이 시간을 아껴주는 

만큼 저 역시 사운드 체크나 마이킹에 심혈을 기울여 한 번에 가야 합니다. 

준비가 됐다 싶으면 바로 녹음에 들어가는데, 선수들끼리 만들어내는 긴장과 

책임감,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보람 있죠.

요즘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소스가 많다 보니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음악을 잘 못 듣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구매가 일어나도록 돕는 프라이빗 쇼퍼가 

있죠. 음악 콘텐츠도 옥석을 가려 양질의 것을 추천해주는 사람, 미디어가 

많아진다면 좋겠어요. 연주자가 존재하는 이상, 녹음과 녹화라는 행위 자체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음반 판매는 줄었다지만 양질의 음원을 두루두루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거든요. 감상자 입장에서, 시간과 

관심을 들여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시장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솔리스트들뿐만 

아니라 굴지의 오케스트라 단원 자리를 꿰찬 더 많은 연주자들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있다. 인터뷰 당시 최진 감독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듀오 라이브 레코딩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 ‘과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진행형’ 음악가로 더 진한 감동과 존경을 

얻고 있는 노장과, 한계를 모르며 뻗어나가는 젊은 연주자의 조우, 그 현장을 

조율하고 기록하는 최진 감독의 설렘과 자부심은 어떤 것일까? 그가 느끼는 

모든 감회가 이 글을 읽는 독자, 애호가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리라 감히 

생각해본다. 글 | 이지영 사진 |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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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열  에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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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시비르스크 오페라 발레 극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시베리아 구석구석의 

음악원을 훑어 함께 일할 연주자를 찾았다. 그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테크닉이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었다. 부족한 테크닉은 노력해서 다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 관념과 한 몸 되어 있는 사람, 울타리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떼려 하지 

않는 사람, 무릎을 꿇고 조아려댈 수 있는 우상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정신적인 

노예, 먹이만 주면 꼬꼬댁거리면서 기꺼이 닭장 속에 갇혀 있는 계족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찾아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려는 종달새를 그는 원했다.

‘어떤 속박도 뿌리치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라’고 그는 주문한다. ‘목마름이 없고서는 

히포크레네를 마실 수 없다’고 그는 목이 쉬도록 외친다.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는 그가 선택한 단원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그가 소개하는 영화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든가 화가 카라바초,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등 인색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즐겨 만드는 데릭 저먼(Derek Jarman) 감독의 

작품이었다), 릴케, 첼란(Paul Celan), 키츠 등의 시를 밤이 새도록 함께 읊기도 했다. 

오 빈티지 포도주 한 모금을

긴 세월 대지 깊숙한 곳에서 냉각되어 고여 오른 

플로라와 푸른 들, 춤, 프로방스의 노래,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환락의 맛 감도는 

그 시원한 포도주 한 모금을 마셨으면. 

(O, for a draught of vintage! that hath been Cool'd a long age in the deep-

delved earth, Tasting of Flora and the country green, Dance, and Provencal 

song, and sunburnt mirth! 

- John Keats: Ode to a Nightingale) 

이렇듯 함께 방황하고 밤을 새워 대지 깊숙한 곳에서 삭아 고여 오른 포도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면서 영근 연주 단체가 무지카에테르나(MusicAeterna)이다. 

2004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햇볕을 본 무지카에테르나는 2011년 쿠렌치스와 함께 

우랄 산맥 언저리의 페름(Perm)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따금 런던으로, 빈으로, 잘츠부르크로, 뮌헨으로 초청되기도 하지만, 

그 번화가에서 얼쩡거리려 하지 않고 일정이 끝나자마자 산뜻하게 다시 

페름으로 되돌아오고, 번쩍거리는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고 나서도 서슴없이 

무지카에테르나로 되돌아온다.

그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토끼 굴 속으로 굴러 떨어진 앨리스를 연상하기도 한다. 

음악의 변방, 이상한 토굴에서 야릇한 괴성을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면서 날뛰고 있는 

미치광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별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는 어떤 틀 속에서도 목줄을 달고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가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따금 길들여지기 전의 

부케팔루스(Bucephalus: 알렉산더 대왕과 평생을 함께했던 천리마)처럼 날뛰고 있거나 

제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보일 때도 있다.

실상 그는 미쳐 있다. 그러므로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연주를 원한다면 쿠렌치스는 

외면해버리는 것이 좋다.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싸구려 

티를 내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꺼져가듯이 신음하면서 절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쿠렌치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구석에도 조리가 있거나 청산유수처럼 

번지르르하게 흘러가는 달콤함은 없고, 이따금 횡설수설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 

횡설수설 속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한결같이 의미심장하다. 그가 언제 어떻게 내상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들어보면 그 내상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창’이 그렇듯 절박하고, 그렇듯 꺼져가고, 그렇듯 깜깜하고, 그렇듯 

고통스러운 수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쿠렌치스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 

그의 ‘비창’에는 단테의 <신곡>(Comedia Divina)이 응축되어 있다. 말을 잃어버린 태양

(I sol tace)은 시들어가는 어두운 숲(selva oscura)에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심연(basso 

loco)으로 굴러 떨어져 헤매면서도 빛으로 충만한 엠피레움(Empyreum)의 환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빛에 대한 갈구가 있다. 쿠렌치스는 그 

빛을 우선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3~1764)에게서 찾았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빛은 그가 2014년에 세상에 내놓은 <빛의 소리>(The Sound of 

Light)라는 음반에 담겨 있다.

바로크 음악의 세계를 순례하는 지휘자들 중에서도 라모의 성지를 찾는 이는 

드물다. 라모의 숨겨진 세계, 참모습은 쿠렌치스의 발굴을 통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진 셈이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그 ‘빛’에 노출되면, 누구나 하인리히 슐리만이 

크레타를 발굴했을 때의 그 놀라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아, 그의 음악에 이런 빛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가 연주하는 ‘암탉’(La poule)은 예사 암탉이 아니다. 영화 <치킨 런>(Chicken 

Run)에서 트위디 농장의 악질 부부가 피를 빨아대는 양계장에서 날개를 달고 

눈부시게 날아오르는 스파르타쿠스형 암탉들이다(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목줄을 

매달고 닭장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암탉들에게 구원의 빛이었다). 

앨범에는 빠져 있지만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자이스 서곡’(Zais overture)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긴박하게 치달아가는 처절함이 우리의 맥박을 뛰게 하고, 마침내 

환하게 서리는 빛으로 어둠은 꺼져간다. 

2005년 피터 컬쇼와의 인터뷰에서 “꼭 해내야 할 어떤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서슴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시들어가는 고전 음악을 구해내고 말 것이오.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 말을 

듣고 컬쇼는 깜짝 놀랐지만, “포도주 첫잔을 마셨을 때였으니까 그 말을 취중 

헛소리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10년은 이미 

지났다. 그런데 고전 음악은 살아났는가? 쿠렌치스조차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지경이다. 우연히 요즘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니, 이런 기막힌 대목이 눈에 띄었다.

“Do you like classical music?”

“Oh, no, I don’t. It’s boring.”

그러나 쿠렌치스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메마른 땅에 빛을 뿌리려고 

허둥대고 있다. 음악이 아니라 보다 더 매끄러운 소리를 뽑아내려고 기를 쓰는 음향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는 지휘계에 그는 신선한 바람, 구원의 단비다.

모든 사람들이 서쪽으로 떼 지어 몰려가고 있을 때, 홀로 동쪽을 향해 뚜벅거리고 

있는 사람. 그 고독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시리고 아름답다. 사진 제공 | 소니클래시컬

내가 쿠렌치스에게 끌렸던 까닭은 그가 반항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쿠렌치스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애타게 빛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가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테오도르 쿠렌치스(Teodor Currentzis, 1972~ ). 그는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휘자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미치광이일 뿐이지만, ‘이런 지휘자가 왜 이제야 

나타났단 말인가’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 쿠렌치스를 듣고 나서 내 삶은 송두리째 변해버렸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오케스트라도 들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지금까지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성악의 테크닉을 개발해서 신선한 노래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제임스 로즈가 2016년 <가디언(The Guardian)>지에 기고한 이런 내용의 

글은 쿠렌치스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그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혹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로즈를 특히 뒤흔들었던 것은 모차르트와 다 폰테가 합작한 오페라 

3부작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였다. 그리고 그는 단언한다. 

쿠렌치스가 연주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가 듣고 싶어했을 바로 그 소리였다고. 

그의 스승인 일리야 무신(Ilya Music, 1903~1999)의 베토벤 교향곡 1번이 그랬던 

것처럼, 쿠렌치스가 연주한 <피가로의 결혼> 서곡은 화산의 용암처럼 저변에서 

이글거리면서 무섭게 끓어오르는 에너지의 폭발이 놀랍다. 소리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도취의 배에 실려 노도의 강을 건너는 긴박감과 열락이 숨 가쁘게 

비산(飛散)해간다.

어떻게 이런 연주가 탄생했을까?

쿠렌치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나 아테네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마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무신에게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지휘법을 배웠다. 무신의 마지막 제자인 셈이다. 무신은 1932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휘의 비법을 전수하면서 

지휘계의 페테르부르크 악파를 확립한 별이었다. 그러나 그가 퍼 올린 

히포크레네(Hippocrene)*의 오의를 제대로 들이마시고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그의 

마지막 제자인 쿠렌치스였다. 

무신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학업을 마치고 잠시 마린스키 

극장에서 게르기예프의 조수로 있는 동안, 상전과 한바탕 격돌하고 나서 미련 없이 

마린스키를 떠났다. 휘브리스(hubris)로 고개를 뻔뻔하게 땜질하고 우쭐거리면서 

가당치 않은 아이콘으로 군림하려는 허상(虛像)과의 충돌과 결별, 그것은 아주 

상쾌한 출발이었다. 

2004년, 그가 향한 곳은 음악의 다운타운과는 멀리 동떨어진 시베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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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로 타오르는 뮤즈가 있었으면, 

창의의 휘황한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르는 

불타는 뮤즈가 있었으면 

(O for a Muse of fire, 

that would ascend The brightest heaven of invention, 

Shakespeare: Henry V/Prologue)

*Hippoerene 
뮤즈들의 천리마 페가수스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그 날갯짓으로 솟아오른 샘. 그 성스러운 샘은 

뮤즈들이 마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영감의 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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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손 열 음 의  아 마 데 우 스  

아마데우스 그리고 
네빌 마리너를 위한 헌정

피아니스트 손열음에게 

모차르트는 각별하다. 음악적 

스케일과 기교를 한껏 돋보이게 

할 레퍼토리 선택이 당연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결선에서 

그녀는 모차르트 협주곡을 택했다. 

결과는 준우승과 함께 협주곡 최고 

연주상이었다. 손열음은 구조의 

완벽함 속에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모차르트에게 일찍부터 

매료되었다고 했다. 젊은 

연주자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

음반으로 먼저 만난 천재의 영감을 무대에서 만나보자

피아노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일찍부터 손을 댔던 장르이다. 

그는 열한 살 되던 1767년부터 생의 마지막 해인 1791년에 

이르기까지 스물여덟 개의 건반 협주곡을 남겼다. 모차르트는 

특히 좋아했던 J. C. 바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주제의 다양성, 

갈란트(gallant) 스타일 특유의 서정성,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대조의 국면들을 J. C. 바흐는 중요시했고 

그것은 모차르트에게 고스란히 흔적을 남긴다. 모차르트 협주곡에 

스며 있는 전 시대의 영향은 이것 말고도 바로크 오페라에서 흔히 

사용하던 리토르넬로 형식이다. 솔로 피아노가 주제를 연주하는 

사이사이에 오케스트라가 끼어들어 주제를 다시금 연주해주는 

방식으로 당시 오페라 아리아에도 많이 쓰이던 형태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본격적인 오페라 작곡에 돌입하기 이전 건반 악기 

소나타를 콘체르토로 편곡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페라와 콘체르토, 이 두 장르는 긴밀한 영향력으로 

연결된 채 모차르트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된다. 8번 K.246은 

이 같은 바로크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작품으로 협주곡 초기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21번은 그가 한창 절정기를 구가했던 1785년에 만들어졌다. 

1785년은 특기할 만한 해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20, 21, 22번이 연달아 작곡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20번과 21번은 한 달 내에 같이 쓰였다. 성숙기 모차르트 

협주곡의 주요 특징 역시 ‘대사가 없는 오페라’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정교하게 전개되는 모티프와 테마들의 전개는 오케스트라의 

역할과 상호 교류하며 입체적인 드라마의 구조를 빚어낸다. 솔로 

파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조와 긴장이 오케스트라와 합쳐질 

때 빚어지는 상승 효과는 듣는 이에게 오페라 감상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선사한다. 더불어 오케스트라와 솔로 피아노에 차별 없는 

동등한 역할을 부여한 점은 향후 협주곡들의 모델이 되기에 족한 

윈윈(win-win)의 전형을 보여준다. 초기의 과도기적 경향을 맛볼 

수 있는 8번과 성숙한 시기의 21번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손열음의 10월 연주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천재의 영감이 

풀어낸 유려한 흐름과 탄탄하고 균형 잡힌 형식의 완벽한 조화를 

음반 외에도 손열음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이 

가을이 행복하다.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10월 7일 예술의전당)

글 | 김순배 피아니스트, 음악 칼럼니스트

독일 하노버 그녀의 방 벽에 걸려 있는 사진도 모차르트이다. 그런 손열음의 애정이 서린 

모차르트 음반이 올 4월 영국의 오닉스 레이블에서 출시되었다. 음반에 얽힌 사연도 

특별하다. 2016년 봄 시작된 녹음은 지휘계의 전설 네빌 마리너경, 그리고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오케스트라와 함께였다. 그러나 손열음과 마리너경의 협업은 

협주곡 21번으로 끝났다. 녹음 도중이었던 2016년 10월 마리너경이 급작스레 타계한 

것이다. 마지막 작업을 함께한 손열음은 오랜 고민 끝에 협주곡에 솔로 두 곡을 추가하여 

마리너경 2주기를 기념하는 음반으로 세상에 내어놓기로 한다. 그녀의 모차르트 사랑과 

마지막 음악혼을 태운 노지휘자의 컬래버는 미완이지만 아름답고 의미 깊은 음반으로 

남았다.

음반 발매에 이어 2018년 10월에는 모차르트 협주곡의 전국 순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7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10여 개 도시를 돌며 모차르트를 들려준다. 이번에는 

젊은 지휘자 이규서와 역량 있는 솔로이스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과 

함께이다. 음반 수록곡이며 2016년에 마리너경의 내한공연에서 연주했던 21번과 초기작인 

8번이 한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까지 모차르트 사랑을 공유했던 음반 속 노지휘자를 

추억함과 동시에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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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요 요  마 의  실 크 로 드  앙 상 블

세계가 교차하는 
요요 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의 무대
동아시아에서 삶을 일궈오는 우리에게 ‘동양’은 우리의 

땅이자 이웃나라들과 함께 쌓아온 문화권을, ‘서양’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미 대륙까지 확산된 문화권을 뜻한다. 

동서양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되는 두 문화이자 때로는 

상반된 문화다. 하지만 동서양이 공존하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양이 시작되는 곳과 서양이 끝나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동서양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수많은 문화들은 어디에 

있는가? 동양인지 서양인지도 모호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세계의 어딘가가 있다면, 그건 아마 

‘실크로드’가 위치했던 곳일 것이다.

첼리스트 요요 마가 ‘실크로드 앙상블’을 설립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꼬박 20년 전인 1998년이었다. 출발점은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악기, 연주 방식을 교류하게 만들어주는 

한 방편이 되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활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리라는 바람이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첼리스트인 요요 마는 프랑스와 중국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문화가 조밀하게 교차하는 도시인 뉴욕으로 이주한 

후에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유년기를 생각해보면 요요 마가 세계의 

음악들을 한데 모아 흥미로운 교집합을 찾아내는 ‘실크로드 

앙상블’을 만든 것은 그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행보였을지도 

모른다.

‘실크로드 앙상블’에는 그 어떤 지리적 제약도 없었다. 

실크로드가 본래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인도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뜻했던 것과 달리 실크로드 앙상블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채 요요 마의 첼로를 비롯해 바이올린, 

장구, 생황, 바우, 쇄납, 가이타, 타블라, 사쿠하치, 피파 등 서로 

다른 기원과 역사를 지닌 악기와 그 음악들을 모두 포용했다. 

가지각색의 악기가 한 무대에 올라 다 함께 클래식을, 중국 

전통 음악을, 탱고를, 브라질 음악을, 한국 음악을 연주하자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음악들을 가르던 크고 작은 

경계들이 흐려지고 그 음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유연하게 

확장된 것은 물론, 낯선 만남들로부터 서서히 제 3의 음악적 

가능성도 피어올랐다. ‘음악으로 전 세계의 연주자와 관객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이웃이 되는 것’이라는 그들의 비전처럼, 

문화와 관습을 훌쩍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20주년을 맞이한 실크로드 앙상블의 이번 무대

그렇게 시작된 실크로드 앙상블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 이들은 세계의 음악을 

종횡무진 탐험하는 동시에 그간의 행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콘서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 베트남, 중국의 전통 

음악은 물론 재즈 뮤지션 칙 코리아의 <스페인>,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즉흥 연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사라방드, 아르헨티나 작곡가 오스발도 골리호브의 

작품까지, 비단 동서양의 융합뿐 아니라 문화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세계 곳곳의 음악을 한데 모으려는 듯한 이 다채로운 시도는 

그들이 걸어온 궤적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낯선 

음악과 조우하려는 의지의 산물처럼 보인다. 한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사라방드는 요요 마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곡으로 그에게 특히 각별할뿐더러, 바흐의 음악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다는 그의 믿음을 대변하는 곡이기도 

하다.

20년 동안 끝없이 변화를 맞이하는 여정을 함께해온 

앙상블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간의 행보를 뒤돌아보고, 또 

다른 만남을 위해 무대로 나아간다. 그들의 유연한 무대는 

이 땅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계 

곳곳을 상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실크로드 앙상블, 10월 19일 예술의전당)

글 | 신예슬 음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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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의 연주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추장스러움 없이 자연스럽고 단순한 생활을 동경하게 

된다. 하지만 예술이 직업인 사람에게 말뜻 그대로의 ‘단순’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바, 수많은 실험과 탐구, 시행착오와 좌절 끝에 찾게 된 나만의 길을 깎고 

다듬어 외부에서 보아 평탄하고 꾸준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덧 대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아는 피아니스트 중 이런 이상적인 

삶의 외관을 가장 훌륭히 가꾸고 있는 인물은 예프게니 키신이다.

것처럼 명확하게 그려낸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음표들이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를 언어적 구체성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보이는 그의 해석은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강한 

설득력을 띤다. 과거에는 이런 능력이 오직 천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느껴졌으나, 데뷔 당시 지나치게 무거운 터치와 딱딱하고 억지스럽게 

들렸던 스토리 연출로 지적받던 그가 고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오롯이 장점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사실 하나로도 그 

노력이 얼마나 지난했을지 짐작된다.

내 자신처럼 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범적’ 활동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이따금 등장하는 음반 속 

작품 배치다. 완전히 다른 상성을 지닌 작품을 잇달아 연주해 연주자가 

지닌 피아니즘의 폭을 자연스레 연상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하고, 

한 작곡가가 쓴 상반된 분위기의 작품을 함께 연주하며 그 인물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시키기도 한다. 세자르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와 브람스의 ‘파가니니 변주곡’을 조화시킨 

1998년작이나 같은 해 소개된 바흐-부소니의 ‘샤콘느’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가 실린 음반은 지금도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다.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과 글린카-발라키레프의 ‘종달새’를 

담은 앨범(2002)과 스크랴빈, 메트너의 작품을 담은 음반(2005) 

등은 그의 적극적인 러시아 사랑을 엿보게 하며, 슈베르트의 소나타 

D960을 시작으로 리스트의 가곡 편곡을 거쳐 ‘메피스토 왈츠’로 

끝맺은 2004년작은 초기 낭만주의 비르투오시티의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40대 이후의 행보에서, 작년에 반갑게 

출시되었던 베토벤 앨범은 약간이지만 ‘다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들이 흥미롭게 다가온 결과물이었다. 실황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담은 것을 포함해, 악성이 피아노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관현악적  

음향 구조와 판타지를 여과 없이 나타내려 노력한 부분은 좀 더 깊은 

베토벤 탐구의 길을 짐작케 한다.

이번 내한의 첫 무대를 장식할 ‘함머클라비어’가 이 탐구의 연장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맑고 순수한 감성과 예의 그 거침없는 터치로 

펼쳐나갈 피아니즘 최대의 문제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설렌다. 

‘함머클라비어’를 낭만주의의 첫 발자국으로 전제했을 때, 후반의 

레퍼토리는 로맨티시즘을 멋지게 정돈하는 마침표로서 의미를 띤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니즘의 정수,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만을 모은 

전주곡들은 정제되고 세련된 러시아 피아니즘의 바람직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그의 인터뷰(2011)에, 늘 짤막하게만 

대답하는 그의 문장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당신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던 키신은 이렇게 답한다. 

“내 자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내 

성격의 특징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무대에서 

진짜 ‘예프게니 키신’을 만나게 되는 모양이다.(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28일 예술의전당)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가로서의 활동 영역이나 환경을 바꾸거나, 프로필상에 굵은 글씨가 어울리는 깜짝 

‘혁신’ 없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크고 굳건하게 확대시키는 피아니스트로 

키신 이상의 존재는 찾기 힘들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키신의 ‘단순한’ 활동이 21세기 뮤지션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두드러지고 튀는 모습이 된 

지는 오래다. SNS나 그 외 미디어를 통한 노출이나 인터뷰도 최소한으로 조절하는 그는 

오로지 음악만, 피아노만 한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을 포함한 일부 이벤트성 무대에서 가까운 

동료들과 앙상블 연주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내악이나 새로운 콘셉트의 기획에도 별 

관심이 없다. 말과 글로 만들어지는 음악 외적인 미사여구를 뒤로하고 건반에만 집착하듯 

매달려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예외 없이 최고의 평가를 얻어낸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

키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여러 차례 그가 지향하는 레퍼토리에 대해 언급했다. 어느 

작곡가이건 예외 없이 생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전성기 때의 걸작들을 선곡해 굵직한 

성과를 뽑아내곤 하는 그의 무대와 음반들은, 사실 많은 비교가 불가피한 어려운 길이다. 

수많은 선배들이 쏟아낸 탁월한 해석들 앞에서 다시 한 번 피아니즘의 마스터피스들을 

다루는 키신의 자세는 그러나 늘 확고하다. 텍스트를 고지식할 정도로 왜곡 없이 재현하며, 

창작 전후에 나타나는 작곡가들의 감성의 편린을 정확히 집어내 마치 확대경을 들이댄 

Preview
예 프 게 니  키 신  파 아 노  리 사 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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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릴레이 

editor´s choice 

10~12월, 한국에 오는 해외 대형 오케스트라만 여섯 곳이다. 포문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새로운’ 영국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연다. 10월 1일 

롯데콘서트홀이다. 베를린 필에서 16년 만에 런던으로 돌아온 래틀을 런던 

심포니는 따뜻하게 끌어안고 있다. 그와 첫 시즌을 ‘이것이 래틀이다(This 

is Rattle)’라는 단호한 제목으로 정했던 런던 심포니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래틀은 드보르자크와 시벨리우스를 골랐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Op. 72 중 1, 2, 7번을 1부에서, 4번을 2부에서 연주한다. 유머 

넘치고 여유 있는 래틀의 성격이 프로그램에도 드러나는 듯하다. 물론 

메인 프로그램에는 무게가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재닌 얀센과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연주하고, 2부에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으로 베를린 필하모닉과 

시벨리우스 전곡 연주를 마친 경험을 풀어놓는다.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공연으로 치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에사 페카 

살로넨과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무대를 꼽아야 한다(10월 

19일, 롯데콘서트홀). 치메르만은 자신의 전 세계적인 대중성에 냉소적 

자신감이라도 보이듯 협주곡 대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교향곡을 연주곡으로 골랐다. 번스타인이 W. H. 오든의 시를 주제로 만든 

협주곡 2번 ‘불안의 시대’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번스타인은 단지 

인기 많고 스마트한 스타였던 것이 아니라 20세기 인간의 불안과 신념에 

대해 추상적 음악을 붙여놓을 수 있는 예술가였다. 치메르만의 연주 

하루 전에는 영국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한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스트라빈스키 

‘불새’와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양일 연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골랐다.

이에 비해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안토니오 파파노는 고전적인 작품을 

배치했다. 베토벤 교향곡 2, 5번과 협주곡 3번(11월 16일), 글린카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11월 15일)으로 

어떤 공연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연주자와 연주곡을 좋은 제목 

아래 모으고 새로운 시각으로 포착한다. 올 하반기에도 궁금한 

이야기가 많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한 모차르트 협주곡 21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클릭을 

돌파했다. 손열음은 이 곡과 같은 C장조 조성인 협주곡 8번을 

커플링해서 10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선다. 이규서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OES)과 함께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이라는 대장정을 마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무대(10월 6일)가 기다리고 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소나타 6번, 17번, 21번을 연주한다. 그는 “어지러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위로와 안식인데 슈베르트 음악의 

미니멀리즘이 그 절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야말로 흥미롭다. 첼리스트 요요 마가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한국, 

베트남, 중국 등의 전통 음악을 주제로 삼아 한국을 찾는다(10월 

17일). 롯데콘서트홀이 올 한 해 이끌어온 쇼스타코비치 

프로젝트도 4회의 무대를 끝맺는다. 3번째 공연인 11월 1일 노부스 

콰르텟은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2번, 3번과 8번을 연주한다. 

쇼스타코비치의 시리즈 첫 무대에서 감각적 해석을 보여줬던 지휘자 

최희준과 KBS교향악단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와 함께 협주곡을 연주하고 교향곡 8번을 

들려준다(12월 4일).

올해 초부터 관심을 모았던 대형 프로젝트는 바그너 링 사이클이다.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을 3년에 걸쳐 모두 오페라 무대로, 그것도 각 

편당 5회씩 공연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순서가 11월 기다리고 있다.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가 참여하고 성악가 김동섭ㆍ양준모(보탄), 

마르쿠스 아이헤, 나건용(돈너)이 출연하는 ‘라인의 황금’은 11월 

14~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첫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와 함께 올 한 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일정이 이제 막을 내린다. 11월 17일 오스모 

벤스케의 지휘로 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중 네 곡을 

노래할 예정이다.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는 어려운 길을 10년 

넘게 걸어왔다. 올해에도 실내악(10월 19일)과 관현악(10월 26일)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에네스쿠, 도나토니, 골드만, 김지향의 작품 

등을 연주한다. 쇤베르크의 다섯 개의 관현악곡과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는 한국 초연이다. 상주 작곡가였던 진은숙은 

서울시향을 떠났지만 그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봄에서 가을로 개최 일정을 변경한 서울국제음악제도 올해로 

10회째다. 프랑스, 일본, 폴란드 등 여러 나라 연주자들의 조합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올해 프로그램의 결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불황 또는 경기 침체라는 말에 둘러싸여 있다가 공연장의 달력을 보면 다른 세계로 옮겨온 기분이 든다.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콘서트홀을 떠올리게 하는 공연이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열렸다. 명문 오케스트라와 몸값 높은 

연주자들의 무대다. 이런 분위기는 올 연말에 정점을 찍는다. 대형 오케스트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협연자, 

고심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솔리스트들이 마치 페스티벌에라도 참가하듯 연이어 한국을 찾는다.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신선한 조합의 앙상블은 그 틈새에서 빛을 발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궁금해지는 무대들을 

짚어가다 보면 어느새 베토벤 ‘합창’ 교향곡과 푸치니 <라 보엠>을 만나러 갈 때가 돼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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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은 작품들은 이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려는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다. 파파노의 첫 내한이고 협연자는 조성진과 다닐 

트리포노프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구하기가 큰 도전이 될 

공연이다.

10월과 11월의 오케스트라 성찬 릴레이는 계속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과 유리 테미르카노프는 11월 3일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으로 러시아 정통성을 과시하고, 같은 

날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는 파보 예르비와 말러 교향곡 5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협연)을 

연주한다. 마리스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도 11월 

29일과 30일에 내한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라는 키워드를 따른다면 10월 13일 KBS교향악단과 

파비오 루이지의 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루이지가 한국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은 처음으로 연주곡은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다. 국내 교향악단 역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가 될 

법하다. 협연자는 임동혁이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연주한다. 10월 14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공연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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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치르듯 연말마다 봐야 하는 공연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합창’의 연례 의식을 만들어냈던 서울시향은 

티에리 피셔와 함께 12월 21일과 22일에 베토벤 합창을 연주한다. 매년 

합창 한 곡만 듣기 아쉬웠던 청중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번에는 

전주곡이 있다. 1960년에 나온 셀시의 ‘평화’라는 작품을 ‘합창’에 앞서 

연주해, 온 인류의 화합에 대한 베토벤과 실러의 메시지를 강화한다.

크리스마스, 겨울, 연말엔 당연히 ‘라 보엠’이다. 올 12월엔 

국립오페라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각각 좋은 출연진으로 

푸치니 <라 보엠>을 만든다. 국립오페라단은 지휘자 성시연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서선영, 이리나 롱구, 테너 

정호윤과 함께 12월 6일부터 나흘 동안 무대를 꾸민다. 최근 오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는 12월 

24~26일 크리스마스의 한복판에서 소프라노 황수미를 미미로, 테너 

강요셉을 로돌포로 세운다.

공연장마다 준비하는 제야 음악회도 빠질 수 없는 의식이다. 올해에도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을 비롯한 많은 곳이 12월 31일 밤을 

공연장에서 보내기를 제안하고 있다. 별 탈 없이 음악만 들어도 

2019년이 시작될 듯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한 연말 공연 

프로그램들이다.

글 | 김호정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해줄 작품들 

독주자들의 성장과 
함께할 무대

이렇게 호화로운 무대들의 

틈새에서 독주 공연을 예고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주목할 차례다. 

연주자들은 스스로 시험을 출제하듯 

몇 년에 한 번씩 독주 무대를 마련한다. 이 

시간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기회다. 또 독주자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은 일종의 

신념 고백과도 같다. 체임버나 협연 무대에 비해 제약이 적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고르고 순서를 

배열하는 일은 음악가로서 연주자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2년 만에 전국 투어를 

연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음악을 섞어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출중한 독주 피아니스트를 파트너로 골랐다. 10월 14일 열리는 

리사이틀에서는 이자이 ‘슬픈 시’를 비롯해 프랑크, 드뷔시, 

부조니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해외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중엔 4번째로 내한하는 예브게니 

키신이 화제다. 10월 28일 베토벤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Op. 23과 Op. 32를 연주한다. 역시 

이름만으로도 객석을 채울 피아니스트 랑랑(12월 4일)도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연주곡은 미정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개성파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 아믈랭의 11월 

20일 독주는 키신이나 랑랑과 대비해 경험해볼 만한 무대다. 

쇼팽 콩쿠르 2위 수상자답게 쇼팽의 곡으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녹턴 20번, 4개의 즉흥곡, 영웅 폴로네이즈, 4개의 

발라드로 이어지는 학구적이고 대중적인 곡목이다.

세계 음악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지형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로는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의 독주회를 추천한다. 

서울국제음악제의 초청으로 11월 3일 바흐의 모음곡 4번, 

프로코피예프와 헨체, 코다이라는 강렬한 레퍼토리를 골랐다.

이 많은 독주 무대 중 하나만 고르라면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리사이틀을 꼽겠다. 11월 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과 베토벤의 ‘황제’를 연주하는 

시프는 바로 다음 날 독주 무대를 연다. 멘델스존의 환상곡으로 

시작해 베토벤의 간결한 소나타 24번, 브람스의 소품과 환상곡, 

그리고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으로 끝나는 무대다. 본인의 

장기를 발휘하면서도 청중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오랜 경험 끝에라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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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11월 1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폐막 공연. 

폴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시마노프스키 ‘슬픔의 성모’를 

한국 초연하고 류재준의 진혼 교향곡을 연주하는 대형 무대다.

서울시향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휘자겸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를 초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는 10월 12,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는 

서울시향의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 2017년 그래미상 

수상자인 메조소프라노 빅토리아 리벤구드, 테너 조나단 존슨, 

소프라노 로렌 스누퍼, 바리톤 허프 러셀 등 미국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또한 <캔디드> 

배역 중 가장 궁금했던 ‘나레이터’ 역할에는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낙점됐다. 

철학가 볼테르의 ‘캉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오페레타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익살과 유머, 신선한 선율과 

리듬, 풍부한 에너지로 

가득하다. 올해, 반드시 

만나봐야 할 작품이다.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는 연주자들의 호흡이 궁금해지는 

무대가 있다.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조성진(12월 6일),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12월 7일)가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만난다. DG 레이블로 

음반을 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이 

오랜만에 맞추는 호흡 또한 관전 포인트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뉴욕 필하모닉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만난다. 악장인 프랑크 황, 제 2바이올린 

수석, 비올라 수석, 첼로 수석 연주자가 만든 콰르텟이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5도’에 이어 브람스 콰르텟 2번 이후 

이들이 선우예권과 함께할 드보르자크 피아노 오중주 Op. 

81은 선우예권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 연주했던 

곡이다. 콩쿠르 이후 부쩍 성장했을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지 궁금해진다.

또 최근 많이 늘어난 체임버 무대에서 앙상블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과 함께 

‘그랑 듀오’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선다(11월 18일 예술의전당). 

‘슈베르트 포 투’ 음반으로 음악적 블렌딩을 인정받은 두 

솔리스트다. 성악가들도 모인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로 

구성한 콘체르탄테는 10월 5일 열린다. 돈 조반니 역에 바리톤 

우경식, 레포렐로에 베이스 손혜수가 출연한다. 그동안 다양한 

오페라를 주제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특기를 보였던 

아트앤아티스트의 기획 무대라 더욱 관심을 끈다.

연주자들의 만남이 궁금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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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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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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음의 <아마데우스>

10.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손열음이지만 10월에 열리는 공

연은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피아

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무대인 동시에, 그녀가 존경했던 네빌 마리너 경을 추모하며 

열리는 공연이기도 하다. 거장 고(故) 네빌 마리너 경은 손열음에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을 제안했다. 첫 곡 녹음을 마친 후 네빌 마리너의 갑작스러운 타계

로 전곡 녹음을 완성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자신의 음악을 아끼고 격려해줬던 마리

너 경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무대를 준비한다. 재기 넘치는 모차르트의 음악

이 다재다능한 손열음을 만나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다려진다.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10.1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음악가로서 저의 사명은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첼리스트 요요 마가 창립한 실크

로드 프로젝트가 20주년을 맞았다. 요요 마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실크로드 

앙상블이 추구하는 바는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모여 각 나라의 전통 악기들을 들고 떠나는, 그야말로 음악 여행이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음악과 악기들이 요요 마의 손을 거쳐 가장 흥미롭고 신선한 무대를 선사한

다. 요요 마는 이번 무대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도 선보일 예정이다.

 

예프게니 키신 리사이틀

10.2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키신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내한 때마다 매진 사례, 3부에 

가까운 앙코르, 자정까지 이어지는 사인회 등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슈퍼 피아니

스트 예프게니 키신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와 라흐마니노프 프

렐류드를 연주한다. 매 무대마다 격찬과 감동으로 가득한 키신인 만큼 이번 무대 역

시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11.15~16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5일: 다닐 트리포노프 협연, 

16일: 조성진 협연)

이탈리아 명문 오케스트라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명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와 내한한다. 첫 내한인 안토니오 파파노와 호흡을 맞출 협연자는 현재 클래식계 최

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닐 트리포노프와 조성진이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인 

트리포노프와 쇼팽 콩쿠르 1위인 조성진, 두 슈퍼스타가 각각 들려줄 프로그램은 라

흐파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트리포노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조성진)이

다. 본인들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선곡으로 어떤 공연을 골라야 할지 고

민은 우리 몫이다.

 

DG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12.6~7 예술의전당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레이블이자 세계적인 카탈로그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

해 10월 7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베를린, 함부르크, 하노버, 홍콩, 런던,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도쿄에서 DG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서울은 DG 탄생

일인 12월 6일과 7일,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서울시향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안

네 소피 무터가 각각 협연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DG라는 이름에 맞추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를 선택했다. 조성

진은 정명훈과 처음 협연했던 곡을 8년 만에 다시 정명훈의 지휘로 연주하며, 무터

는 34년 만에 한국 오케스트라와 협주곡을 연주한다.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 12.22~26 롯데콘서트홀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12.22~23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4~25 

임동혁의 슈베르티아데 12.26

2018년의 크리스마스 공연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크

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은 개성이 다른 3가지 무대를 올린다. 영원한 스테디셀러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올해는 롯데콘서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지휘자인 금난새의 유쾌한 해설이 돋보이는 패밀리 콘서트인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선사하는 슈베르트의 밤 <슈베르티

아데>가 기다린다. 임동혁의 슈베르티아데에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

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첼리스트 문태국, 더블 베이시스트 성민제 등 최고의 솔

리스트들과 영재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드러나고 있는 김두민이 함께 참여한다.

크레디아의 

가을, 겨울은 뜨겁다!

요요 마, 키신, 조성진, 다닐 

트리포노프, 안네 소피 무터, 

안토니오 파파노, 그리고 정명훈….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주자들을 

나열해본다면 아마 이 이름들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이 슈퍼스타 클래식 

음악가들이 모두 한국을 찾는다. 

10월부터 거의 매주 이어지는 초특급 

무대들이 막을 내리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공연들로 송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글 | 크레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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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제음악재단

문의 055-650-0400 | www.TIMF.ORG 

예매 www.clubbalcony.com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 4명으로 구성된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이 

드보르자크 ‘아메리카’ 사중주, 베토벤과 멘델스존 현악 사중주를 연주한다(10월 20일).

알반 베르크 콰르텟의 귄터 피흘러, 줄리아드 콰르텟의 로버트 만, 멜로스 콰르텟의 

빌헬름 멜허,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의 헬무트 체헤트마이어 등 거장 연주자를 사사하고 

세계 정상급 지휘자, 연주자 및 악단과 협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탄야 베커벤더 

바이올린 리사이틀은 어떨까(11월 24일).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프 알트슈태트가 지휘한 

베토벤 오케스트라 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이사벨러 판 쾰런, 

크리스티안 알텐부르거,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루비모프 등 유명 연주자 및 악단과 

협연하며 주목받고 있는 라파엘라 그로메스 첼로 리사이틀 또한 기대할 만하다(12월 8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결선(11월 3일)과 MBC경남 창원 본부 공개홀에서 열리는 입상자 

콘서트(11월 4일)에서는 아드리앙 페뤼숑이 지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경연에 

참여한 첼리스트 및 입상자와 협연한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tim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통영국제음악재단 

지친 여름이 애수에 잠기는 가을, 싱그러운 바다가 있는 통영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스타 연주자와 세계적인 악단의 통영 공연들을 놓치지 마시라!

엘리소 비르살라제, 파비오 루이지, 임동혁, 김선욱

가을 바다와 함께 즐기는 음악 여행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의 브루크너 | KBS교향악단 & 임동혁

10.14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녹음한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음반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스타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 눈부신 색채감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찬사를 받았던 그의 브루크너를 KBS 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서 만나보자!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모차르트 협주곡도 놓칠 수 없

는 기회!

오케스트라의 총천연색 눈부신 빛깔이 쏟아지는 | 부산시립교향악단 & 

김선욱

10.26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후기 낭만 및 현대음악에 탁월함을 보여온 최수열 지휘자의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 ‘영웅의 생애’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관현악법의 눈부신 색채

감을 가장 충실하게 전달할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의 탁월한 음향과 

함께,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시향이 연주하는 생생

한 현장에서 경험해보자. 스타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하는 베토벤 피

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윤이상의 현을 위한 ‘융단’ 또한 기대할 만하다.

동유럽을 대표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김다미

11.16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바츨라프 탈리히, 리보르 페셰크, 이르지 벨로흘라베크 등 동유럽의 거장 

지휘자가 이끌었던 슬로바키아 명문 오케스트라 슬로박 필하모닉, 카라

얀 시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으며 알반 베르크 콰르텟

을 이끌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 귄터 피흘러, 그리고 스타 바이

올리니스트 김다미. 이들이 연주하는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

토벤 교향곡 7번.

전설적인 거장, 데어데블 비르투오소! | 엘리소 비르살라제 피아노 리사이틀

12.1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지난해 초 애호가들 사이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내한공연을 기억한다면, 

일흔다섯이 되어서야 성사된 첫 번째 내한공연의 소문을 들어보았다면, 

정교함과 에너지와 상상력이 공존하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수를 맛보

고 싶다면, 거장 피아니스트 엘리소 비르살라제의 내한공연을 놓치지 마

시라. 슈만과 쇼팽 연주로 유명한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의 역사적인 내

한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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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성수기인 가을과 겨울, GS칼텍스 예울마루 역시 

실내악 페스티벌부터 뮤지컬, 발레까지 다양한 장르의 

웰메이드 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먼저 2018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예울마루의 대표 클래식 페스티벌이다. 2박3일간 

예울마루 대극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단순히 

공연만 감상하는 클래식 페스티벌을 넘어 로비에 한 가득 

펼쳐지는 다양한 즐길거리들과 함께 차별화된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예울마루 하반기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뮤지컬 <시카고>는 티켓 오픈 하루 

만에 유료점유율 50%를 돌파하며 심상치 않은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개관 이후 6년 만에 다시 

예울마루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역시 올겨울 예울마루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야심작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준비한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재미와 감동을 겸비한 검증된 

작품으로 공연장을 찾은 연인, 친구, 가족 모두에게 

더없이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글 | 예울마루 

<2018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 

10.12~14 예울마루 대극장

클래식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가을, 선선해진 바닷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어우러질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2018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의 작품과 

바로크 음악이 주로 연주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쟁쟁한 연주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첼리스트 양성원을 필두로 모인 

트리오 오원,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첼리스트 문태국 등이 출연하며 고음악계의 디바, 아시아

의 종달새 소프라노 임선혜는 고악기 앙상블과 함께할 바로크 작품 연주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선보였던 특유의 저력

을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듀오,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의 듀오 콘서트

도 10월 30일(화)에 열린다.

 

뮤지컬 <시카고>

11.16~18 예울마루 대극장

꾸준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시카고>가 찾아온다. 최정원, 박칼린, 아이비, 김지수, 안재욱,      

남경주 등 화려한 라인업이 포진하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감독에서 배우로 변신한 박칼린, 첫 <시카고> 도전으로 

화제를 모은 안재욱과 김지우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한국에서 공연된 <시카고>의 전 시즌을 

소화해온 최정원과 오랜 기간 주역을 맡아온 아이비, <시카고>와 함께 성장해온 김경선 등도 한층 더 농익은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1.23~24 예울마루 대극장

겨울이 왔다는 것을 우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연 애호가들이라면 당연히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떠올릴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예울마루에서 국립발레단의 연기로 펼쳐진다.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부임 후 레퍼토리의 폭을 보다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으며,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력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 재임 동안 ‘20세기 발레 영웅’이라는 칭호

와 함께 수많은 작품을 재창조했던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Yuri Grigorovich) 버전 안무로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12.21~23 예울마루 대극장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인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공연을 찾는다면 이 작품을 추천한다.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온 각 캐릭터들이 우연한 계기로 만나 겪게 되는 해프닝을 담은 작품으로, 2011

년 초연 이후 호평과 수많은 수상을 통해 그 진가를 인정받았으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미래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관

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를 쉴 새 없는 코믹 요소를 통해 풀어내며, 동시에 깊은 울림의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웰메이드 뮤지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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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해진 바닷바람과 함께
다채롭게 선보이는 예술의 향연

문의 1544-7669 / www.yeulmaru.org

59691 전남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 |  T. 1544-7669 |  www.yeulmaru.org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기획전시실 3개소극장 302석대극장 1,02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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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시간 ’17’20

10.11 & 10.18 김다솔 Piano 

10.25 스와나이 아키코 Violin

12.6 트리오 제이드 Piano Trio 

12.27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String Quartet

베토벤 서거 190주기를 맞은 지난 2017년부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세계적인 음악가

들의 베토벤 대장정을 선보이는 금호아트홀 대기획, <베토벤

의 시간 ’17’20>은 2018년 그 두 번째 해를 맞아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리즈를 펼친다.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오는 10

월 11일(목)과 18일(목) ‘월광’ ‘비창’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등 섬

세함과 웅장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구성으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여정을 계속한다. 또한 우아

하고 기품 있는 선율의 바이올리니스트 스와나이 아키코 역

시 10월 25일(목) 1번, 3번, 7번을 연주하며 바이올린 소나타 전

곡 연주를 이어간다. 트리오 제이드는 12월 6일(목) 베토벤 피

아노 삼중주 전곡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에 5번 ‘유령’ 등을 

선보이며 끈끈한 화음을 자랑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수연을 

정식 멤버로 영입하며 새로운 날개를 단 칼라치 스트링 콰르

텟은 2018년 금호아트홀 기획 마지막인 12월 27일(목) 연주로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감한다.

오직 금호아트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장의 특급 내한공연

<금호아트홀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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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6303-1977 | www.kumhoarthall.com

예매 www.clubbalcony.com

금호아트홀이 엄선한 최고의 클래식 거장을 만나는 <금호아트홀 

Exclusive> 시리즈가 돌아온다. 오는 10월 4일(목)에는 한계 없는 

음악혼의 소유자, 바이올리니스트 콜야 블라허가 한국에서 첫 독주회를 

선보인다. 베를린 필하모닉 역사상 최연소 악장으로 임용된 신화적인 

인물이며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선택한 콜야 블라허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함부르크 국립 음대를 거쳐 현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최근 ‘플레이 리드’라는, 지휘자 없이 악장이자 

협연자로 공연을 이끌어가는 연주 형식을 멜번 심포니,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이번 첫 내한에서 

블라허는 1부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쇼스타코비치 소나타를 

연주하고, 2부에서는 프랑크 소나타, 프렝켈 편곡의 쿠르트 바일 

‘서푼짜리 오페라’의 소품곡과 하이페츠 편곡의 거슈윈 ‘포기와 베스’를 

연주하며 바이올린 명장으로서의 그 뛰어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어 11월 29일(목)에는 지난해 금호아트홀에서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으로 숨겨져 있던 실체를 드러냈던 여제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다시 한 번 금호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특히 비르살라제의 지난 연주는 

2017년 최고의 공연으로 꼽히며 클래식 마니아들과 평론가들에게서 

열광적인 호평을 받았다.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진정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현재 모스크바 음악원과 뮌헨 국립 음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엘리소 비르살라제는 특히 18세기 후반~19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깊은 관심을 

증명하듯 그녀의 두 번째 내한 무대의 1부는 슈만 간주곡과 다비드 

동맹 춤곡집으로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쇼팽의 발라드, 녹턴, 왈츠를 

번갈아가며 연주한다. 한 치도 흠 잡을 데 없는 논리 정연한 해석과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강력한 타건으로 경이로운 무대를 선사했던 엘리소 

비르살라제의 연주를 다시 한 번 만나본다. 

글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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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체임버시리즈 Ⅲ/플루티스트 최나경 & 기타리스트 박규희 

10.27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정확한 기교, 집중력 있는 연주, 섬세한 표현력. 젊은 기타리스트와 플루티스트가 

만났다. 영국의 저명한 클래식 잡지 신피니 뮤직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의 플루티

스트 10인에 선정,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나경, 그리고 실력

파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2018 세종체임버시리즈 <My Secret FLUTE Diary>의 

세 번째 시리즈.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로 

오래전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알함브라 콩쿠르를 포함, 9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기록한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함께한다.

서울시오페라단 현대오페라시리즈 Ⅱ/메노티가 건네는 특별한 연말연시 선물

12.19~23 <아말과 동방박사들> 26~30 <노처녀와 도둑>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동시대 현대인의 삶을 헤아리고 그 곁에서 함께하기 위한 서울시오페라단의 기획 

시리즈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2016년 여름 벤저민 브리튼의 <도요새의 

강>을 원어로 국내 초연, ‘현대 오페라는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는 ‘브로드웨이 오페라의 선구자’인 20세기 작곡가 메노티

의 오페라 두 작품을 선보인다.

‘진심’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세계 최초의 텔

레비전 오페라 <아말과 동방박사들>을 추천한다. 유대 헤롯 왕 치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내용을 담고 있다. 뚜렷한 캐릭터 

묘사와 음악으로 코믹하게 표현한 블랙 코미디 오페라 <노처녀와 도둑>은 사랑 

때문에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 두 여인의 심리를 그린 작품으로 한 해의 끝과 새로

운 시작, 남다른 다짐이 필요한 싱글 남녀를 위한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서울시합창단의 <명작 시리즈>/로시니 서거 150주년 기념, 그의 걸작을 재조명한다.

10.2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창단 40주년을 맞은 서울시합창단의 클래식 합창 명곡 시리즈인 명작 시리즈 Ⅰ,

Ⅱ에서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하이든의 ‘테 데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 마테르’ 

등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합창 명곡이 연주되었다. 이번에 펼쳐지는 

명작 시리즈 Ⅲ에서는 로시니 서거 150주기를 기념해 그가 남긴 걸작을 재조명한

다. 특히 로시니의 종교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글로리아 미사(MESSA DI GLORIA)의 

국내 초연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지휘 강기성, 소프라노 정혜민, 베이스 전승현, 

2018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테너 박승주가 참여

해 수준 높은 합창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게르기예프×뮌헨 필하모닉×선우예권/ 

2018년 가장 뜨겁고 벅찬 클래식 무대가 온다!

11.2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을 기념, 세종문화회관이 준비한 클래식 선물로 세계에

서 가장 바쁜 지휘자이자 ‘러시아 음악의 차르(황제)’로 불리는 발레리 게르기예프

가 바이에른 클래식의 중심이자 현대 뮌헨 음악 문화의 대명사인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내한한다. 1977년 카라얀 지휘 콩쿠르 우승, 1978년 오페라 프로코

피예프의 <전쟁과 평화> 마린스키 오페라 지휘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게르기예프

는 이후 키로프 극장 수석지휘자 및 예술감독,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

석지휘자를 거쳐 19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총감독으로 임명되었

으며, 해외 단체 및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극장의 명성을 새롭게 확

립, 러시아 오페라 문화의 초석이 되었다.

1893년에 창단한 뮌헨 필하모닉은 저명한 지휘자들을 맞이해 뮌헨의 음악 발전에 

힘써왔다. 구스타프 말러가 자신의 교향곡 4번과 8번을 직접 지휘하며 전 세계 초

연을 선보였고, 주빈 메타가 오케스트라 역사상 첫 명예지휘자로 임명, 로린 마젤

이 2014년 서거하기 직전까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2015/16 시즌

부터는 게르기예프가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며 해외 투어를 선보이고 있다.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선우예

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로, 무려 8회에 달하는 우승 경력은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이다. 2017년 데카 골드 레이블로 

발매된 그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앨범이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 1위에 오

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의 프로그램은 말러 교향곡 1번과 프로코피

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풍성한 무대

이 시대 대표 아티스트와 만난다!
“Fall In Sejong 2인 패키지”

최대 40% 할인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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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타코비치 시리즈

젊은 열정, 깊은 내면 
거침없는 그들의 쇼스타코비치

정통과 컨템포러리를 넘나드는 재즈 피아노의 전설, 

칙 코리아 솔로 피아노 내한공연

10. 30 롯데콘서트홀

과감한 화성 전개, 라틴 음악의 화려한 리듬감, 클

래식의 탄탄한 구성 등을 소화해 자신만의 스타일

을 확립, 전개해온 칙 코리아가 내한한다. 서정적이

면서도 멜로디에만 의지하지 않는 화성적 섬세함, 

여백 사이로 솟아오르는 역동적 에너지가 어우러진 

연주를 펼쳐온 칙 코리아의 피아노 혹은 건반 연주

는 장르와 질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

된 색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선보이는 솔로 공연을 통해 이런 칙 코리

아만의 특징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성 11주년에 빛나는 젊은 현악 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더욱 강력해진 하모니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III. 노부스 콰르텟                  

11. 1 롯데콘서트홀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노부스 콰

르텟이 심도 있는 쇼스타코비치 실내악 작품으로 

찾아온다. 노부스 콰르텟은 2007년 결성 이후 독일 

ARD 콩쿠르 2위(2012), 모차르트 콩쿠르 1위(2014) 

수상에 힘입어 한국인 최초로 지메나워 매니지먼

트와 계약하며 독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번 공연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하모니로 쇼스타코비

치 15개의 현악 사중주 중 세 곡을 선별해 연주한

다. 쇼스타코비치가 자신의 초기 작품에서 차용한 

악구들로 가득 찬 레퀴엠 제 8번, 현악 사중주곡 중 

가장 드라마틱한 제 2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반

파시즘을 표방한 곡으로 선전되었으나 실상은 반

소비에트 곡인 제 3번까지, 역사의 굴곡을 담아낸 

쇼스타코비치의 깊은 내면을 노부스 콰르텟의 한층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연주가 담아낼 예정이다.

최희준의 치밀한 해석과 에드가 모로의 초절기교가

만난 거침 없는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IV. 최희준 & KBS교향악단

12. 4 롯데콘서트홀  

지난 5월 쇼스타코비치 시리즈의 첫 무대에서 정확

하고 다이내믹한 지휘와 존재감이 돋보인 지휘자 

최희준과 KBS교향악단은 환상적인 호흡으로 관객

을 압도하며 임팩트 있는 쾌연을 선사했다. 국내 연

주자들의 높은 연주력으로 호평을 자아낸 지난 공

연에 이어 이들이 다시금 쇼스타코비치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12월 4일 진행되는 마지막 공연에서는 쇼스타코비

치의 교향곡 8번과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된다. 특

히 이번 공연은 2009년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콩쿠

르 최연소 우승과 2011년 17세의 나이로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스

타로 급부상한 프랑스의 신성 에드가 모로의 국내 

첫 데뷔 무대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좀처럼 국내 무대와 연이 닿지 않았던 에드가 모로

가 협연자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대표 레퍼토리인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을 실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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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44-7744 www.lotteconcerthall.com

올해 롯데콘서트홀이 준비한 기획공연 가운데 

쇼스타코비치의 명작들을 전면에 내세운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는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뿐 아니라 에머슨 

콰르텟과 배우들의 음악극 <쇼스타코비치와 검은 수사> 

아시아 초연 무대까지, 다채롭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과 

라인업으로 이슈가 되며 평단과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는 

상반기에 두 개 공연이 진행되었고 하반기에 남은 두 개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글 | 롯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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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BS교향악단의 가을·겨울 프로그램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위대한 거장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명작들로 꾸며진다.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변자이자 최후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변적인 철학서를 표현력 넘치는 

대규모 관현악곡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재창조했다. 오케스트라 악기를 총동원해 

만들어내는 현란한 색채감, 세계와 자연에 관한 아련하고도 우아한 관조의 시선 등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이 전해주는 깊은 감동의 특징적 요소가 모두 이 한 곡에 집약되어 있다.

KBS교향악단의 ‘러시아 작곡가 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차이콥스키와 글라주노프, 무소륵스키 

등 19세기 작곡가들에게서 시작된 러시아 음악의 전통이 20세기에 이르러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 등에 의해 어떻게 승화·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2018년 송년 시즌의 대미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 9번 ‘합창’이 장식한다. 빈 고전주의 특유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완벽한 형식미를 자랑하던 베토벤의 교향악은 4악장에 이르러서는 합창으로 

승화되어 전 우주적인 폭발을 구현한다. 온 인류의 화합과 영원한 자유에 대한 희구를 보여준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을 들으며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다가올 2019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자. 글 | KBS교향악단 

슈트라우스, 
쇼스타코비치, 베토벤이 
남긴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

제 735회 정기연주회 /‘후기 낭만주의 세계의 초상화’

10.19 예술의전당 10.20 롯데콘서트홀

제 735회 공연은 요엘 레비 지휘로 이베르 ‘기항지’, 엘렌 그뤼모 협연

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 R.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

렇게 말했다’를 연주한다. 라벨 협주곡 G장조는 유럽에 전파된 미국 

재즈의 영향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다. 형식은 고전주의 협주곡 스

타일로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곳곳에서 재즈 특유의 끈적거리는 당김

음과 현란한 즉흥 리듬이 등장해 ‘듣는 즐거움’을 확실하게 안겨준다.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철학적 잠언

서를 음악으로 옮긴 것이다. 화려하면서도 입체적인 음향, 호른을 비

롯한 금관 악기의 적극적인 활용, 세계와 자연에 대한 아련한 관조적 

시선 등 슈트라우스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 736회 정기연주회/ ‘고독과 열정의 이중주’

11.21 예술의전당 11. 22 강동아트센터

독재자 스탈린의 철권통치 시대 예술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는 미명하에 창작의 자유를 빼앗기고 부당한 정치적 박해에 고뇌했

다. 이 시절 프로코피예프는 외부의 압제에 ‘고독한 침묵’으로 답하

며 순수 고전주의 음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다. 풍부한 선율적 아름

다움과 고전적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을 

지성과 감성의 조화가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연주로 선보인다.

이어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가 남긴 여섯 개의 교향곡 중 형식적 균형

미와 우수에 젖은 선율이 돋보이는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를 

연주한다. 우울한 운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장송곡 느낌의 1악장에서 

부터 찬란한 승리를 노래하는 4악장에 이르는 동안 서정적인 2악장

의 호른 독주와 3악장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왈츠를 거치며 극적이면

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제 737회 정기연주회 /‘새 희망을 기다리며, 아듀 2018!’

12.27 롯데콘서트홀, 12.28 예술의전당 12.29 이천아트홀

요엘 레비가 이끄는 2018 마지막 공연 프로그램은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d단조, Op. 125 ‘합창’이다. 스

트라빈스키의 곡은 라틴어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를 연상케 하는 엄숙한 고딕풍의 음악이다. 성악과 기악의 절묘

한 균형을 통해 간절한 기도와 종교적 명상을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인류애의 소중한 가치를 노

래한 고전 음악의 영원한 기념비이다. 특히 4악장에서 대편성의 오케

스트라와 네 명의 솔리스트, 혼성 합창이 한데 얽혀 노래하는 실러의 

‘환희의 송가’는 인류애에 대한 이상향을 범우주적 질서로 가득 찬 음

악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문의 02-6099-7400 | www.kbssymphony.org

예매 www.clubbalcony.com | www.interpark.com | www.s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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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에 대해 작곡가 

자신은 “인간의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일반적인 코멘트를 했지만, 이 곡은 9번이 

발표된 이후 8년간의 침묵을 깨고 작곡된 교향곡 

작품으로, 인생에 대한 작곡가의 성찰과 철학이 

나타난 동시에 독창적 형식으로 음악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작품이다.

10월 23일 정기연주회에서 이 곡을 지휘하는 

미하일 유로프스키는 1945년 모스크바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작곡가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Wladimir Jurowski), 지휘자인 

다비드 블록(David Block)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국제적 명성의 음악가들과 교류했으며,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와 연탄곡을 연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미하일 유로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 해석의 대가로서 2012년 

쇼스타코비치 재단(Shostakovich Gohrisch)에서 

제 3회 국제 쇼스타코비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풀어내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을 

기대해본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은, 작곡가가 러시아 

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유럽으로 망명해 드레스덴에 

체류하던 1908년에 작곡되었다. 교향곡 1번 실패 

이후 거의 10년 만에 작곡된 이 작품에는 고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서정성 

짙게 담겨 있다.  올해 1월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휘자 정치용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완벽한 호흡으로 최정상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연주회에서 

정치용 지휘자는 러시아의 낭만과 서정성을 유려한 

해석으로 펼쳐 보여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특히 

바이올린계의 신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인모가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으로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다.  

글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해석의 대가 미하일 유로프

스키 제 208회 정기연주회

10.2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쇼스타코비치 해석에 뛰어난 미하일 유로

프스키가 지휘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피아니스트 올리버 슈나이더와 함께

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의 서정과 낭만 제 208회 정기연주회

11.2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

노프의 작품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공연

이다. 러시아의 낭만적인 서정성을 보여주

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은 정치용 지

휘자의 탁월한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들려주는 프로

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도 놓칠 수 

없는 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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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523-5268 | www.koreansymphony.com

예매 www.sac.or.kr |  www.interpark.com

러시아 음악의 향연 
쇼스타코비치와 
라흐마니노프
대한민국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는 33년 역사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0월과 11월 정기연주회에서 러시아 대표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2018년 시즌의 음악 여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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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은 ClubBALCONY의 파트너사로서 

ClubBALCONY 유료회원은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별 할인율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070-7124-1737 | www.universalballet.com 

예매 www.clubbalcony.com

배신과 복수, 사랑과 용서를 그려낸 블록버스터, 발레 <라 바야데르>

11.1~4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 예술감독 유병헌)과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라 바야데르>가 오는 11월 1일(목)~4일(일) 세

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 사원의 무희 니키아와 전사 솔로르, 공주 감자티가 그려내는 배신과 

복수, 용서와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초대형 블록버스터 발레 작품이다. 100여 명의 출연진과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 세트

를 자랑하는 걸작 중의 걸작이자 고전 발레의 명작으로 불린다. 

발레 <라 바야데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3막 ‘망령들의 왕국(The Kingdom of the Shades)’이다. 오직      

<라 바야데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3막은 <백조의 호수>의 호숫가 군무 장면이나 <지젤>의 윌리 군

무와 함께 ‘발레 블랑(Ballet Blanc, 백색 발레)’의 최고봉으로 불린다. 하얀 튜튜와 스카프 차림으로 가파른 언덕을 가로지르며 끊

임없이 내려오는 32명의 망령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든다. 이 군무는 <라 바야데르>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감동과 탄식을 자아내며 3막의 포문을 연다.

열정을 느끼게 하는 루드비히 밍쿠스의 음악, 마리우스 프티파의 전설적인 안무, 올레그 비노그라도프의 연출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발레 <라 바야데르>의 이번 공연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월드

스타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13년 만에 내한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에 설 예정이다. 무용계 아카데미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

(Benois de la Danse)’를 2회 수상(2005, 2015)한 ‘세기의 발레 여신’의 내한에 벌써부터 발레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 세계의 영원한 크리스마스 전령사, 최고의 스테디셀러 호두까기 인형_The Nutcracker

12.20~30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

2018년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영원한 전령사이자 대중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호두까기 인형>이다.  

<호두까기 인형>은 주인공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과 꿈속 과자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 동화 같은 이야

기를 담은 따뜻한 작품이다. 전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콤비 차이콥스키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으로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 3대 명작’으로 불린다.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에서 초연 후 120여 년간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봐야 할 공연으로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 원작의 스

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눈송이 요정들의 일사불란한 군무, 과자의 나라에서 펼쳐지

는 러시아, 스페인, 중국, 아라비아 인형의 춤, 귀엽고 깜찍한 양치기 소녀와 어리석은 늑대, 그리고 차이콥스키 음악에 맞춘 주인

공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의 수준 높은 2인무까지 볼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하기 쉬운 마임과 스토리, 정통 클래

식이 자아내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까지 곁들여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고의 발레 입문작으로 손꼽힌다. 

한 해를 마감할 때 떠오르는 공연이 있다. 음악 공연으로 베토벤의 ‘합창’을 

꼽는다고 하면, 발레에서는 단연코 <호두까기 인형>일 것이다. <호두까기 인형>이 

스테디셀러로서 각광받는 이유는 단지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총천연색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야기와 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그려낸 <라 바야데르>가 찾아온다.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 

무엇보다 관객석까지 들썩이게 하는 루드비히 밍쿠스의 음악이야말로 제일가는 매력 

포인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시간이 지나도 큰 사랑을 받는 두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글 | 유니버설발레단

한 해를 마감하며 
가장 뜨겁고도 친근한 두 
발레 작품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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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너 김세일과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만들어내는 리트의 밤

김세일 & 손민수 듀오 리사이틀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11.23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오라토리오와 리트 무대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미성의 테너 김세

일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호넨스 콩쿠르 첫 한국인 우승자인 피아

니스트 손민수가 청춘의 사랑과 실연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슈베르트의 연

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을 11월 2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들려준다.

서울예고 선후배 사이로 학창 시절을 함께한 테너 김세일과 피아니스트 손

민수는 이번 리사이틀로 20여 년 만에 재회한다. 무대에서 두 연주자가 들려

줄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는 <겨울 나그네> <백조의 노래>와 함께 슈베

르트의 3대 연가곡 중 하나로 뮐러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1시간

이 넘는 대곡이며, 사랑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의 전환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쉽지 않아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드문 귀한 무대이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색을 지닌 테너 김세일과 음악적 지성

은 물론 시적 비전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

씨> 전곡 공연을 오는 11월에 만나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관 황제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 <Romantic Horn>

11.3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나오코 엔도(피아노), 이명주(소프라노), 김덕우•김범구(바이올린), 이신규(비

올라), 심준호(첼로)

2015년,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호른 수석으로 선임되었다

는 소식으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위상을 높였던 호르니스트 김홍박이 

2년 만에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제3회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에서 음악 부문 신인 예술가상을 수상했던 첫 리사이틀에서는 

프랑스 레퍼토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공연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

시아 등 19세기 유럽 전역에 흘러넘치던 낭만 시대의 정취를 독주와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하며 호른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작곡가 라이네케의 야상곡, 슈만의 로망스를 호른 음

악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또한 김홍박의 절친한 음악 동료인 바이올리니스

트 김덕우•김범구, 비올리스트 이신규, 첼리스트 심준호가 함께하는 이탈리

아 작곡가 시니갈리아 ‘호른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로망스’ 무대, 그리고 이

어지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명주와의 무대인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 연

가곡 ‘브르타뉴의 젊은 목동’에 이르기까지, 앙상블 속에서 발견하게 될 호른

의 또 다른 면모들이 본 공연의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김홍박의 세계 정상급 연주력에서 더 나아가, 이번 리사이틀은 낭만의 시대

와 그 시대의 정서를 관객과 공유하며 그가 지닌 소통의 힘을 확인하는 무대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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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38-3816 | www.mocproduction.com 

예매 www.sacticket.co.kr | www.interpark.com

가을이라 하기에는 쌀쌀하고 겨울이라 하기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11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종신수석으로 활동 중인 호르니스트 김홍박의 리사이틀 <Romantic Horn>과 

테너 김세일 &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첫 듀오 리사이틀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다. 가을과 겨울 사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이 전해주는 낭만 음악을 통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글 | 목프로덕션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낭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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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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웅준, 기타 그룹 피에스타가 있다.

문의 02-737-0708 | www.bomarts.co.kr

경기필 비르투오소 시리즈Ⅵ – 조진주&경기필

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0.1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뛰어난 표현력과 매력적인 음색, 그리고 섬세한 프레이징으로 전 세계의 주

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예술의전당과 경기문화의전당에

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베를린 필

하모닉 홀에서 공연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핀커스 주커만, 슐로모 민

츠, 빌데 프랑, 케이트 로열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협연을 해오고 있다. 특

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리카르도 무티가 2년에 걸쳐 두 번을 지휘해 주목받

기도 했다.

조진주는 이번 경기필하모닉과의 협연에서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진주의 풍성하고도 강렬한, 매력적인 카리스마와 함께 재탄생할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를 기대해도 좋다.

 

아름다운 선율, 부드러운 음색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윤홍천

<Schumann.Schubert.Liszt> 10월 음반 발매

유럽에서 ‘윌리엄 윤’으로 더 유명한 피아니스트 윤홍천은 알프레드 브렌델

의 섬세한 뉘앙스와 다니엘 바렌보임의 따듯한 음색을 겸비하고 있다고도 

평해진다. 슈만 ‘위모레스크’, 슈베르트 ‘우울한 왈츠’와 ‘그리움의 왈츠’, 리스

트 ‘빈의 야회’ 등이 수록된 윤홍천의 앨범이 10월에 소니클래시컬을 통해 발

매될 예정이다.

윤홍천은 16세 때 미국에서 벤저민 잰더가 지휘하는 보스턴 유스 필하모닉

과 데뷔 무대를 선보인 이후, 2001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활동 무

대를 옮겼다. 완벽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피아노의 시인’ 윤홍천은 2017년 ECHO상 수상에 빛나는 아티스트로서 클래

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더욱 사랑받고 있다.

한국 성악계의 거목 바리톤 김성길과 그 뒤를 잇는 차세대 바리톤 

이응광이 오는 10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한국 성악계의 선구자와 그 뒤를 잇는 차세대 성악가의 세대 

간 교감이 빚어낼 이번 공연의 부제는 ‘Youth &Love’이다. 

1부에서 연주될 본 윌리엄스의 ‘Songs of Travel’ 중 한 곡에서 

따온 이 부제는 ‘젊음, 젊은이’로 대변되는 바리톤 이응광의 열정, 

그리고 그를 뒤에서 바라보는 스승 김성길의 진심 어린 애정과 

예술, 나아가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무대를 

뜻한다. 1부에서는 민속적이고도 독창적인 브리튼, 윌리엄스, 

코플런드의 가곡을, 2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드러나는 

얼굴, 눈, 그리움의 아리랑, 사공의 노래, 거문도 뱃노래 등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2부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아나스타샤 코츠카로바가 특별 출연한다. 그녀가 부르는 우리 

가곡으로 가곡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톤 김성길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볼티모어, 리더크란츠, 영 

아티스트 길드 등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한국 성악가로서 세계에 

이름을 알린 선구자이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다. 

바리톤 이응광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독일 알렉산더 

지라르디, 이탈리아 리카르도 잔도나이, 스위스 에른스트 

헤플리거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다. 또한 스위스 

바젤 오페라 하우스 최초 동양인 전속 주역 가수로 입단해서 

주목받은 바 있다.(10.2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봄아트프로젝트 

세대 간의 교감이 빚어낼 감동의 무대!

바리톤 
김성길& 이응광 
가곡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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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 임동혁 ‘그랑 듀오’ 콘서트

11.18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1세기 한국 클래식을 이끌 젊은 두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슈베르트 포 투>에 이어 다시 한 번 듀

오 콘서트를 갖는다.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은 DG와 녹음

한 4장의 음반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Schubert for Two(슈

베르트 포 투)’를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듀오 연주로 발매했다. 그

해 같은 제목의 매혹적인 랑데부 공연을 가져 2015년 최고의 실내

악 연주와 하모니라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비르투

오소의 연주는 호흡, 기량 등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찰떡궁합’! 앞

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DG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두 연주자가 의기투합했다.

세계 정상급 실력의 두 연주자가 서로의 음악을 인정하고, 음악적 

교감을 얻고자 함께했던 ‘첫 연주’,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비

르투오소가 고민한 선택지는 독일-오스트리아 고전주의 작곡가

의 숨결이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가 남긴 피아노와 바이올

린을 위한 소나타 명곡은 시대를 초월해 연주자나 관객에게 항상 

초심을 요구한다. 두 연주자는 이번 무대에서 관객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 위해 600석이라는 작은 공간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들려

줄 음악은 거장의 품격과 위용으로 다가올 것이다.

 

오페라 콘체르탄테 <돈 조반니>

10.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6년부터 시작한 아트앤아티스트의 ‘오페라 콘체르탄테’ 시리

즈. <파우스트의 겁벌>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 이

은 네 번째 작품으로 <돈 조반니>를 무대에 올린다.

모차르트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돈 조반니>는 모차르트가 

대본 작가 로렌조 다 폰테와 함께 만든 3대 작품 중 하나로 비극

과 희극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이 작품은 1787년 초연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중 하나이다.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방탕한 귀족 돈 조반니, 매사 삐딱하고 건방진 하인 레

포렐로, 복수의 화신 돈나 안나, 지고지순 순정파 돈나 엘비라, 철

없지만 매력적인 하녀 체를리나, 순진한 청년 마제토 등 각각의 

분명한 캐릭터와 권선징악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La ci darem la mano(우리 두 손을 잡고)’ ‘Madamina, il catalogo e 

questo(카탈로그의 노래)’ ‘Fin ch’han dal vino(샴페인 송)’ 등 다양

한 캐릭터들이 선보이는 달콤한 아리아부터 격정적이고 드라마틱

한 아리아, 레치타티보, 리듬과 조성의 변화 등 변화무쌍하고 긴장

감 넘치는 음악은 관객들을 오페라로 더욱 몰입시킬 것이다. 명실

공히 최고의 베이스 손혜수를 비롯하여 유럽과 북미 등 세계 무대

에서 활동 중인 한지혜, 국내 오페라를 이끌고 있는 바리톤 우경

식, 소프라노 김신혜, 정혜욱이 무대에 선다. 여기에 몬트리올, 퀸

소냐 등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테너 박승주, 

차세대 오페라 스타 베이스 한태인, 고우림이 출연하며,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크로스오버 보컬그룹 미라클라스 콘서트 <로만티카>

12.16 롯데콘서트홀

JTBC <팬텀싱어2> 준우승팀인 ‘미라클라스’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

한다. 팬텀싱어 역대 최고의 명곡 ‘Feelings’를 노래한 ‘미라클라스’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리톤 김주택이 이끄는 최고

의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킹키부츠> <이블데드> <웃는 남자>의 

주인공 뮤지컬 배우 박강현, 건강한 음색의 농부 테너 정필립, 크

로스오버형 만능 베이스 한태인이 멤버이다.

기적(Miracle)과도 같은 클래스(Class)를 자랑하는 이들은, 서정성 

짙은 크로스오버 곡과 개성 넘치는 곡을 소화하며 과감한 선곡과 

안정적인 실력으로 유례없이 ‘기적적인’ 크로스오버 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는 10월에 데뷔 음반 <로만티카>를 발매하며,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한다. 방송을 

통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Feelings’ ‘Notte’ ‘Look 

Inside’를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될 이번 앨범은 루치아노 파바로

티, 플라시도 도밍고, 사라 브라이트만 등이 부른 크로스오버 명

곡을 미라클라스만의 특별한 색채와 하모니로 클래시컬하게 재해

석했다. 글 | 아트앤아티스트
문의 02-3443-9482/9483

예매 www.interpark.com
김수연&임동혁“그랑 듀오”콘서트

최정상 비르투오조의 만남

2018. 11.18 SUN 8 PM

11
9 1899-0042

과 함께하는

MOZART | Violin Sonata No.21 in E Minor, K304         SCHUBERT | Violin Sonata in A Major D 574 "Grand Duo"         BEETHOVEN | Violin Sonata No.9 in A Major, Op.47 "Kreutzer"

GRAND
D 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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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을 ‘문화’로 잇는 가장 단단한 연결 고리

주한독일문화원 개관 50주년 페스티벌 
‘소리의 흔적’

10월,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여물어간다. 한국에 독일 문화를 

선도적으로 알린 주한 독일문화원의 개관 50주년 페스티벌과 함께 

한적한 주말, 문화의 향기에 흠뻑 젖어보는 건 어떨까?

임선혜의 윤이상 가곡, 환상적 조합의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10.20 예술의전당 17시 개막 

프로그램은 독일 작곡가의 계보를 개관하고 그들이 남긴 실내악 명작들을 살펴보는 데 

매력이 있다. 상업 연주회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말러 피아노 4중주를 시작으로 윤이

상 피아노 트리오(1972/75)를 거쳐 솔리스트적 기량이 뒷받침될 때 극치를 발하는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로 마무리된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한국 예술가곡을 부른 임선혜는 윤

이상 ‘고풍 의상’ ‘그네’ ‘달무리’ 세트와 슈베르트 가곡, ‘바위 위의 목동’을 소화한다. 임선

혜의 슈베르트는 국제 슈베르트 콩쿠르에서 입상할 만큼 정통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벤저민 모저 & 니콜라 위르겐센으로 듣는 윤이상과 슈톡하우젠

10.21 예술의전당 14시 

비장미 감도는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K.478로 시작된다. 작곡 당시에는 일반 관객이 수

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판을 파기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마무리는 슈만 피아노 5중

주 Op. 44로 현악 4중주에 피아노가 더해질 때 어떻게 예술성이 높아지는지 보여주는 교

과서다. 노부스 콰르텟의 중추적인 멤버, 김재영 .김영욱의 출중한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벤저민 모저가 연주할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은 쇤베르크 12음 기법이 짙게 

남아 있다. 니콜라 위르겐센은 현대 클라리넷 음악의 문제작 ‘우정’을 연주한다.

조은화 신곡 세계 초연, 김영욱-빌볼의 모차르트 콘체르탄테

10.21 예술의전당 20시 페스티벌의 폐막

바흐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 협주곡으로 케루비니 콰르텟의 리더였던 포펜과 그의 

제자 김재영이 정반합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임선혜는 포펜이 지휘하는 코리안 체임

버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장기인 모차르트 콘서트 아리아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나요’ 

KV505를 부르고 위르겐젠은 모차르트 최만년작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한다. 퀸 엘리자

베스 콩쿠르 사상 작곡 부문 첫 여성 우승자인 조은화의 신곡이 끝나면, 김영욱과 빌볼 

투톱의 모차르트 협주교향곡 KV364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용산구 후암동 남산 끝자락에 위치한 주한 독일 문화원의 원래 명칭은 괴테 인스티투트다. 도심 속에 

숨어 있는 별장 같은 이곳은 오래전부터 강연과 오페라 영화 상영, 살롱식 음악회가 함께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아지트였다. 또한 무수히 많은 한국의 음악도들이 독일 유학을 떠나기 위해 어학 시험부터 

유학 정보 취득을 위해 이곳을 거쳤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클래식 문화의 토양과 양분을 북돋운 

곳이다. 페스티벌 주제는 ‘소리의 흔적’이다. 축제에 소개되는 곡들을 통해 자연스레 독일 음악의 역사를 

개관하고, 바흐부터 슈톡하우젠까지 이어지는 클래식 예술의 자취를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돌아보는 

자리다.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국 작곡가 윤이상과 지금도 현지에서 활약하는 조은화의 

작품을 배치해, 한국과 독일이 어떻게 역사적 및 음악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살핀다.

페스티벌 음악감독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은 클라라 주미 강과 노부스 콰르텟의 스승이자 여러 차례 

내한한 친한파 음악가다. 포펜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한국 음악가(임선혜, 김태형, 

김재영, 김영욱)들과 실력파 독일인 뮤지션(안드레아스 빌볼, 베네딕트 클뢰크너, 니콜라 위르겐센, 

벤저민 모저, 다비트 슐트하이스)의 인선과 프로그래밍을 총괄했다. 축제는 10월 20~2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총 3회 공연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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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review
스 타 즈  온  스 테 이 지

111년 만이라는 여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8월 15일, 

개관 2주년을 맞이한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마치 야구나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최고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클래식 올스타 무대’가 

마련되었던 것.

‘스타즈 온 스테이지(Stars on Stage)’라 이름 붙인 별들의 잔치는 낮 12시에 시작해 밤 

10시경까지 이어진 일종의 마라톤 콘서트였다. 지금까지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릴레이 

공연으로 낮 12시, 2시 30분, 5시, 7시 30분까지 모두 네 차례의 공연이 이어졌다. 연주 

시간은 길었지만 15명의 기라성 같은 젊은 클래식 스타들이 등장해 팬들을 기쁘게 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김선욱·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김봄소리,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문태국, 노부스 콰르텟, 김재원이 이끄는 클럽M 멤버들.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황수미는 성악가로는 유일하게 공연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인기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클래식 음악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중음악 쪽에서는 일찍이 실력 있는 매니지먼트사가 좀 더 체계적인 

준비와 기획, 홍보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는데, 클래식 음악도 

매니지먼트사의 성장으로 시장이 커져 이전보다 더 잘 준비되고 개성 넘치는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반면, 소속사가 서로 다른 경우 연주자 간의 자유로운 교류나 

앙상블은 어려워져 아쉬웠다.

‘스타즈 온 스테이지’는 아티스트 간의 단절 문제를 해결했다. 심지어 스타급 연주자들 

15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 팬들을 위한 축제인 것이다. 

스타들의 무대를 한 번에 접할 기회도 잡기 어렵겠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의 음악회는 한 번에 여러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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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빛난 별들의 잔치
‘스타즈 온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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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었고, 티켓 가격까지 경제적인 수준으로 낮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총 4부로 나뉜 10여 시간에 걸친 공연은 매우 

순조롭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음악과 동료와의 앙상블을 즐겼을뿐더러, 무대 뒤 매니지먼트 담당자들 역시 

훌륭했다.

성찬 중에서도 성찬! 클래식 올스타 전

클럽M 멤버들은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와 생상스의 ‘타란텔라’ 연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김수연, 이상 엔더스, 임동혁의 멘델스존 트리오는 의외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주었다. 2콘서트에 출연한 김수연과 선우예권은 견줄 데 없이 

세련되고 안정된 프랑크 소나타를 연주했다. 김선욱과 이상 엔더스가 만들어낸 

드뷔시와 슈만의 하모니는 예상외의 즐거움을 주었다. 3콘서트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첼리스트 문태국의 첫 만남은 그들의 젊음만큼이나 신선했고, 노부스 

콰르텟의 치밀한 앙상블 위에 얹힌 황수미의 노래는 명불허전이었다. 가장 많은 

팬들이 찾았던 4콘서트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임동혁과 선우예권이 

등장해 두 대의 피아노로 루토슬라브스키의 파가니니 변주곡과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춤곡을 연주했다. 거장이 만들어낸 뜨거운 작품이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 

두 피아니스트의 손에 의해 인상적으로 살아났다. 마치 배틀을 보는 듯한 

긴장감과 함께, 이 둘을 한 프레임에서 볼 수 있다는 시각적 쾌감마저 안겨주었다. 

김선욱과 노부스 콰르텟의 프랑크 피아노 5중주는 전에 들을 수 없었던 훌륭한 

앙상블이었다.

앙코르 무대 역시 기가 막혔다. 수많은 피아노 팬들은 임동혁, 김선욱, 선우예권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비좁은 의자에 앉아 어깨를 구겨 넣으며 라흐마니노프 ‘여섯 

손을 위한 로망스’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연주자들이 입장할 때부터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열광했다. 마지막 앙코르로는 모든 연주자들이 무대에 등장해 

‘아리랑’을 연주했다.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명장면으로 꼽을 만했다.

자기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다고 했던가? 물론 이날 가장 빛났던 대상은 ‘클래식의 

어벤저스’로 불렸던 무대 위의 스타 연주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제공한 크레디아와 목프로덕션, 빈체로, 

봄아트프로젝트, 아트앤아티스트, 스톰프뮤직, 스테이지원 등 7곳의 클래식 

매니지먼트사의 공을 빼놓을 수 없겠다. 이들의 대의적인 협업이 없었더라면, 

스타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앙상블과 음악적 시너지도 결코 만나볼 수 없었을 

것이다. 글 | 이상민 클래식 음악 큐레이터  사진 제공 | 크레디아

무대 뒤 스케치들

8월 15일은 그야말로 별들의 대잔치였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만큼 무대 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모두 이날 공연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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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MON) 20:00 LOTTE

사이먼 래틀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재닌 얀센) 

R석 35만원, S석 28만원, A석 22만원, B석 14만원, C석 7만원

10 4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콜야 블라허

전석 8만원

10 5 (FRI) 20:00 SAC

모차르트 오페라 콘체르탄테 <돈 조반니>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B석 5만5천원

10 7 (SUN) 17:00 SAC  유료회원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0 7 (SUN) 17:00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유료회원 

2018 막심 므라비차 with His Band <New Silk Road>

VIP석 13만2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10 12, 13 (FRI, SAT) 20:00, 17:00 SAC

서울시향 2018 번스타인 100주년 기념 오페레타 ‘캔디드’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10 13 (SAT) 20:00 LOTTE  유료회원 

파비오 루이지 초청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C석 3만원

10 14 (SUN) 17:00 SAC  유료회원 

클라라 주미 강 & 알레시오 백스 듀오 리사이틀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10 17 (WED) 20:00 SAC  유료회원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10 19 (FRI) 20:00 LOTTE 

에사 페카 살로넨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협연: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R석 33만원, S석 27만원, A석 15만원, B석 7만원

10 19, 20 (FRI, SAT) 20:00 SAC, LOTTE  유료회원 

KBS교향악단 제 735회 정기연주회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10 20 (SAT) 20:00 SAC  유료회원 

바리톤 김성길 & 이응광 가곡 콘서트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0 28 (SUN) 17:00 SAC  유료회원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10 30 (TUE) 20:00 LOTTE

칙 코리아 내한공연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11 1˜4 (THU~SUN) 19:30, 15:00 SEJONG

유니버설 발레단 <라 바야데르>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11 3 (SAT) 17:00 SAC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R석 25만원, S석 18만원, A석 11만원, B석 6만원 

11 29 (THU) 20:00 SAC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R석 30만원, S석 20만원, A석 12만원, B석 7만원

11 30 (FRI) 20:00 SAC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협연: 예프게니 키신)

R석 38만원, S석 28만원, A석 18만원, B석 8만원

12 2 (SUN) 19:00 LOTTE

한스 짐머 vs 존 윌리엄스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12 4 (TUE) 20:00 LOTTE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4 _ 최희준 & KBS교향악단 

(협연: 에드가 모로)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2 6 (THU) 20:00 SAC  유료회원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협연: 조성진)

R석 20만원, S석 16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12 7 (FRI) 20:00 SAC  유료회원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협연: 안네 소피 무터)

R석 20만원, S석 16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12 8 (SAT) 17:00 SAC

국립합창단 제 175회 정기연주회 _ 헨델의 <메시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12 13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안드레아스 슈타이어 (하프시코드)

전석 7만원

12 14, 15 (FRI, SAT) 20:00, 17:00 LOTTE

서울시향 2018 마르쿠스 슈텐츠와 안드레아스 오텐자머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12 16 (SUN) 16:00 수원SK아트리움  유료회원 

2018 클래식 데이트 리처드 용재오닐 송년음악회 <선물>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2 26˜30 (WED~SUN) 19:30, 17:00 SEJONG

서울시립오페라단 현대 오페라 시리즈 2 <노처녀와 도둑>

전석 3만원

12 28 (FRI) 20:00 SAC 유료회원 

KBS교향악단 제 737회 정기연주회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11 3 (SAT) 20:00 LOTTE

유리 테미르카노프 &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석 25만원, S석 20만원, A석 15만원, B석 10만원, C석 7만원

11 4 (SUN) 17:00 LOTTE

안드라스 시프 피아노 리사이틀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11 5 (MON) 20:00 LOTTE  유료회원 

양성원 & 엔리코 파체 DUO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1 7 (WED) 19:30 DAEJEON

2018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 

<임선혜 & 비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11 8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윤홍천 친애하는 모차르트

전석 4만원

11 15 (THU) 20:00 SAC  유료회원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협연: 다닐 트리포노프)

R석 28만원, S석 23만원, A석 18만원, B석 12만원, C석 6만원

11 15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양인모, 일리야 그린골츠 ‘Match Point’

전석 4만원

11 16 (FRI) 19:30 TONGYOUNG 유료회원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김다미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1 16 (FRI) 20:00 SAC  유료회원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협연: 조성진)

R석 28만원, S석 23만원, A석 18만원, B석 12만원, C석 6만원

11 22 (THU) 19:30 SEJONG

게르기예프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선우예권)

VIP석 25만원, R석 20만원, S석 15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11 22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마한 에스파하니 (하프시코드)

전석 7만원 

11 23 (FRI) 20:00 SAC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09회 정기연주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11 24 (SAT) 17:00 TONGYOUNG 유료회원 

탄야 베커-벤더 바이올린 리사이틀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1 27, 28 (TUE, WED) 20:00 LOTTE 유료회원 

불가리아 국립 방송 교향악단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11 29 (THU) 20:00 KUMHO

아름다운 목요일 _ 엘리소 비르살라제 (피아노)

전석 8만원

What s On 2018 OCTOBER
NOVEMBER
DECEMBER

clubbalcony.com

표기는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할인율입니다.

추가되는 할인 공연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공연일정과 할인율은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LOTTE  롯데콘서트홀

SAC  예술의전당

SNART  성남아트센터

SEJONG  세종문화회관

KUMHO  금호아트홀

LG 엘지아트센터

TONGYOUNG 통영국제음악당

DAEJEON 대전예술의전당

Club
BALCONY1577-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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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orial

<여섯 가지 테마의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여섯 가지 테마의 주얼리는 대담한 컬러 대비와 조화를 통해 인도, 일본, 아프리카, 동유럽 등 세계 각지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각각의 주얼리가 가진 강렬한 컬러의 힘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 셀렉션들을 통해,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주는 이 여섯 가지 테마의 작품들은 전에 없는 컬러 조합을 선보이며, 기존 까르띠에가 가졌던 컬러 코드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까르띠에는 메종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통해 인간의 손길로 완성된 모든 작품에 깃든 매력과 따뜻함을 컬렉션에 부여합니다.

홀리카 HOLIKA–   
인도

마쯔리 MATSURI–   
아시아

요시노 YOSHINO–   
일본

카나가 KANAGA–   
아프리카

오리엔포니 ORIENPHONIE–   
남태평양의 심해

크로마포니아 CHROMAPHONIA–   
동유럽

Coloratura de Cartier 
High Jewelry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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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는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Coloratura de Cartier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감각적인 색채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Coloratura콜로라투라’라는 용어는 빠른 템포의 

화려한 기교가 가득한 아리아에서 그 스릴 넘치는 화려한 악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장의 

목소리를 일컫습니다. 까르띠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컬러 스톤들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는 음악과 

색채의 벽을 허물고, 컬러가 가진 강한 힘을 깊은 울림으로 전달하여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까르띠에는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고 각각의 대륙이 지닌 다양성을 고유의 전통 안에 조화롭게 

녹여냅니다. 축하와 나눔, 기쁨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상관관계,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문화의 연결을 조명합니다.

까르띠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풍부한 컬러 팔레트로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인도의 생동감 넘치는 컬러, 동양권 문화에서 돋보이는 

선명한 색채 대비의 미학, 일본의 은은하고 미묘한 색채의 조합, 스타카토를 연상시키는 

아프리카의 강렬한 톤. 이 모두가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컬러에 바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탄생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며, 축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조합을 통해 ‘환희’의 감정을 시각적 효과로 만들어낸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는 스톤의 선별 작업에서부터 과감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채로운 

컬러와 기쁨이라는 정서를 테마로 유지하기 위해 레드와 화이트, 그린과 블랙 같은 

강렬한 컬러 조합을 선택했고, 수많은 비즈의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 그리고 탐험을 표현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정형화된 컬러 코드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었고,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대담한 컬러 조합을 선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번 컬렉션은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어링과 링 등을 

포함한 총 128피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약 160여 피스의 작품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콜로라투라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작품 중, 

새로운 컬렉션을 대표하는 여섯 가지 테마의 주얼리를 소개합니다. 

문의 1566-7277(까르띠에 컨택 센터)

V
in

ce
nt

 W
ul

ve
ry

ck
 ©

 C
ar

tie
r



82 83CLUB BALCONYOCTOBER- DECEMBER 2018

무브먼트를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 무브먼트 두께는 약 6.2mm이며, 토노(tonneau)형 모양의 케이스 색상은 

화이트 또는 레드 골드가 있다. 제작 과정 내내 모두의 목표는 바로 힘든 노동과 작업대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을 

잊게 할 만큼의 아름다운 타임피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RM037의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그러나 폭이 좁은 케이스에 탑재 가능한 오토매틱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노미터의 측정 결과나 효율적인 오토매틱 와인딩, 또는 충격 저항 등 성능에 있어서도 저희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무브먼트 테크니컬 디렉터인 살바도르 아르보나(Salvador Arbona)는 

또 이렇게 이어갔다. “이 여성용 타임피스는 주얼리 워치지만 연약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착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이얼과 핸즈, 액세서리가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게 외형이 고급스럽죠.”

강렬한 그래픽 표현 방식 - A FORCEFUL GRAPHIC IDIOM

레이디스 컬렉션 디렉터 게나는 브랜드의 기계적 정교함에 걸맞은 주얼리 세팅을 하는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디자인했다. 독특하면서도 복합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탈리스만 컬렉션을 제작하기 위해 보석 세공사, 다이얼 

제작자, 시계 기술자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테스트에 투입되었다. 장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스켈레톤화 작업, 

보석 세팅, 다이얼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메커니즘의 이상적인 비율을 구현해냈고, 마침내 휠이 

구동하는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다.

RM71-01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과하지 않은 영롱함과 광채가 느껴진다. 각 스톤들은 일정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띠며 캘리버의 내부 벡터(vector) 중 하나를 향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다이얼은 투르비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0.9mm에 불과한 두께에 정밀한 마감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공정이었다. 

샌드블래스팅, 폴리싱 등 모든 작업이 매우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 단계에 거쳐 완성되었고, 시계의 베젤 부분은 버전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사이즈, 모양, 개수를 달리하며 세팅했다. 케이스 

백 또한 무광 음각을 새겨 보석의 반짝임, 그리고 폴리싱 표면의 

고광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

신제품 RM71-01 오토매틱 투르비용 탈리스만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착용자와 시간을 공유하는, 손목 

위의 행운의 징표이다. 브랜드의 대표적 특징인 기술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부적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일상생활에서 타임피스를 

착용하는 여성들의 수호신이 되어줄 제품이다.

리차드 밀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생기 넘치는 여성성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토매틱 투르비용 

무브먼트(CRMT1)를 탑재한 RM71-01 탈리스만을 출시했다. 

초고성능의 슬림한 오토매틱 투르비용에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마더 오브 펄, 오닉스, 그리고 사파이어까지 더해져 타임 

피스의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 총 10개의 베리에이션(variation)으로 

선보이는 RM71-01 오토매틱 투르비용 탈리스만은 첨단 기술과 파인 

주얼리 예술의 접점을 보여주는 궁극의 타임피스이다.

부족 미술과 아르 데코의 연금술 - INSPIRATION

듣는 순간 마법의 부적을 연상시키는 탈리스만 컬렉션은 부족 

미술(tribal arts)과 아르데코(art deco)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연금술이다. 이번 컬렉션 디자인은 아르데코뿐 아니라 위대한 근.현대 

거장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가면, 아프리카 조각상 등과 같은 부족 

미술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컬렉션의 콘셉트는 초기 스케치 단계부터 

매우 빠르게 구체화되었고,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바탕으로 열 개의 

서로 다른 케이스와 다이얼을 만들어냈다. 또한 다양한 조합의 세팅과 

케이스 인그레이빙(engraving)을 통해 스켈레톤 무브먼트의 매력이 

최대한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빛나는 보석 스톤으로 돋보이는 

다이얼은 두 가지로 확연히 구분되는 요소를 담았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측면을, 다른 하나는 도시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혁신 - INNOVATION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마스터 

피스, RM71-01 오토매틱 

투르비용 탈리스만은 

주얼리와 케이스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무브먼트와 

다이얼, 그리고 케이스는 

각각의 베리에이션에서 

미적.기술적.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자인도 특별해야 하지만 성능, 안정성, 그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탁월한 마감 처리와 같은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타임피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리차드 밀은 여덟 번째 인하우스 

캘리버, CRMT1을 RM71-01에 탑재했고 티타늄 소재의 CRMT1 

무브먼트의 무게는 8g에 불과하다. 투르비용이 안전하게 회전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스켈레톤으로 되어 있어 

advertorial

놀라움과 경이로움,  끝없이 샘솟는 창의력의 결정체

RM71-01 Automatic 
Tourbillon Talisman

클래식 클라우드
프리미엄 클래스

classic cl
oud

내 인생의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

“국내 최대 인문기행 프로젝트의 프리미엄 강연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거장을 탄생시킨 시대와 공간, 문화 속으로 떠나는 고품격 강연.

한 달에 한 명의 거장을 ‘제대로’ 만나며 나만의 깊이를 만들어보세요.

10월
푸치니x유윤종

11월
모차르트x김성현

10월 12일(금)

세기말 오페라 극장의 구원자

10월 19일(금)

성공하는 오페라의 공식

10월 26일(금)

투란도트의 수수께끼

11월 9일(금)

레오포트와 모차르트:아버지가 키운 

아들, 아버지를 능가한 아들

11월 23일(금)

천재의 탄생 비결:그랜드 투어

11월 30일(금)

모차르트 비장의 무기

:오페라와 피아노 협주곡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 석사.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SPO 편집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졸업.

조선일보 기자

도서

발간 예정

강의시간   저녁 7시 30분~9시 20분, 매회 110분(80분 강연, 30분 Q&A)

강의장소   광화문 씨스퀘어 빌딩 1층 스페이스 라온

인원   테마별 선착순 50명(전월 말일 접수마감)

수강비용 및 혜택   1개월 9만원(3회 강연/클래식 클라우드 월별 테마도서 1권 포함) 

신청 문의 www.book21.co.kr (031-95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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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orial

입체적인 볼륨과 
화려한 

광채로 가득한 
뻬를리 컬렉션
섬세한 라인의 뻬를리™ 컬렉션은 

하드 스톤과 다이아몬드가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브레이슬릿을 선보입니다. 

유서 깊은 골드 비즈의 전통과 다양한 

컬러의 조합으로 탄생한 감각적인 

작품들과 그 무한한 가능성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매혹적인 컬러

올해 선보이는 뻬를리 컬러 브레이슬릿은 반클리프 아펠의 비트윈 더 핑거 링™ 컬렉션에 담긴 메종의 

철학과 만나 아름다운 컬러가 공존하는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다이아몬드와 카보숑 컷의 하드 

스톤이 서로를 바라보듯 응시하면서 제품 본연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옐로우 

골드는 말라카이트의 은은한 광채와 어우러져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고, 화이트 골드는 터콰이즈와, 

따뜻한 핑크 골드는 커넬리언의 강렬한 색채와 함께 더욱 화려한 빛을 발산합니다.

섬세하고 눈부신 비즈로 완성된 브레이슬릿은 컬렉션의 유쾌한 감성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손목 

주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빛이 젬스톤의 진귀한 자태에 우아한 품격을 더하고, 

뻬를리 컬렉션의 링과 펜던트, 이어링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와 골드 비즈의 향연 속에서 작품의 

고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려한 빛을 자아내는 리본

세 가지의 섬세한 브레이슬릿은 한 줄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양옆에 두 줄의 골드 비즈가 세팅되어 

뻬를리 다이아몬드 작품에 내재된 컬렉션의 철학을 형상화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유려한 라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젬스톤이 춤을 추듯 손목 주변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브레이슬릿을 함께 레이어링하면 각기 다른 골드 소재가 발산하는 매혹적인 

컬러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화이트 골드에 햇살을 머금고 있는 옐로우 골드로 손목에 

화사한 빛을 더하고 핑크 골드로 따뜻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연출을 위해 

둥근 모양의 글자가 새겨진 뻬를리 컬렉션의 시그니처 작품, 또는 유려한 라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뻬를리 골드 비즈 브레이슬릿과 함께 매치할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감춰진 클래스프와 다양한 

사이즈로 손목에 우아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노하우

뻬를리 컬렉션에는 반클리프 아펠의 경이로운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메종은 

전문 지식과 장인 정신을 활용해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모든 비즈는 

수공 처리된 후 폴리싱 과정을 거쳐 소재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빛을 발산합니다.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주얼리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오픈 브레이슬릿의 힌지에 젬스톤을 장식하고, 

반클리프 아펠의 미러 폴리싱 테크닉을 사용해서 내부 표면을 폴리싱 처리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엄격한 원석 감정 기준에 따라 D, E, 또는 F 컬러 등급 및 IF, VVS1, 또는 VVS2 

클래러티 등급의 원석만 엄선합니다. 뻬를리 다이아몬드 작품은 하이 주얼리의 정수, 빛을 통과시키는 

오픈워크 골드 구조를 통해 강렬한 빛의 향연을 펼쳐 보입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하드 스톤 역시 메종의 엄격한 선별 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만을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짙은 그린 컬러의 말라카이트는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개의 라인을 따라 서정적인 

은유를 속삭이고 터콰이즈는 균일하고 강렬한 블루 컬러를 발산합니다. 커넬리언의 짙고 따뜻한 레드 

오렌지 컬러는 폴리싱 과정을 거쳐 더욱 아름다운 본연의 컬러를 선보입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시그니처 스타일

2008년 탄생한 뻬를리 컬렉션은 메종의 역사에 존재했던 골드 비즈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1920년대 

이후부터 작품의 가장자리에 스톤과 모티프를 배치하는 스타일을 선보인 메종은 1948년을 기점으로 

한층 더 화려하고 전문적인 형태를 선보입니다. 수량과 크기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링에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3년 시작된 은은하고 유려한 스타일의 주얼리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골드 비즈를 전면에 내세운 트위스트 컬렉션이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트위스트 컬렉션은 비즈 브레이드에 붉은 빛이 감도는 오렌지 

컬러의 코랄, 화려한 블루 컬러의 터콰이즈, 유백색의 컬처드 펄 

등 다양한 소재의 결합을 통해 더욱 특별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1968년 이후 골드 비즈는 행운의 상징이 된 알함브라  컬렉션의 

섬세한 라인을 장식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뻬를리 컬렉션에서 뻬를리 골드 비즈, 뻬를리 컬러, 뻬를리 

다이아몬드, 뻬를리 클로버, 뻬를리 시그니처와 같은 다양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지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