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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 윤동주 詩 별 헤는 밤 中

계절이 지나가는 9월에 링링과 타파라는 태풍이 다녀갔습니다. 마치 더 이상은 사람들 형편을 봐줄 수 없다는 지구의 경고음으로 들렸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온난화, 생태계의 혼돈, 황사에 이어 방사능 폐기물까지 염려하는 삶이 21세기 도시 소시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소리들마저 소음이 될 때, 몇몇 연주가들이 들려준 음악들은 그래서인지 더 큰 위안을 줍니다.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경주, 서울, 통영, 그리고 일본까지 이어진 조성진의 프로그램은 경이로웠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통상의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으니, 관객들은 신화 속의 영웅이라도 만난 표정들입니다. 그는 독주회에서 모차르트 환상곡,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피아니스트 김두민의 멘델스존 환상곡,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의 슈베르트 환상곡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200년 전 작곡가들의 판타지를 맘껏 즐겨본 9월이었습니다.

18~19세기 낭만 시대 작곡가들, 특히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외로운 방랑자의 사연이 많습니다. 사랑과 꿈을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먼 길 떠나던 나그네들의 으뜸 친구는 자연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 별, 그리고 바람과 눈, 비, 구름, 꽃들에게 친한 벗처럼 말을 건네며 

여정을 이어갔겠죠. 자연만큼 큰 세상은 각자의 머리와 가슴으로 그려낸 환상(Fantasy) 아니었을까요? 피아노도 없이 상상과 영감만으로도 

작곡할 수 있었던 슈베르트의 환상은 얼마나 큰 우주였을까요.

글이든 말이든 검색만 하면 갖다바쳐주는 정보량에 놀라고, 추억의 동화마저 실사판으로 재현시킨 그래픽 영상에 또 놀라는 세상입니다. 

손가락과 시선만 스마트폰에 머무르면 되니 일상이 편해졌다고들 합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듯, 편한 것은 좋은 것의 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습니다. 가볍고도 엇비슷한 메시지들이 쉼 없이 바탕 화면을 채우니 말입니다.

대리 체험, 가상현실을 파는 실사적 판타지 콘텐츠들이 넘쳐나니 수천 년 전 피라미드를 쌓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파라오가 명하는 대로… 

생을 살았다기보다는 삶을 내어준 사람들. 1984년의 빅 브라더가 21세기에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가을이었으면 합니다. 비교하면 

사라지는 자화상. 한 무리 안에서 같아지면 더 멀어지는 나의 환상. 낭만주의의 필수 조건은 방랑이라고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은 

말했습니다.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도 말했죠. 누구에게나 판타지가 필요하다고.

                                                                   정재옥 CREDIA 대표

방랑자 
환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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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COLUMNWine

지은 고슬고슬한 식감의 맨밥을 씹다가 와인 한 잔을 

들이켜면 살라미나 올리브 같은 서양 안주를 준비하려고 왜 

그토록 애썼는지 허무해진다.

가을의 솥밥은 무조건 가을의 재료. 쌀은 어떤 것이든 

좋지만 갓 수확한 햅쌀을 구할 수 있다면 지나치지 않고 

구입한다. 두 사람이 먹을 분량으로 약 300g을 불려놓고, 

깨끗한 물 300g도 준비해놓고, 흰 살 생선, 밤, 은행, 다진 

대파나 쪽파를 차례로 준비한 다음 센 불을 약불로 바꾸며 

20분간 밥을 짓는다. 5분 뜸을 들인 것과 들이지 않았을 

때의 포슬포슬한 식감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뜸 들이는 

것은 무조건 고집한다. 뚜껑을 열면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촉촉한 김이 확 피어오르고, 나는 그 밥의 맨살을 주걱을 

들어 에어리하고 플러피하게 섞는다. 그리고 가을 와인을 

오픈한다.

프랑스 쥐라에서 오랫동안 자연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온 

장 프랑수아 갸느바의 와인, 스페인 카탈루냐 근교에서 

담대하고 자유분방하게 근사한 와인을 만드는 에스코다 

사하우의 화이트와인,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서 그 

마을의 풀밭을 닮은 명랑한 스파클링을 만드는 스가스의 

펫낫(내추럴 스파클링 와인) 등등, 가을 생선 솥밥의 품위 

있는 맛을 지켜줄 와인 리스트는 정말이지 무척 많아서 

고르는 일이 즐거울 정도다.

 

갓 지은 솥밥과 토핑 재료에 따른 와인 페어링

솥밥 토핑 재료를 가자미에서 농어나 도미 등 비슷한 

계열의 흰 살 생선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구운 

차돌박이라든가 채끝 등심이라든가 고기 재료로 바꿀 

경우에는 와인도 달라진다. 스파클링이나 화이트보다는 

레드가 좋다. 다만, 우리 혀끝에 익숙했던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레드가 아니라 피노누아나 피노도니 

같은 좀 더 가볍고 시큼한 스타일이 밥을 훨씬 더 맛있게 

한다. 밥 위에는 허브나 들기름, 어란 파우더 같은 것들을 

조금씩 올려 풍미를 더할 수 있는데 그 맛이 맵든, 짜든, 

고소하든, 콤콤한 내추럴 와인은 포용력 있게 솥밥과 

어우러진다.

곧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굴 두 박스를 주문하는 것. 한 개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석화가 도착하면 절반은 손질해서 

굴밥을 짓고, 절반은 다진 적양파에 화이트와인 비니거를 

섞은 소스를 뿌려 샤블리와 먹는다.

어쩐지 가을과 겨울의 재료는 봄과 여름보다 더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으며 바다에 훨씬 더 가깝다. 먹고 마실 때 

분명해지는 그 조합을 찾아내다 보면 페어링이 아니라 

단순히 먹는 일, 마시는 일만으로 와인과 음식을 대하는 

것은 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페어링을 통해 

혼자만의 식사 시간이라도 즐겁게 사고할 수 있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당신의 생각, 나의 의견을 툭툭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일상의 버릇에 중독되면, 계절주와 

계절 재료를 찾고 탐험하는 일로 한 계절은 무척 바쁘게 

지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계절과 어울리는 와인, 그 와인에 

어울리는 제철 음식을 다룬 칼럼을 써왔다. 

이번 호엔 마지막으로 가을 또는 빠른 겨울을 

위한 와인을 소개한다. 섬세한 감각으로 

계절과 향, 맛의 조화를 다룬 네 번의 칼럼만 

따라가도 잠들었던 당신의 미각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이영지 일상 와인 편집숍 <위키드와이프>

가을 또는 
빠른 겨울을 
위한 와인

와인보다 분명한 계절주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와인에 봄의 초록색과 여름의 강렬한 햇빛과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과 겨울의 얼어붙은 시간을 반영해서 마실 

수 있다. 계절 와인이 주는 즐거움을 인정하고 나면, 

수많은 군집의 와인 속에서 마셔야 할 와인과 지나치고 

다음 계절을 기약할 와인을 분류할 수도 있다. 구속 없는 

자유분방한 와인의 프레임은 모두 다 계절로부터 비롯된다.

봄과 여름을 지나보냈으니 이제 곧 가을과 겨울. 햇빛의 

온도와 채도가 달라지면 바람이 선선해지고, 아마 점점 

더 추워질 거고, 이후부터 맛있는 바다의 재료들은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 가을의 가자미, 도미, 초겨울의 석화와 같은 

것들. 여름감자와 여름옥수수를 금세 잊고, 밤이나 은행 

같은 단단한 가을열매들을 보며 설렌다. 이런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상상하고, 그에 어울리는 

와인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속도는 빠르게 지난다.

재밌게도 유행어가 돼버린 ‘솥밥’은, 사실 알루미늄 

냄비에도, 코팅 냄비에도, 무쇠 냄비에도 지을 수 있는 ‘갓 

지은 밥’을 뜻한다. 이 솥밥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와인 요리 중 하나다. 콤콤하고 누룩 발효향이 나는 약간 

하드코어한 내추럴 와인과도 무리 없이 잘 어울리고,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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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어윗, 에펠 타워 100주년, 파리, 프랑스, 1989 ⓒElliott Erwitt/Magnum Photos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전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시, 

매그넘 인 파리

조금 더 세련된, 가을 느낌이 물씬한 전시를 원하는 

이들은 예술의전당으로 가보자. 제목부터 근사한 

‘매그넘 인 파리’전은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 ‘매그넘 

포토스’ 소속 사진작가들이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파리를 주제로 촬영한 작품들을 모은 기획전이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로버트 카파, 마크 리부, 엘리엇 어윗, 

마틴 파 등 작가들의 면면은 실로 화려하다. 이들의 

작품 400여 점에서 파리는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전시는 출품 작가 40인의 전시 인트로 영상인 ‘매그넘 

인 매그넘’에서 시작되어 전쟁의 상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1930년대, 2차 대전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1940~50년대의 파리, 1960년대 낭만과 혁명의 파리,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1980년대의 파리, 그리고 

21세기를 맞은 파리로 이어진다. 이 외에 파리의 

산책자, 엘리엇 어윗과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특별전, 

오트쿠튀르, 파리 살롱 등의 주제로 나뉜 특별전까지 

함께 열려 파리의 낭만과 사진 예술의 발전을 만끽할 

수 있다. 전시는 2020년 2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부산 레디움 아트센터의 ‘앙드레 빌레의 피카소 기억들 

1950s’는 ‘매그넘 인 파리’ 전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간을 되짚어보는 사진전이다. ‘매그넘 인 파리’의 

주인공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도시 파리라면 

‘피카소 기억들 1950s’의 주인공은 거장 피카소다. 

1953년, 남프랑스의 발로리스에서 젊은 사진작가 

앙드레 빌레는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게 된다. 당시 

피카소는 74세로, 이미 세계적인 화가이자 셀러브리티로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다. 두 사람은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갖게 되었고 빌레는 피카소의 

일상을 자신의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피카소는 그의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린 

듯, 그림을 그리거나 담배를 피우고 때로는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채 거울을 보기도 한다. 밝은 

프로방스의 햇빛 속에서 그림과 함께 매일을 보내는 

피카소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다. 레디움 

아트센터는 관람객들이 전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장 입구에 휴대전화를 맡기도록 권유하고 있다. 

자연인 피카소의 모습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전시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2019년 상반기 최고의 전시는 뭐니 뭐니 해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 

회고전이었다. 30만 명의 관객들이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전시장을 찾았으며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되었다. 왜 우리 관객들은 

‘호크니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전시에 열광했던 것일까? 호크니의 그림이 

보여주는 선명하고도 강렬한 이미지가 

‘현대미술’ 하면 떠오르는 복잡하고 불안한 

느낌의 추상화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일 

듯싶다. 호크니 회고전은 우리 관객들이 어떤 

전시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관객들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전시,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날에 

대한 아련한 추억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전시를 원한다. 10월부터 만나볼 만족스러울 

전시를 소개한다. 

글 | 전원경 작가,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소마미술관에서 열리는 ‘안녕 푸(Winniethe Pooh: 

Exploring the classic)’ 전시는 소박하지만 알찬, 

그리고 ‘관객들이 원하는 전시’의 요건을 골고루 충족한 

기획전이 아닐까 싶다. ‘곰돌이 푸’로 알려진 귀여운 

캐릭터는 영국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과 그의 곰 인형 푸를 주인공으로 삼아 

쓴 동화책에 처음 등장했다. 1926년 출간된 동화책 

<위니 더 푸>의 삽화는 일러스트레이터 어니스트 

호워드 셰퍼드가 그렸다. 셰퍼드의 원화들은 2017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기획전에 

전시되어 예상 이상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전시는 

곧 해외로 이어졌고 2년간 60만 명의 관객들이 위니 

더 푸와 그의 친구들을 보기 위해 전시장을 찾았다. 

2020년 1월 5일까지 계속되는 ‘안녕 푸’ 전에는 푸와 

크리스토퍼 로빈, 당나귀와 올빼미 등 우리에게 

익숙한 등장인물들을 그린 원화 230여 점과 사진들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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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악의 짙푸른 숲 속으로 떠나다
- 독일 동부 오케스트라 가도를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 가도

서부 작센의 라이프치히는 드레스덴과는 모든 것이 다른 

도시다. 왕가의 수도, 즉 쾨니히슈타트(Königstadt)로 

불린 드레스덴과 달리 라이프치히는 왕이나 영주의 

직접 간섭을 받지 않았던 자유 도시였다. 덕분에 상업이 

발달하고 언론 출판과 학문의 자유가 넘실거렸다. 

괴테와 쉴러, 라이프니츠 등을 배출한 독일 최고의 

명문대가 있었고, 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흠모해 바흐도 

직장을 라이프치히로 옮겼다. 결국 여기서 세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가 탄생하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이다. 20세기 말 동독 자유화 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쿠르트 마주어 시대를 거쳐 지금은 

안드리스 넬손스가 음악감독이다. 오케스트라의 음색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는데, 원래는 특유의 무뚝뚝한 

사운드가 트레이드마크였으나 지금은 한없이 정밀한 

실내악적 앙상블로 거듭났다. 홈그라운드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홀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장대한 

교향악도 마치 현악 사중주처럼 내밀하고 섬세하게 

다듬어 연주한다. 이것은 드레스덴과는 또 다른 

라이프치히만의 놀라운 마법이다.

다시 차를 북쪽으로 몰아가면 드디어 베를린이다. 

영원한 독일의 수도. 지금은 전 세계 힙스터들이 

열광하는 쿨한 예술 도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이 

있다. 베를린 필은 최신예 스포츠카와도 같다. 전신이 

근육질인 양 격정적인 다이내믹이 넘쳐흐르고, 동시에 

음률의 디테일한 세공미는 크리스털처럼 명민하게 

빛난다. 한때 드레스덴의 틸레만과 라이프치히의 

넬손스가 차기 베를린 필의 수장 자리를 다퉜으나 

결국은 지금의 키릴 페트렌코에게 돌아갔다. 일체의 

외부 활동을 사양하고 오직 악보에만 집중하는 진정한 

기능적 탐미주의자다. 거의 수도사적인 완벽주의로 

무장한 페트렌코에게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악기로 

불리는 베를린 필이 주어졌으니 앞으로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음악이 나올지 상상조차 어렵다. 드레스덴의 

심오한 역사성과 라이프치히의 근대적 미니멀리즘을 

거쳐, 청동 기차처럼 웅장하고 황금 하프처럼 부드러운 

베를린 필의 놀라운 음악들과 마주한다. 올가을은 

이 교향악의 장대한 삼림 지대로, 독일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가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여행을 떠나보자.

독일의 가을은 어쩌면 을씨년스럽기도 하다. 

특유의 낮은 기압과 온종일 부스스 흩날리는 

빗방울들이 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이럴 

땐 로맨틱 가도나 메르헨 가도처럼 이름난 

길들도 좋지만, 동부 독일의 고도(古都)를 

따라 떠나는 특별한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조그만 자동차를 빌린다. 방향은 옛 동독의 

역사 문화 도시들-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베를린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들이 현존하니 ‘오케스트라 가도’라 

불러도 좋은 길이다. 

글 | 황지원 음악 칼럼니스트

체코 서부의 국경 도시 치노베크를 통과해 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동부 독일의 작센주와 곧바로 연결된다. 

울퉁불퉁한 낡은 도로지만 길옆에는 그리스 대신전의 

열주처럼 늘어선 장대한 침엽수림이 있어 뜻 모를 감동을 

전해준다. 사실 이곳에서 독일 최초의 낭만 오페라 

<마탄의 사수>가 탄생했다. 마을의 용감한 사냥꾼들, 숲 

속의 신비로운 악마 자미엘과 마술 탄환의 전설 등을 다룬 

이 작품은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드레스덴에서 지휘자 

생활을 하며 이곳의 숲에서 직접 겪은 심상을 바탕으로 쓴 

오페라다.

당시 베버는 1548년에 창단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명실상부 독일 최고의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음악감독, 

즉 카펠마이스터였다. 지금은 카리스마적인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장 

독일적인 레퍼토리를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틸레만은 

베토벤과 브람스, 바그너와 브루크너,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고집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심미안의 

소유자이다. 470여 년에 달하는 역사답게 악단의 

고색창연한 음색은 너무나 유명한데, 묵직하게 울리는 

심오한 사운드와 특유의 고고한 귀족적 유려함이 많은 

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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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다. 이른바 ‘3대 메이저 클래식 음반사’에서 음반을 

낸 한국인 피아니스트 중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데뷔 음반 

발매에 맞춰 한국에서 첫 기자 회견에 참석한 김두민은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데에는 

거침이 없었다. “어떻게 쳤느냐 하는 그 ‘퀄리티’보다는 

만 열네 살, 지금보다 더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인드’에서 나온 음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집중했어요. 열네 살의 어린 에너지, 순수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피아노는 나의 운명, 피아노가 나를 선택했다

지난 9월 20일 예술의전당에서 첫 독주회를 마친 김두민은 

다음 음반 녹음도 마친 상태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워너에서 발매될 100장짜리 베토벤 전집 중 두 장의 

녹음에 참여한 것이다. 김두민은 독주회에서도 첫 음반의 

멘델스존과 함께 베토벤의 곡을 골랐다. “베토벤은 

개인적으로 저와 가장 정서가 잘 맞는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베토벤의 

인생과 음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그니처’ 같은 문장에 

정말 공감이 가고, 이를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 김두민이 그동안 걸어온 길 곳곳에 ‘베토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와 함께 청주에서 열린 

백건우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에 갔다가 반드시 

피아니스트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김두민은 또 

베토벤 곡을 연주하다가 ‘베토벤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베토벤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3악장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제 

팔에 흐르고 이게 피아노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악보에서 감정이 느껴졌고, 그 감정 때문에 연습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췄어요. 무섭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슴이 

아리고,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피아노를 안 치면 

더 심해지고, 피아노를 치니까 해소되는 느낌인 거예요. 

베토벤이 제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아니스트로 첫발을 뗀 김두민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지휘도, 작곡도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다. ‘목표’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

“제 음악이 좀 더 깊어지고 사람의 감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완전한 성공이란 없는 

거죠. 음악은 끝이 없는 거고, 파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면서 음악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김두민은 자신이 피아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피아노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에게 피아노는 ‘운명’이다. 

SBS 영재발굴단 출연 이후 그에게 벌어진 일들 역시 운명 

같다. 나는 영재발굴단이 단초가 된 김두민의 음반 데뷔 

사연을 SBS 8뉴스에 보도했고, 영재발굴단은 3년 만에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김두민을 다시 취재해 9월 18일 

방영했다. 김두민이 ‘영재’를 뛰어넘어 계속 발전하는 

음악가가 되기를, 계속 깊어지는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영재발굴단’이 찾아낸 
피아니스트 김두민의 이야기

시작은 SBS의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이었다. 피아니스트 김두민 얘기다. 청주의 평범한 가정 

출신인 ‘피아노 영재’ 김두민은 지난 2016년 13세의 나이에 프랑스 유명 음악학교 에콜 노르말에 

최연소 입학 허가를 받았다. 음악교육신문에 작게 기사가 났고, 이를 본 영재발굴단 작가가 

출국을 사흘 앞두고 있던 김두민에게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다. 처음엔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출국 일자를 며칠 미루고 촬영에 응했다. 

그리고 워너뮤직을 통해 음반을 발표한 ‘피아니스트 김두민’으로 우리 앞에 섰다.

글 | 김수현 SBS문화부 선임기자

당시 영재발굴단 김두민 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천성 백내장으로 왼쪽 시력을 잃어 ‘시야 장애’가 

있었다. 피아노 연주에 핸디캡이지만, 남다른 재능과 

노력까지 갖춘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믿는다’는 긍정적인 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감동적이었다. 

김두민의 어머니는 파리에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아버지는 한국에 홀로 남아 직장 생활을 한다. 김두민이 

‘아버지의 외로움의 대가’로 번 돈이라며, 아이스크림 사 

먹은 것도 후회했다는 일화가 인상적이었다. 방송 이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김두민의 유학을 돕겠다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섰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영재발굴단’이 이어준 ‘인연’이었다. 

또 다른 ‘인연’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왔다. 

영재발굴단을 본 워너뮤직 코리아의 클래식 담당자가 

프랑스 본사에 김두민을 추천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당시 ‘신동’이라는 제목의 클래식 오디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 담당자는 ‘마침 파리 유학 

중인 한국인 신동이 있으니 이 프로그램 출연을 주선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사에 제안했다.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김두민이 다니는 ‘에콜 노르말’은 

워너뮤직 본사와 멀지 않았다. 2017년 초, 워너뮤직의 

클래식 담당 사장과 부사장이 에콜 노르말을 찾았다. 

김두민의 표현에 따르면, ‘네 연주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어떤 할아버지 두 분 앞에서’ 연주했다. 

이 ‘오디션’이 끝난 후, 워너뮤직 한국 지사에 본사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He is sensational!” 우승자에게 음반 

녹음 특전이 주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 김두민의 음반을 내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2019년 8월 전 세계에서 발매된 김두민의 데뷔 음반은 

이렇게 탄생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작품까지 포함해, 

멘델스존만으로 첫 음반을 완성했다. 김두민은 지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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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지휘자 장한나

올해는 장한나가 첼리스트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로스트로포비치, 마이스키의 계보를 

이어 최고의 첼리스트로서 음악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녀였다. 

그러던 첼리스트 장한나가 지휘자가 되어 돌아온다. 

지난 2007년부터 지휘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장한나는 

이제 자신이 상임으로 이끌고 있는 노르웨이의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11월 13일 내한한다. 이제 지휘자로서 또 다른 

음악 인생을 살게 된 그녀의 모습이 몹시 궁금하다.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무대에 서는 멋진 그녀, 장한나를 만나보자.

글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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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오다, 지휘자 장한나

5년 만의 한국 무대에서 첼리스트가 아닌 지휘자로서,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합니다. 지휘자 장한나를 만나게 되는 우리도 설레지만, 한나씨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기쁘고 좋아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한국 청중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저의 

음악 가족인 트론헤임 오케스트라와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주셨던 한국의 청중들을 

서로 소개해주는 자리,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올해가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수교 60주년이고,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이 

1994년이었으니까 데뷔 25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예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 우연히 다 몰렸더라고요. 트론헤임 

오케스트라는 한국 데뷔 연주이기 때문에 모두들 설레고 있어요.

어떻게 지휘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지휘자가 되겠다 마음먹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열 살 때 첼리스트로서 무대에 데뷔해서 10년 넘게 첼로 레퍼토리를 연주했어요. 피아노는 

악기가 크니까 그 나이에 데뷔하기도 힘들고 연주할 레퍼토리도 많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많지 않은 첼로 레퍼토리를 계속 연주해온 저는 대학 들어갈 무렵이 되니 더 이상 연주할 

레퍼토리도 마땅치 않다는 생각에 한계가 왔죠. 이미 알고 자주 연주했던 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자극과 영양분이 필요했어요.

일찍 데뷔한 첼리스트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지휘자의 세계에 

눈뜨게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보통 첼로 협연을 마치면 공연 후반부엔 교향곡 연주를 들으러 객석에 들어갔는데, 함께 

자주 연주했던 주세페 시노폴리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 말러, 브루크너를 듣고서 교향곡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자극, 더 깊이 파고들 ‘샘’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말러, 브루크너, 특히 베토벤 교향곡 악보를 사서 읽고 녹음도 다양하게 들어보며 

혼자 공부를 시작했죠.

시노폴리와의 인연은 유명합니다만, 혹시 지휘를 권유하거나 직접 지도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만 제게 넓은 시각을 갖도록 이끈 멘토셨습니다. 제가 슈만 협주곡 연주를 할 

때면 300페이지짜리 독일 낭만파 화가들의 책을 사주셨고, 연주 여행 가는 곳마다 그 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다른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음악을 바라보는 

시아가 넓고 관점이 달랐어요.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처럼 나도 이런 곡들, 교향곡들을 

해석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휘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분 

있는 지휘자 제임스 드프리스트 선생님이 줄리아드 지휘과에 계셨어요. 첼로 연주를 

마치고 뉴욕 집에 올 때면 그분께 개인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죠.

지휘자로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국내 공식 무대에서 지휘봉을 처음 

잡은 것은 2007년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었죠?

제 인생의 전환점에 ‘점’을 찍는다면 바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났던 그때였어요. 

지휘자의 삶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그곳에서 지휘를 시작하게 됐을까,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졌는지 모르지만 일이 저절로 될 때가 있나 봐요. 

운명적으로. ‘나는 지휘를 할 거야, 지휘하고 싶어’ 하고 꿈꾸던 생각이 아무리 간절하고 

강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자기 오케스트라를 만나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남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말로 좋은 전환점이었죠.

때마다 좋은 인연이 있었네요. 최고의 첼로 선생님과 훌륭한 멘토가 되어준 지휘자들, 

지휘자로 세워준 극장, 열정을 갖고 따라준 단원들, 지금의 트론헤임 오케스트라까지….

제 음악 인생에서 결정적인 인연 단 하나를 꼽으라면 열 살 때, 마이스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음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음악이 뭔지 선생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죠. 

사실 뭔가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선생님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의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였지만 그 모든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소중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에게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생각과 행동이 유연하고 앞서가는 분이죠. 제가 지휘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감사해요.

최고의 여성지휘자 19인에 선정되다

아
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첼로를 들고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무대에 나온 장한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앳된 모습의 꼬마가 첼로를 연주하는 것 자체도 

신기했는데, 열 살짜리 장한나는 이 콩쿠르에서 무려 우승을 

거머쥐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이다.

데뷔 25주년을 맞는 장한나는 그간 세계 최정상급 첼리스트로서 

독보적인 이력과 EMI 레이블에서 발표한 음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간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미샤 마이스키, 

주세페 시노폴리, 안토니오 파파노, 로린 마젤 등 세기의 명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음악 세계를 넓혀왔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첼로를 시작했으니, 20여 년간 연주할 수 있는 주요한 첼로 

레퍼토리는 대부분 연주했다. 다른 악기에 비해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 첼로의 한계를 일찍 느끼게 된 장한나는 지휘를 통해 음악적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2007년,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SIYOF)을 통해 지휘자로 

데뷔한 그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남문화재단 기획으로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을 6년간 이끌었다. 오디션을 거친 

젊은 음악 유망주들을 선별해 한 달간 함께 연습하고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야외공연장에서 총 3회 공연을 했다. 

처음엔 첼리스트의 외도 정도로 인식했던 사람들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훌륭한 앙상블을, 그들의 

팀웍과 애정과 열정과 음악을 접하며 ‘지휘자 장한나’를 보게 됐다.

이어진 행보는 눈부셨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리버풀 

필하모닉, 나폴리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이스탄불 필하모닉,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2013년에는 카타르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서 BBC 프롬스 무대에 섰다. 첼리스트로서 

만들어냈던 그녀의 음악을 이제 수십 명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보를 지켜본 영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전문지 <BBC 

Music Magazine>은 2015년,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장한나의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016/17 시즌부터 안착하게 된 

트론헤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11월 13일 내한한다(14일 부산, 

16일 대구, 17일 익산).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협연하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지휘자 장한나’를 만나봤다.

포디엄에 서게 된 마에스트라 장한나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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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린 마젤도 <앱솔루트 클래식> 때 오셔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주셨고, 미샤 마이스키는 <앱솔루트 클래식>에서도, 트론헤임에서도 협연자로 

나서서 응원을 보내셨죠.

마이스키 선생님도 2012년 앱솔루트 클래식 때 R.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2017년 

4월, 트론헤임 정식 취임 전에 오셔서 드보르자크 협주곡을 연주하셨어요. ‘앱솔루트 

클래식’ 때도 물론이었지만 트론헤임 연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단원들이 꼭 다시 

모시고 싶다고 요청해서 2020년 5월, 시즌 마지막 공연으로 <영웅의 생애>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 공연 때마다 와주셔서 뿌듯했고 영광이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어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노르웨이 대표 오케스트라다. 1909년에 설립된 이후 

젊고 재능 있는 지휘자들이 많이 거쳐 갔는데, 최근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다니엘 하딩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크쉬슈토프 우르바인스키가 이끌었다. 장한나는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자신의 색깔과 역량을 확실히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음악적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무척 다행인 

일이다.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니엘 하딩 등 유명 지휘자들이 이끌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트론헤임은 바이킹의 수도였고, 원래 노르웨이의 수도였어요. 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면서 오슬로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트론헤임은 정신적인 수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두들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뜨겁고 열정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시작한 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지휘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원들은 연주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표출하는데, 그런 점이 저와 

아주 잘 맞아요. 함께 연주하는 게 즐겁고, 매번 기대되는 식구들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음악감독 제의가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을 텐데, 트론헤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가 봅니다.

2~3년 전에 스웨덴, 네덜란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제의가 있었어요. 신중히 

결정하고 싶어 미리 오케스트라와 만나 몇 번씩 연주해봤는데 ‘좀 더 열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목마름이 느껴졌어요. 오케스트라와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씩, 1년에 

10주 넘게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쉽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론헤임과는 갈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 

때마다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이 오케스트라는 

자신의 ‘최선’을 보여줘요. 누군가에게 공연은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지만, 매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저녁 시간에 일하고, 새로운 레퍼토리 도전도 

많고 힘들어서 고단한 일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다 주는 

트론헤임 오케스트라는 특별해요.

지휘자 장한나 좀 더 알아가기

세계적인 연주자로 바쁘게 활동하다가 지휘봉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이점이 있을까요?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악기와 살고, 자나 깨나 

음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끌어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악보 뒤에 감춰진 소리를 

내 손끝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지휘자가 현악기를 잘 안다는 

것은 저로서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어떤 악기든 본인이 마스터한 악기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필드에서 뛴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휘는 필드에 뛰어들어 직접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제시해야 하는 

코치잖아요. 추상적인 영역인데, 현실적인 연주 경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 훨씬 좋죠.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 역시 최고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을 귀감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로스트로비치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첼로를 

하시든 지휘를 하시든 그 열정은 바뀌거나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휘할 때에도 

단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지 늘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작품에 미쳐 

있으면 단원들도 같이 미치게 돼요. 단 한 번도 포장하거나,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음악이 내가 되고 내가 음악이 될 정도로 순수하게 빠져 있으면 함께한 

음악가들은 그게 뭔지 다들 아는 거죠.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아주 특별했어요. 어느 

분야든 특출한 사람들의 열정 레벨은 보통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한나 씨의 모습에서도 그런 열정이 보였습니다. 리허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머리부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던 모습이 선한데요, 지휘를 직접 해보고 나니 나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던가요?

첼로를 할 땐 더 좋은 내 연주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하는 건 확실해요. 단체를 이끄는 입장이 되다 보니, 바닥이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과한 표현을 빌자면,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공격한다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더 깊이 파고 음악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넘쳐흐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첼로 레퍼토리에 비하면 지휘자가 다뤄야 할 레퍼토리는 범위를 한정할 수 없죠. 그 많은 

작품들 중 가장 지휘하고 싶었던 작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휘에 대한 꿈을 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퍼토리는 

베토벤, 말러, 브루크너예요. 오케스트라도 이 레퍼토리 연습을 많이 해야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트론헤임과는 베토벤을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고, 2020년에 

3주간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처음 무대에 올려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무척 

기뻐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요.

첼리스트 장한나 vs 지휘자 장한나

첼로를 연주했을 때와 지휘봉을 잡은 장한나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첼리스트 장한나는 

어렸고 말이 많지 않고 조심스럽고 새침한 느낌이었다면, 지휘자 장한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독려하고 이끄는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말이 맞을 거에요. 예전에는 ‘잘하고 싶다. 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대에서 혼자 첼로 파트를 담당해야 하는 솔리스트였기 때문이죠. 

물론, 음악에서 틀리는 건 없어요. 단지 ‘뭔가 잘못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 많았죠. 

지금은 한 오케스트라의 얼굴이니 방향을 잘 잡고 이끌어야 해요. 트론헤임이라는 

도시의 음악적 색깔을 입혀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책임감도 크고 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휘하기로 결심했을 때와, 직접 지휘봉을 잡은 이후 ‘지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지휘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덕목은 

뭐라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저 역시 훌륭한 지휘자들을 만나면, 아니,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 스스로도 물을 때마다 대답이 달라지지만, 지휘자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카리스마, 열정,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같은 단원들을 매일 만나고,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은 훨씬 길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죠.

나이키에서 만든 ‘트레인드(trained)’라는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데, 훌륭한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싣고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최고로 만들었는가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연주자처럼 ‘그 순간’에 모든 걸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늘 강한 압박을 느끼는 환경에서 기량을 펼쳐야 하는데, 결국 “위대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하물며 지휘자는 리허설 때부터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휘자가 마주해야 하는 대상은 엄밀히 말해 청중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니까요.

첼로를 만족스럽게 연주했을 때의 기쁨, 지휘자로서 연주가 좋았다고 느낄때의 기쁨이 

혹시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첼로를 잘했을 때의 기쁨은 나 자신을 능가한 기쁨,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기쁨, 내가 자유로워지는 기쁨이에요. 물론 그 점은 지휘도 비슷해요. 어떤 악기든지, 어떤 

연주를 하든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나를 잊어버리고 음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지휘에서 오는 기쁨은 나 플러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카라얀이 인터뷰에서 ‘어떤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오케스트라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무엇을 달라고 그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기대하며 요구했는데, 오케스트라가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을 돌려줬다. 

그게 좋은 오케스트라”라고 했어요. 이런 기쁨은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같이 호흡하고 

같은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군요.

맞아요. 혼자일 땐 그만큼 뛰어넘으면 되는데, 나의 비전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되면 같은 

숨을 쉬게 돼요. 연주하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 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템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1분에 60초가 아닌 다른 템포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100여 명이 하나가 

됐다면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농축된 에너지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주거든요.

첼로와 비교할 때, 지휘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나와 청중의 대화가 아닌, 나와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심장이 되어서 청중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 벌써 거기에서부터 

확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벅찬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휘라는 일은 아주 

미스터리하고 특별한 일 같아요.

한편으로는 첼리스트 장한나가 많이 그립습니다. 특히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과 첼로 소나타 앨범은 안토니오 파파노와의 호흡도 좋았고, 꼭 라이브로 듣고 

싶었거든요.

그 앨범은 저도 좋았어요. 파파노는 솔리스트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 중 한 사람이에요. 

함께 연주할 때 피아니스트나 지휘자들은 그만의 협연 방식이 있어요. 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다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해석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파파노는 그 두 가지를 섞어놓은 타입이에요. 솔리스트의 비전을 따라가면서 

자기만의 것을 더하는, 신선하면서도 묘한 밸런스가 있죠.

첼리스트에게는 새로운 큰 숙제이자 감춰진 보물 같은 작품들이었는데, 연주가 얼마나 

좋았으면 두 작품의 초연자이자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를 뛰어넘는 해석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좋은 평가를 들어서 좋았고 감사했어요. 두 작곡가들은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과 대단히 

각별했고, 그분의 열정과 능력을 생각하며 곡을 썼기 때문에 연주자와 두 작곡가의 성격이 

작품에 그대로 있죠. 로스트로포비치는 우리가 아는 비르투오소 첼로의 최고봉이잖아요. 

기교와 음악성, 모든 면에서 따라갈 첼리스트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 쓴 작품이다 

보니 그 어떤 첼로 작품보다도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했어요. 첼로라는 악기를 뛰어넘은 

곡, 마치 교향곡 같아요.

이 작품들의 최고 레퍼런스가 된 한나 씨의 음반은 어떤 각별한 노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자세로 연습했어요. 쇼스타코비치 녹음 땐 체력을 기르려고 

12시간마다 한 번씩 러닝머신을 뛰었어요. 오전 6시에 뛰고, 오후 6시에 뛰고, 밤에는 

불을 끄고 연습하고, 낮에는 안대를 쓰고 연습했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력 소모도 

굉장했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준비를 했던 만큼 결과가 

좋았고, 덕분에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다시 무대에서 연주하려면 그만큼의 준비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좋은 녹음이 남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웃음).

내한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죠.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곡가 그리그의 작품들이 있네요. 

노르웨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서, 한나 씨가 생각하는 작곡가 ‘그리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초청 공연을 앞두고 레퍼토리 선정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리그를 선택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그리그는 나라의 목소리이자 자부심이에요. 그중에서도 페르귄트 

모음곡과 피아노 협주곡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유명한 곡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페르귄트 모음곡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들려주셨던 

음악이에요. 간단하게나마 줄거리를 설명해주셔서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부분에서는 공기가 따뜻해지겠구나 생각도 하고 새소리도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현재 

노르웨이에서의 저의 삶과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로 엮어주는 상징적인 

음악이라 특별해요.

함께 연주하게 될 협연자 임동혁의 연주를 들어봤다거나 함께 연주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같은 연주자였으니까 함께할 인연이 없었죠. 대신, 같은 EMI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좋은 연주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주할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입니다. 이 곡은 어떻게 

선정하게 됐나요?

2012~13년 즈음, 오케스트라와 처음 만났을 때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했고, 취임 

전에는 6번도 연주했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와일드한 면, 격정적인 정서, 열정적인 면이 

차이콥스키와 잘 어울렸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제일 잘하는 연주로 자랑하고 싶었는데, 

‘비창’의 비장함과 비범함을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서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요.(장한나&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11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4일 부산, 16일 대구, 17일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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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장은 한국이 낳은 천재 음악가의 대명사였다. 4세에 바이올린에 

입문하고 8세에 메타의 뉴욕 필과 협연했으며 10세 때인 1991년에 

데뷔 앨범(<Debut>, EMI)을 녹음한 그는 그야말로 신동이었다. 

사라 장, 곧 장영주는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기라성 

같은 지휘자 및 악단과 새 음반을 내놓을 때마다 팬들은 우리도 

드디어 클래식 문화의 중심부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사라 장이 클래식 분야에서 이뤄낸 업적은 말하자면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의 경우와 비슷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다. 몇 사람의 

천재를 통해 느끼는 민족적 자부심.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천재성을 

누리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확인한 자부심은 그 자체로 좋은 

영향력이 되었다.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 클래식계도 젊은 사라 

장과 함께 성장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그 앳된 얼굴로 신들린 기교를 

보여주던 사라 장도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의 비르투오소, 곧 초절기교를 지닌 스타 음악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실내악 협연과 연구, 음악을 통한 교육,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펼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소 뒤로 

물러나 있다. 젊은이의 천재성과 기교를 넘어서는 묵언의 깊이를 

음악에 담으려는 도정에 있는 게 아닐까. 한때 저 위대한 리스트가 

피아니스트 활동에서 뒤로 물러나 괴테의 <파우스트>를 만나며 

진정성의 세계를 탐구한 것처럼. 찰나와도 같은 기예로부터 보다 

오래가는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동안 양적으로 

그럴듯하게 성장해온 우리는 이제 깊이에 목마르다. 음악의 심연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온 사라 장은 우리의 깊이에 대한 목마름을 

자신의 목마름으로 이해할 음악가다. 나이 어린 천재를 길러내는 

것과 더불어 나이 지긋한 대가와 함께 멋스럽게 익어가는 것 또한 

우리 문화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걸음이기에, 이번 사라 장의 

리사이틀은 과거의 흥분감과는 다른 잔잔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 설렘은 분명 더 오래가는 잔향을 남길 것이다.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사라 장은 그간 음반과 공연을 통해 선보인 작품들을 가려 

뽑았다. 화려하게 현 위를 수놓는 초절기교에서부터 정갈하고 명상적인 심연의 

악상까지, 역동적인 민속의 기운에서부터 우아하고 세련된 서정미까지, 사라 장의 이번 

리사이틀에는 비르투오소가 줄 수 있는 순수 음악적 쾌감이 가득할 것이다. 동시에 사라 

장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가 될 것이다. 깊이와 성숙, 음악을 대하는 

진지함이 널리 공유되는 값진 무대가 될 것이다.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레퍼토리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원초적 민속성과 도회적 

세련미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 먼저 민속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눈에 띈다.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이나 라벨의 <치간>은 원래 동유럽이나 스페인의 집시 

음악을 그 뿌리로 가진다.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역시 이탈리아의 민속 춤곡에 빚지고 

있는 작품이다. 민속성은 사실 서양 음악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계몽주의 이후 

시민 계급이 성장하던 시기,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이 울림을 이어받아 

헤르더는 민요를 새로운 예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민요란 자연의 원초성이 그 땅에서 

사는 인간의 삶 안에 담겨 생동하는 노래를 뜻했다. 이후 민요는 자연과 인간이 이어지는 

장이요, 원초적인 총체성이 살아 있는 예술적 에너지의 보고로 받아들여졌다. 낭만주의 

시대에도 민요는 여전히 각광받았다. 보통 사람들의 언어와 판타지를 지향하자는 것이 

낭만주의의 핵심이었으므로 거기에 민요가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민요는 민족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했다. 오랜 시간 잔존했던 제국(특히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민족 정신의 각성이 일어나자 유럽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말이 담긴 민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근대 

이후 클래식의 역사에서 민요는 사조나 나라와 관계없이 늘 예술의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바이올린은 여전히 민속과 각별히 연결되어 있는 악기다. 소위 깽깽이로 불리는 피들에서 

출발한 악기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볍고 재빠르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이 악기는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는 최고의 악기였다. 버르토크의 작품은 

그러한 원초성을 가장 깔끔한 형태로 전하는 뛰어난 미니어처다. 원래는 비엘(피들)이나 

목동피리로 연주하던 것을 채록해 바이올린과 피아노곡으로 바꾸었는데 민속의 기운이 

짧은 시간에도 번뜩인다.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요정의 

론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거침없고 익살스런 움직임, 현란한 초절기교가 듣는 

이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라벨의 <치간>에서 민속성이 우아하게 조탁되어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가장 이성적이고 도시 문화에 어울리는 이 프랑스 작곡가는 

집시의 선율을 가져와 완전히 새롭게 창작한다. 헝가리인 리스트나 독일인 브람스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 넘실거린다. 직접 집시의 선율을 차용하지는 않았지만, 형식과 구조를 

강조하는 이성적 아름다움 대신 변화와 의외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라벨의 치간은 프랑스 

음악의 도회적 세련미와 초고난도의 기교, 민속적 역동성을 포괄하게 되었다. 치간은 여러 

상이한 개성들이 한데 혼합된 현대 사회의 혼종성을 가장 잘 구현한 예술적 사례다.

이번 리사이틀의 반대편에는 극히 세련된 감성 역시 위치하고 있다. 엘가의 대표작인 

‘사랑의 인사’는 단정한 서정이 잘 살아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달콤한 곡이다. 

작곡가가 약혼녀였던 캐롤린 앨리스 로버츠에게 약혼 선물로 연주까지 직접 해준 말 

그대로의 ‘사랑의 인사’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오늘날 이 곡은 전 세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었다. 이것이 이 곡의 빛나는 

가치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면 바이올린은 마치 크림을 얹은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f단조 Op.11은 그의 서정성을 

잘 들려주는 ‘원석’과도 같은 음악이다. 로망스(romance)란 원래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자주 불렸던 이야기가 있는 노래를 뜻하지만 점점 자유로운 노래 형식(Liedform)으로 

작곡된 서정적인 연주곡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서정성과 내러티브, 곧 

어떤 음악적 사건이 더 두드러지되 기본적인 서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 로망스의 특성인데 

PREVIEW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드보르자크의 로망스는 여기에 꼭 부합한다. 보헤미안 특유의 애수와 뛰어난 조화의 

감각이 론도풍 악상에서 빛을 발해 듣는 이를 더없이 매료한다.

프랑크의 소나타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가장 크고 가장 교묘하며 가장 우아한 작품이다. 

프랑크는 결코 다작을 하는 작곡가가 아니었지만 남기는 작품마다 진실된 음악적 깊이를 

전해주었는데, 특히 바이올린 소나타를 위시한 만년의 작품들은 영원히 음악사에 남을 

만한 걸작이었다. 본래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지나며 소나타는 대립되는 두 

주제의 경쟁과 조합, 그리고 이를 통한 발전을 그 기본으로 하는 장르로 여겨졌다. 그러나 

프랑크는 이러한 구조적인 음악 대신 보다 유기체적인 자연스러움을 지닌 기악 음악을 

구상했고, 그 결과 한 주제가 여러 악장에서 순환하듯이 활용되는 이른바 ‘순환 형식’을 

고안해냈다. 템포와 조성, 그 밖의 음악적 맥락에 따라 변형되는 ‘순환 주제’는 자연스럽게 

소나타 각 악장들의 전통적 도식을 허물어 음악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든다.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고상하고 격조 높은 아름다움이다. 요컨대 이번 리사이틀은 민속성과 

세련미 사이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이다.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오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7년 만의 리사이틀

오랜 목마름이었다. 그만큼 기대가 차올라 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번 리사이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리라. 젊은 날의 반짝임을 지나 세월과 함께 멋스럽게 자라가는 음악가. 

우리는 그러한 깊이와 성숙의 음악을 듣고 싶은 것이다. 천재의 벼락과 같은 성공 스토리 

그 이상의 감동을 향해 사라 장의 음악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세기의 거장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 같은 연주자, 사라 장을 드디어 

만난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훌리오 엘리잘데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는 

물론 예술행정가, 교육자, 실내악 연주자,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의 예술감독까지 역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이차크 펄만, 스테판 허프, 크로노스 콰르텟, 타카치 콰르텟, 

줄리아드 콰르텟 등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온 최고의 파트너다. 이번 무대는 12월 

17일 대구 수성아트피아를 시작으로 울산예술회관(20일), 안양예술의전당(21일), 

천안예술의전당(24일), 동해문화예술회관(25일), 고양아람누리(27일), 그리고 12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까지 7차례 열린다. 내한 때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매력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만나보자.(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사라 장, 7년 만에 리사이틀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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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사라 장이 내한해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갖는다. 지난해에도 한국 무대를 

찾았지만 현악 연주자들과 함께한 앙상블 

무대였다. 오랫동안 그녀의 리사이틀을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렸던 팬들에게 

올해 12월은 연말 선물과도 같을 것이다.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그리고 라벨의 치간을 피아니스트 훌리오 

엘리잘데와 연주한다. 

글 | 나성인 음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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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키는 중단된 수업을 마치기 위해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했다. 유대인의 대부 

아이작 스턴은 그의 사단인 줄리아드 음악원의 레너드 로즈를 추천했다. 그 제안을 

받았다면 마이스키는 7세 연하 요요 마와 같은 시기에 로즈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트로포비치는 ‘프랑스 악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강권하며 모리스 장드롱, 

폴 토르틀리에, 앙드레 나바라를 거론한 끝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SC)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피아티고르스키를 추천했다. 같은 러시아계 유대인으로서 둘은 음악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이 같았다. 불과 몇 개월간 지속된 가르침이었지만 마이스키는 이후 수십 

년을 지탱한 영감의 원천을 얻었다. 그가 로즈를 택했다면? 요요 마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아이작 스턴 밑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을지 모른다. 마이스키도 비슷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덕분’에 형성된 ‘유럽 vs 미국’의 라이벌 구도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다.

사람들은 영화 같은 삶이 프레이징에 녹아 있다고 느낀다. 앞서 언급한 마이스키의 

바흐는 ‘노란 딱지’(DG의 별칭)가 붙은 동곡 첫 녹음이다. 독일 국가 대표 레이블이 자국 

국민 음악가의 대표작 녹음에 마이스키를 기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애호가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감정을 풍부하게 실은 해석은 이지적인 기존 명반들과 차별화가 

됐다. 센티멘털한 요소는 한쪽에선 비판받았지만 대중적인 호소력을 더했고, 금세 

푸르니에(Archiv)와 요요 마(CBS)의 인기를 추월했다. 아담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1988년 첫 내한 연주회는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팬클럽 분위기였다. 90년 두 번째 내한 

때부터는 장소를 예술의전당으로 바꿔야 할 만큼 청중이 늘어났다. 이후로 그는 기획사가 

반기는 흥행불패의 아이콘이 됐다. 마이스키가 한복 차림으로 표지를 장식하고 한국 

가곡을 연주한 소품집은 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DG 본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마이스키 역시 “한국 청중 앞에 설 때 내 음악성이 가장 돋보인다”고 했다. 마이스키와 

한국은 어느 한편의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마이스키의 연주로 꼭 듣고 싶었던 첼로 레퍼토리들

마이스키는 24차례나 한국을 찾았다. 그보다 더 많이 방문한 외국 음악인이 있을까. 

횟수만큼 콘텐츠도 풍성했다. 다리아 호보라, 세르지오 티엠포 등 전문 파트너뿐 아니라 

김금봉(1988년), 백혜선(2004년) 등 국내 피아니스트와도 호흡을 맞췄다. 호텔에서 

프라이빗 콘서트를 열고(97년) ‘채시라의 토요객석’(99년)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폭넓은 팬층을 만나려 노력했다. 2013년 2월 예정된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듀오 콘서트가 아르헤리치의 건강 문제로 무산되자, 급하게 레퍼토리를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바꿔 관객과의 약속을 지킨 미담은 지금도 회자된다. 외국 연주자의 지방행 

물꼬를 튼 이도 마이스키다. 서울로 한정됐던 무대는 2000년대 들어 대구, 통영, 울산, 

청주 등으로 확대됐다. 올 4월엔 통영 인근 욕지도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섬마을 콘서트를 

열어 “한국인도 하기 힘든 선물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2009년부터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딸 릴리와 함께 한국을 찾고 있으며 2011년엔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들 사샤가 

합류하며 오랜 꿈인 가족 피아노 삼중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마이스키에 따르면, 

로스트로포비치는 릴리가 첼로가 아닌 피아노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상심했다. 그 

때문인지 마이스키는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에겐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

올 상반기 통영국제음악제에 참석했던 마이스키가 하반기에도 한국을 찾아온다. 2011년에 

이은 한 해 두 번 내한. 이번엔 스위스의 유서 깊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협연하며 

슈만 협주곡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선보인다. 슈만 협주곡은 마이스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코어 레퍼토리다. 1850년 가을, 단 2주 만에 일필휘지로 쓰였는데 작곡가 사후에야 

초연됐을 정도로 빛을 못 봤고, 그 탓에 낭만파 첼로 협주곡 중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다. 

슈만의 내성적인 낭만성이 농축돼 있어 첼로 팬에겐 보석 같은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처음엔 ‘작은 협주곡’(Konzertstueck)이라고 이름 붙였을 만큼 형식이 단출하고 

길이도 25분 남짓 짧다. 간주풍의 느린 2악장을 사이에 두고 열정적인 1악장과 치열한 

3악장(이례적으로 반주 카덴차가 붙은)이 휴지 없이 연결돼 있다.

마이스키는 첫 바흐를 녹음한 해에 번스타인, 빈 필과 이 작품을 녹음했다. 첼로 협연을 

않기로 유명한 번스타인이 로스트로포비치에 이어 마이스키와 두 번 녹음한 작품이기도 

하다. 로스트로포비치가 밖으로 발산하는 힘을 전달했다면 마이스키는 안으로 연소시키는 

열정을 담았다. 이 작품은 피아티고르스키도 즐겨 연주했다. 선 굵은 조형미와 섬세한 

프레이징이 조화를 이룬 마이스키의 해석은 두 스승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느낌을 준다. 

마이스키는 이 곡을 2000년 오르페우스 체임버와 다시 녹음할 만큼 애착을 보였고, 한국 

무대에선 2003년 룩셈부르크 필과의 협연을 통해 실연하기도 했다.

 

체임버형 악단의 톱클래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한국을 처음 찾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취리히 근교 빈터투어를 근거지로 1875년 

창단했다. 모태가 된 성가대의 연원을 따지면 16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명 규모의 

전형적인 ‘체임버형 악단’이며, 국내엔 덜 알려졌지만 유럽에선 톱클래스 앙상블로 정편이 

나 있다. 2016년부터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토마스 체트마이어는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처럼 군살 없이 담백하고 상쾌한 해석을 중시한다. “모든 음악은 

낭만적”이란 마이스키와 그 반대편 극단에 위치한 악단이 어떤 중화 작용을 일으켜 접점을 

찾을지 기대된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는 인기 첼로곡인데다 유대인인 마이스키에게 

특화된 작품이기도 하다. 두 개의 히브리 멜로디를 이용해 첼로와 악단이 서로 대화하듯 

변주하는 악곡. 첫 주제는 d단조의 느리고 슬픈 음률로 유대교 명절인 속죄일에 읊는 ‘콜 

니드레’(기도곡)에서 따왔고, 다른 하나는 D장조의 밝고 다소 빠른 음률로 영국 작곡가 

아이작 네이선의 작품에서 차용했다.

기악 프로그램인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은 악단이 장기로 

삼고 있는 고전파 관현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 발매된 브람스 교향곡 

전집(Claves)에서 체트마이어와 악단은 투명한 현의 질감과 청아한 목관의 울림, 응집력 

있는 관악 사운드로 작지만 밀도 있는 브람스를 그려내 듣는 이를 매료시켰다. 현대악기를 

활용한 원전연주 버전처럼 와 닿는다. 이들의 ‘운명’ 역시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상투적인 표제성보다 합주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미샤 

마이스키&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10월 24일(강릉), 25일(서울), 26일(대구)).

PREVIEW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이끄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내한한다. 

2017년 유럽 투어를 통해 호흡을 맞춰온 이들은 10월 중 

강릉(24일), 서울(25일), 대구(26일) 등 3개 도시를 찾아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 슈만의 첼로 

협주곡,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신의 날’을 연주한다. 레퍼토리도 

알차지만 최고의 악단과 수많은 음악인들의 존경을 받는 

토마스 체트마이어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만남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글 | 이재준 음악 칼럼니스트

최고의 앙상블과 만난다
미샤 마이스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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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월간 <음악동아> 12월호는 유료 관객수로 그해 클래식 

공연을 결산한 적이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홍혜경이 각각 

1884명과 1816명을 동원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3위는 1758명을 

불러들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였다. 88년, 90년에 이어 불과 세 

번째 내한 공연 만에 티켓 파워가 가장 센 외국인 연주자가 된 셈이다. 

마이스키의 스승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었던 로스트포비치도 그해 

한 달 차로 내한 공연을 펼쳤지만 7위에 그쳤다. 흔히 마이스키는 

내한 연주를 거듭하면서, 또 90년대 중반 제자 장한나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조사를 보면 마이스키를 향한 

한국인의 애정은 내한 연주회를 거듭하면서 쌓인 것이 아니라 이미 

활동 초기에 굳어진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마이스키는 어떻게 단숨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연주자로 

자리매김했을까. 그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음반(도이치 그라모폰, DG)이 라이선스로 

발매된 1987년 봄이다. 당시 매체들은 지금도 유효한 카피,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로 

그를 소개했다. 동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에서 활동한 두 거장을 

스승으로 삼는 일은 드라마틱한 삶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마이스키는 18세인 1966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출전하며 심사위원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와 운명적인 조우를 

했다. 그는 자국 참가자 5명 중 유일하게 로스트로포비치의 제자가 

아니었다. 비주류인데다 실력도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지만 잠재력은 

대단했다. 마이스키는 6위에 입상했고 콩쿠르 후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하며 첼로뿐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하지만 누이 가족이 1969년 

이스라엘로 망명한 뒤 ‘잠재적 망명자’로 몰리고 마침내 당국이 놓은 

덫에 걸려 밀수범 신세가 됐다. 4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14개월 동안 

노동 교화소에서 활 대신 삽을 든 그는 교화소 내 친한 의사에게 힘을 

써 예정된 군입대 대신 정신병원 근무로 빠졌다. 이후 1973년 당국의 

묵인하에 이스라엘로 극적 ‘송환’(마이스키는 망명 대신 이 단어를 

쓴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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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안네 소피 무터

안네 소피 무터가 내한한다. 품격 있는 바이올린의 톤과 빼어난 외모, 쉽게 

시들지 않는 음악의 풍요로움이 데뷔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네 소피 

무터’의 이름과 향기를 유지하게 만든다. 오는 11월 29일,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들로 램버트 오키스의 피아노와 함께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글 | 김호경 음악 칼럼니스트

시들지 않는 기품과 향기, 
현의 여제
안네 소피 무터

카라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10대 시절에도, 여전히 날 선 감각과 

깊이로 도전을 마지않는 오늘날에도 그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 오는 11월 29일에는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들로 1년 만에 다시 한국 관객을 만난다. 

4번과 5번 ‘봄’, 9번 ‘크로이처’가 무터의 단단한 커리어 위에 또 어떤 새로운 꽃을 피어나게 

할까.

 

다시, 베토벤 속으로

무터는 지난 9월 특별한 베토벤 시리즈를 시작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신시내티에서는 한국의 김은선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다. 2020년까지 무터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첼리스트 

요요 마,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실내악단 ‘무터 비르투오시’ 등과 

뉴욕, 베를린, 파리, 아르헨티나 등에서 베토벤의 다양한 작품을 연주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다.

무터가 연주하는 베토벤이라면 많은 이가 1998년의 소나타 전곡 음반(DG)을 떠올릴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리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서른다섯의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는 것은 크게 화제가 될 만한 

기획이었다. 네 장의 음반에 총 열 개의 작품을 담기 위해 무터가 고심했던 흔적이 당시의 

인터뷰(anne-sophie-mutter.de)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베토벤 생가를 여러 번 

방문하고 오리지널 스코어를 탐구하며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다고 한다. 하이든,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작품들부터 궁극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했던 마지막 

작품까지, 무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작법의 변화를 파악하며 그 의도를 체득했다.

이번 한국 공연에서 연주할 4번과 5번, 9번은 무터가 사랑해 마지않는 작품들이다. 

“소나타 4번에 내재된 어두움을 알지 못한다면 5번의 ‘봄’을 불러낼 수 없다”고 그 연결 

고리를 분석하며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악기 간 긴밀한 관계성을 완성해낸 것도 이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소나타 9번 ‘크로이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완벽한 

대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중하고도 생기 넘치는 이 음반은 무터에게 에코상과 

그래미상을 안겨주었다.

무터가 호흡을 맞출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는 

1988년 미국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듀오 작품을 함께 연주한 

무터의 오랜 음악 동료이다. 앞서 언급한 베토벤 

음반 외에도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2006), 브람스 

소나타 전곡(2010)을 녹음한 바 있으며 이번 베토벤 

프로젝트에서도 무터의 든든한 파트너를 자처했다. 

그야말로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분신 같은 존재인 

셈이다. 오키스는 솔리스트로도 인정받아 다양한 

무대에 선 바 있으며 과거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파트너로 11년 넘게 활동하기도 

했다.

 

무터가 일구는 미래

강수진은 창작 발레를 추고 나면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연주자도 마찬가지일까? 

그렇다면 무터의 활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움직임을 

지닐까.

무터는 무려 스물일곱 개의 작품을 초연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작곡가 앙리 뒤티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볼프강 림, 앙드레 프레빈, 한국의 

진은숙과 할리우드 거장 존 윌리엄스까지 음악사에 

귀하게 기록될 동시대 작품들이 모두 무터의 활을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가 닿았다. 

이중에서 남편이었던 프레빈이 헌정한 협주곡 ‘안네 소피’와 번스타인 ‘세레나데’를 

커플링한 음반(2003)과 펜데레츠키 협주곡 2번 ‘메타모르포젠’과 버르토크 소나타 2번 

음반(1997), 베르크 협주곡과 볼프강 림의 ‘Time Chant’(1992)가 각각 그래미상을 받았다. 

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채 동시대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다.

무터가 오래 정성을 쏟고 있는 또 다른 일로는 무터 재단에서 진행하는 후학 양성이 있다. 

1997년에 이어 2008년에 두 번째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의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에도 첼리스트 김두민,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 비올리스트 이화윤 등 수혜자가 

여럿이며 악기 대여와 장학금, 세계 무대 발판이 될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예술적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상상하며 

개성을 찾아나가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를 향한 시선들

무터의 커리어를 언급하며 지휘자 카라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76년, 열세 

살의 소녀 안네가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인 지휘자 카라얀을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197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데뷔 

무대를 치른 무터는 1989년 카라얀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수많은 무대를 

여행했다. 베를린 필과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브루흐의 협주곡을 

녹음했으며, 이후 로스트로포비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파울 자허 

등과도 교류하며 최고의 솔리스트 자리를 지켰다.

오래된 해외 언론 기사들을 뒤적여보면 카라얀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어린 소녀를 향한 

의구심부터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 연주자에 대한 낯 뜨거운 수식어, 쓸데없이 구체적인 

가정사까지 그를 피로하게 하는 과한 관심이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십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무터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장했다.

클래식 음악가에게 수상 이력이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무터의 내력은 과연 화려하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에서 훈장을 

받았고,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2008), 폴라 

음악상(2019)을 포함해 세계 여러 예술 단체 및 

학교들도 무터의 영향력을 추대했다.

무터에 대한 강렬한 개인적 기억을 언급하자면, 

물론 훌륭했던 몇 번의 실연도 있지만, 몇 해 전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송년음악회 

중계 방송을 보던 순간이다. 새해의 들뜬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기분으로 만난 주홍빛 

드레스의 무터는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의 선율을 

시원스럽게 그었다. 얼마나 짜릿하고 상쾌하던지,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그때부터 무터의 더욱 열렬한 팬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반하는 건 정말 한순간일까. 이번 

무대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가 그의 음악에 푹 

빠지게 될지 궁금하다.(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음악은 언제나 긍정의 기운을 지닌다. 

열네 살에 카라얀, 베를린 필과 데뷔 무대를 치른 이후 40년이 넘도록 

수백 번의 무대를 갖고 7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한 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부터 앙드레 

프레빈의 협주곡 ‘안네 소피’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다채롭게 선보여온 

그인데 말이다.

마치 타고난 듯한 기품 있는 우아한 음색은 긴 세월의 디스코그래피를 

되짚어보아도 여전하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공사가 

금줄을 뽑아내는 것만 같다. 완벽의 경지를 향하면서도 결코 고립을 

자처하지 않고, 듣는 이들을 자신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 설득의 의지를 내재한 추동력이 무터의 보석 같은 톤을 허세스럽지 

않게, 순수하게 반짝이도록 돕는다. 그러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무터의 음악을 만나면 의욕이 느껴지고, 또 그가 어떤 작품을 연주해도 

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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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황덕호 앞에서는 재즈나 

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가 20년째 

진행해온 KBS 클래식FM 

<재즈 수첩>, 재즈 전문 유투브 

방송 <로프트 재즈>를 비롯해, 

재즈를 사랑하는(혹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아온 저서 <그 남자의 

재즈 일기> <빌 에번스> <당신의 

첫 번째/두 번째 재즈 음반 12> 

외에 기고해온 원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출판한 재즈 

글 모음집 <다락방 재즈>를 

읽으면서 더 격하게 공감하게 

된다. 세상에 음악 좋아하고 

글 잘 쓴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처럼 음악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와 너비, 남다른 

귀와 가슴, 그것을 이만큼 

예리한 시선과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감탄과 즐거움으로 술술 

읽어낼 수 있는 재즈 책을 만난 

것도 반갑지만, 다 읽고 나니 

황덕호의 클래식 음악 사랑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 참에 커밍아웃 

하자면, 애플 팟캐스트 음악 

부문 1위를 찍은 인기 클래식 

방송 <술술클래식>의 외모 담당 

캐릭터 ‘대장부’는 재즈 평론가 

황덕호였다! 

글 | 이지영 사진 | 강태욱

책 한 권, 영화 한 편이 재즈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러다가 난데없이 특정 클래식 음반, 재즈 음반이 잘 팔릴 때가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간 소설 속 주인공이 특정 음악을 언급했을 때, 영화 속 주인공이 재즈를 연주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을 때다. 평소엔 절판된 줄 알았던 명연주자의 전기나 명반 

카탈로그도 이때 잠시 들썩인다. 클래식과 재즈는 먼 나라 음악인 줄 알았는데, 소설과 

영화라는 ‘이야기’ 속에 그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직접 들을 수 없으니 감정과 분위기를 상상하지만, 영화 속에서 재즈는 

로맨스와 공포의 감정 사이를 오가며 더 큰 역할을 한다. <라라 랜드>나 <리플리>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처럼 로맨스와 직결된 음악으로서의 재즈는 달콤하고 감미롭고 

매혹적이다. <다락방 재즈>에도 영화 속 재즈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재즈는 전혀 

달콤하지 않다. 황덕호는 우리가 잘 아는 <위플래쉬>도 언급하지만 혼합과 변용으로 

공포를 그려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고전 <비디오드롬>과 <플라이> <네이키드 

런치>를 인용해 재즈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진폭을 소개한다.

한국에 재즈를 알린 사람 중에는 책에서 언급하신 팻 매스니나 키스 자렛도 있지만,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습니다. 취향 좋은 누군가가 ‘재즈’를 언급했을 때의 

영향력이 꽤 큰 것 같고요. <당신과 하루키와 음악>이라는 공저도 쓰셨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당신과 하루키와 음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면 한국에서 재즈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얼마나 빈약한가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하루키의 문제가 아니고 

재즈의 문제, 그만큼 보급이 안 되어 있으니 하루키를 통해 재즈가 전달된다는 거죠. 

제가 쓴 <빌 에번스> 책 홍보 문구에도 하루키가 언급한 빌 에번스 이야기를 넣었을 

정도이니까요. 재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처절함, 치열한 과정이 만들어낸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키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모습만으로 재즈라는 장르를 흡수하는구나, 그 외에는 다른 계기를 못 발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안타깝죠.

그렇다면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재즈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재즈 감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영화로 어떤 작품을 꼽으시나요?  

마일즈 데이비스를 다룬 <마일즈>나 쳇 베이커를 다룬 <본 투미 블루> 등이 있었는데, 

실상 이 영화에는 매력적인 음악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재즈 영화라면 음악이 잘 쓰여야 하는데, 많이 아쉬웠죠. 

<아마데우스>처럼 재즈 뮤지션을 다룬 좋은 영화가 하나만 나와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쉽지 않겠죠.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나마 <위플래쉬>가 재즈의 치열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생각해요. 음악가들의 강도 높은 경쟁에 대한 반감도 컸겠지만 그 영화가 재즈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잘된 거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 덕분에 클래식 음악이 널리 알려졌고, 라이 쿠더와 빔 벤더스의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쿠바 재즈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재즈를 

영화음악으로 잘 쓰는 대표적인 감독으로 누구를 꼽으시나요?

재즈광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죠! 그가 감독으로 인정받은 첫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Play Misty for Me)에도 재즈가 흐르죠. 무엇보다도 찰리 파커 일대기를 

소재로 한 <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까지 받았던 이 영화 때문에 

찰리 파커를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58년부터 시작한 비영리 

재즈 페스티벌인 몬테레이 재즈 페스티벌에 후원도 제일 많이 하고 무료 사회도 보는 등, 

재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라라 랜드>나 <위플래쉬>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도 

재즈광이라지만, 재즈를 잘 아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다르군요.

맞아요. 대부분 제작자들은 재즈보다 귀에 더 잘 들리는 멜로디를 써야 한다고 재즈 

사용을 반대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영화에 재즈를 더 쓰려고 노력해온 감독이에요. 

재즈 뮤지션들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속의 재즈를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이스트우드 애프터 아워즈(eastwood after hours)’라고, 라이브 앨범이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뮤지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작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재즈를 

INTERVIEW재즈평론가 황덕호

다락방에서 써내려간 

재즈 일기그 남자의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음악 좋아하시던 친척 어른이 흑인들 사진이 있는 

음반을 한 아름 주셨어요. 그땐 몰랐는데 마일즈 데이비스, 지미 러시라는 재즈 

보컬리스트도 있었고, 트럼펫 주자 빅스 바이더백도 있었어요. 그땐 나팔 소리는 

못 듣겠다고 한구석에 뒀는데, 클래식도 좋아지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시 꺼내 

들어보니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재즈가 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80~90년대 음악을 좋아했던 청년들에게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을 미지의 

음악 세계로 이끌어준 동네 음반가게 사장님, 국내 수입 금지됐던 음원까지 수록한 

해적판(불법 녹음반)을 구해 찾아 들었던 경험, 용돈을 모아 수입판을 손에 넣었을 

때의 뿌듯한 기억 등이다. 황덕호 역시 그 세대를 살았다.

“마일즈 데이비스 CBS 음반이 라이선스로 발매됐는데, 듣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면서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재즈판은 거의 없었는데 86년, 

예음 레코드에서 50~60년대 셀로니어스 몽크, 소니 로렌스, 마일즈 데이비스 등의 

앨범이 LP로 10장 세트로 발매되서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더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갈증 때문에 외국 잡지를 판매하는 반포 지하상가 서점에서 영문 재즈 잡지 

<Down Beat>와 일본 잡지 <스윙 저널>을 구입했어요. 다 읽고 이해하진 못했지만 

분위기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객석> <음악동아>도 열심히 봤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직업도 취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명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그는 소니 클래시컬 클래식 음악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하게 된다. 당시 클래식 파트는 조금씩 수입해왔던 ‘재즈’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에 출시될 클래식과 재즈 음반을 알리는 일이 그의 첫 직업이 되었던 

것이다. 음반에는 ‘라이너 노트’(음반 내지)라는 소개  글이 들어가는데, 마땅한 재즈 

필자도 없었던 때에 그는 직접 내지를 쓰고 매체에도 글을 실었다.

황덕호의 재즈 글 모음집 <다락방 재즈>에는 그가 힘껏 알리고 싶었던 앨범의 

라이너 노트 9편이 있다. 한 편 한 편, 이 음반을 꼭 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구애가 담겨 있다. 그 글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필청 음반에 대한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뿐더러, <Jazz: 재즈로 들어본 우리 민요, 가요, 팝송!> <재즈 

클럽 야누스 30주년 기념 실황>와 같은 글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한국 

내에서 재즈와 민요, 가요, 팝송이 주고받았던 영향과 현실 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라이너 노트는 1950년 이후 LP가 등장하면서 앨범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클래식 음악 시장이 확 커지거든요. 녹음 기술과 재생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클래식 듣던 사람들이 좋은 하이파이 오디오를 집에 들여놓고, 음악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전환되니까 앨범 표지도 아름답게, 해설도 집어넣으면서 

고급화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음반 안에 라이너 노트를 넣는 방식은 CD 시대까지 이어졌다. 아니, 그때가 

전성기였다.  

“유명 연주자의 추모 앨범,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앨범이다 하면 라이너 노트는 부클릿만큼이나 두툼한 노트가 되어 정보와 사진, 

좋은 글로 가득채웠어요. 라이너 노트 하나만 살펴봐도 음반과 함께 연주자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근사했으니까. 이러다가 내지가 없어진 음반을 발견하면 음반 

좋아하는 사람은 덜덜 떨게 되죠. 음반과 짝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건데, 달팽이가 

자기 집을 버리고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처럼 유튜브나 음원 

파일로 음악 듣는 포맷이 바뀌면 음악 듣는 태도나 소비하는 양식,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가 바뀌더라고요. 진지하게 음악을 듣다가 동전 넣고 음악을 듣던 주크박스 

시대처럼 캐주얼하게 듣는 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죠.”

음악 정보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려는 사람에게만 열린 자유롭고 풍요롭고 무한한 세상이다. 우연한 

기회에라도 재즈를 들어보고 맛을 봐야 언젠가 다시 접했을 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우연한 기회’조차 문을 열고자 발을 뗀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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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썼던 클린트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한다.”(웃음)

재즈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릴 법한 음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리듬과 음색이 다양하고, 멜로디와 변주, 무엇보다도 모든 장르의 음악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재즈는 ‘현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19세기적인 

것들이에요. 그 음악이 우리한테 딱 달라붙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당시 예술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투나 품새가 이미 한참 지난 시대여서 르네상스 그림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재즈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재즈는 현대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20세기에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고, 사랑 이야기도 

직접적이에요. 지금을 사는 우리와 동질화될 수 있는 음악인 거죠.

<다락방 재즈>에는 재즈가 한국에 들어오고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즈에 

대한 허상이나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지만 요즘은 자연스럽게 듣고, 누리고, 뛰어난 연주자들도 

많아졌어요. 재즈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클래식과 비교하긴 어렵고, 세계적인 톱클래스 재즈 연주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근 20년간 

재즈 연주자들의 실력이 크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미래를 관망하려면 관객과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가능한데, 클래식처럼 군 면제가 되는 콩쿠르도 없고, 이런 재즈 인력을 

키우고 양성해야겠다고 느끼는 사회적인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한거죠. 연주자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이후에도 좋은 연주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인력이 넘쳐나면 해외 무대에도 진출하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꼽으라고 하면 클래식 다음은 

재즈예요. 재즈는 처음 만난 외국인들과도 ‘어떤 곡을 연주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음악이잖아요. 유네스코는 세계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 세계 음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음악이 재즈라고 생각해서 매년 4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재즈의 날’(International 

Jazz Day)로 정했어요. 이때에는 각 나라의 도시를 돌면서 큰 재즈 행사를 열기도 하죠.

 

재즈 음악 방송의 역사가 된 ‘재즈 수첩’ 20주년

직접 진행하시는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재즈 방송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새삼 느낍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음악 방송 역할이 컸어요. 당시 팝이나 록 음악 방송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한 음반을 라디오에서 틀어주기도 하면서 마니아들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청취자 수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비록 ‘재즈 수첩’이 주말 방송이고 그게 

우리나라 재즈의 현실이기도 한데, 록이나 팝 음악보다 훨씬 적은 시장인 재즈인데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재즈 방송에 재즈가 아닌 곡을 신청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신청곡 10곡 중 8곡이 재즈가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많은 음악을 틀어드리고 

싶었지만 재즈 장르에 넣기 힘든 곡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노라 존스의 음악은 재즈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각종 어워즈에서도 컨트리 부문, 아티스트 부문 등에서 상을 받았지 

재즈로 구분된 적은 없었어요. 그 점 때문에 여러 번 글도 썼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는 

자제하게 돼요. <다락방 재즈>에도 소개했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재즈곡이라고 할 수 

없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재즈 모음곡’ 신청도 많았죠. 영화의 영향이 컸어요.

그래도 방송을 청취하고 신청곡으로 소통하려는 청취자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네요. 꾸준히 듣다 보면 재즈의 영역도 넓어질 거고요.  

그럼요. 우스갯소리지만 청취자분들이 마치 간첩이 북한 방송 듣듯이 조용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게시판이 시끄러워지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웃음). 한때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 편성국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개편 때마다 없어지지 않고 20년째 살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 더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20주년 공개방송 때에도 찾아오신 분들께 같은 얘기를 했죠. 댓글 

하나 없이 청취만 해주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보안만 잘 지켜주시면 30년이고 40년이고 이 

방송 더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웃음).

‘재즈 수첩’을 20년간 이끌어온 나만의 방식을 여쭙고 싶습니다.

숨은 명곡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즈 팬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음악, 

누구나 알 가치가 있는 음악을 꼭 틀려고 했죠. 그래봤자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재즈를 듣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취향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재즈 듣는 사람들도 트렌드를 좇는 경우가 많은데 취향이 너무 팝스러운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 찰리 파커라고 하면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떼어버리면 재즈의 짧은 역사가 너무 일천한 거죠.

클래식 음악의 가치는 작곡가 사후 100년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말도 하는데, 재즈 

역사는 이제 100년 밖에 안 됐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재즈가 각광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탄생 100주년 된 뮤지션이라든지,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음악을 꼭 틀죠. 골고루 

소개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재즈에서 말하는 ‘클래식’이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재즈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아티스트는 꼭 좀 들어봐달라면서 소개하죠. 클래식 음악도 

요즘 작곡가의 곡만 듣고 옛날 작곡가를 버리지는 않듯이요. 재즈는 골고루 듣게 돼야 

공연 시장까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재즈 수첩’은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딱 

두 시간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음악들을 배치하다 보면, 신보도 틀고, 

국내 재즈 뮤지션들의 곡들을 틀고, 그러다 보면 의미 있는 클래식 재즈는 한 곡씩 소개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황덕호의 Jazz Loft’라는 유투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방송은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요. 그리고 ‘재즈 수첩’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음악 선곡은 ‘재즈 수첩’이나 ‘재즈 로프트’나 비슷해서 재즈의 옛날 명곡들, 새로 나온 

음반들 중 꼭 듣고 추천해주고 싶은 음반들 위주죠.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음악을 오래 못 튼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음악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주로 선택해서, 꼭 다루고 싶었던 재즈계의 이슈들을 실컷 얘기하죠.

인기 있는 클래식 인터넷 방송 ‘술술클래식’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클래식 역사를 짚어주고 알맹이 있는 내용을 알아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웃긴 클래식 방송은 처음 들었어요. 내년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술술클래식’ 

진행자들과 공연을 하신다면서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결사 조직이었는데, 이참에 공개하죠. ‘재즈 로프트’에서 ‘여름’을 

주제로 음악 얘기를 할 때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요, 사실 ‘술술클래식’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클래식 레퍼토리는 주제에 따라 음악을 구성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9월이 되면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9월 2일’(September Second)을 

듣게 되는 것처럼 때 되면 손이 저절로 가는 음악이 있는 거죠. 그걸 많이 만들어놓고 

리퀘스트도 되어야 경로가 생기는 것이다 싶었고요.

지난해 <Club BALCONY>를 통해 ’황덕호가 클래식 팬들에게 보내는 재즈 이야기‘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는 전혀 다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는데, 

재즈를 알아가고 싶은 클래식 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클래식을 맛볼 때 선호하게 된 매력이나 맛의 기준을 재즈에 들이대면, 재즈에서 들을 

음악이 몇 곡 안 남아요. 클래식에서는 앙상블이 현악기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재즈는 

역사적으로 관악기가 중요하죠.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연주자 한 사람마다 

개성을 발휘하는 것을 재즈의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왔거든요. 재즈에서는 “왜 찰리 

파커처럼 똑같이 연주해?”라고 하면 이건 찰리 파커처럼 잘 한다는게 아니라 욕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작곡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의도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내지만 재즈는 각자 즉흥 연주를 하면서도 음악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클래식 쪽에서 

보면 재즈가 어지럽고 정신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클래식은 클래식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재즈는 재즈 나름대로의 맛이 있죠. 두 음악의 ‘맛’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전혀 다른 그 

맛을 모두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식탐가’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감상자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들어서 좋은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있고, 작곡가, 악기, 악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기능해서 전체 작품을 이뤘는지 조망하며 

감상해온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재즈의 맛을 즐겨봐도 좋을 거예요.

1. 산만 신경계: 잡다한 글

   나는 어쩌다 재즈를 사랑하게 되었나?  

   음악은 대충 듣는 것  

   마르시아스를 위하여  

   즉흥연주 좀 들어주세요  

   덱스터 고든, 그리고 순댓국  

   우리는 왜 이 음악을 편애할까?: ECM 레코드를 위하여     우리는 왜 이 음악을 편애할까?: ECM 레코드를 위하여  

   빌 에번스는 빌 에번스였다: 오역의 향기  

   누명: 쇼스타코비치와 재즈  

   국가와 황홀: 〈교향곡 9번〉(합창)과 《지고의 사랑》  

   레코드 디자인에 대한 단상  

2. 따지기: 리뷰

   악마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데이미언 셔젤, 영화 「위플래쉬」

   아직도 새로운 평가를 기다린다  

   길 에번스,《길 에번스의 개성주의》

  ‘일본 취향’에 관하여 혹은‘덕후’감상법에 대하여  

      라즈웰 호소키,『만화, 재즈란 무엇인가』

   그들의 앨범을 여전히 기다리는 이유  

   키스 재럿 트리오,《바보 같은 내 마음》

   우리는 왜 그를‘봐야’하는가  

   마이클 래드퍼드, 영화「미셸 페트루치아니, 끝나지 않은 연주」

‘중년 재즈 덕후’,‘서재페’에 가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 10년에 부쳐

   내용의 빈곤, 스타일의 과잉     내용의 빈곤, 스타일의 과잉  

   브래드 멜다우,《하이웨이 라이더》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밥 포스, 영화「올 댓 재즈」

   부풀리고 왜곡된 100년사  

   박성건,『한국 재즈 100년사』

   이 음악들을 지지한다  

   자라섬에 가면 나는 왜 추위를 타는 걸까?    자라섬에 가면 나는 왜 추위를 타는 걸까? 

   2016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다녀와서

   복수, 그리고 죽음의 출정식 

   찰스 밍거스 6중주단,《코넬 1964》

4. 재즈 레퀴엠: 추모의 글

  

   붉은빛의 진흙  

   프레디 허버드(1938~2008)

   두 재즈 인생 I: 어느 트럼페터와 프로듀서  

   클라크 테리(1920~2015)와 오린 키프뉴스(1923~2015)

   그 옛날 어느 오후, 아련한 하모니카 소리     그 옛날 어느 오후, 아련한 하모니카 소리  

   투츠 틸레망(1922~2016)

   두 재즈 인생 II: 어느 평론가와 피아니스트  

   냇 헨토프(1925~2017)와 모스 앨리슨(1927~2016)

   완벽주의 안티 히어로  

   월터 베커(1950~2017)와 스틸리 댄

   진정한‘재즈 1세대’  

    강대관(1934~2017)

   전위주의의 버팀목 

   무할 리처드 에이브럼스(1930~2017)

   재즈의 계관시인  

   존 헨드릭스(1921~2017)

   부록

  불운의 재즈 앨범 20선  

   혼합과 변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네이키드 런치」

   어느 테너맨의 포효  

   부커 어빈,《프리덤 북》

3. 내부의 시선으로: 라이너 노트

   익숙하게, 동시에 낯설게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근접조우》

   한국 재즈, 1978년  

 《Jazz: 째즈로 들어본 우리 민요, 가요, 팝송!》

   야누스 30년: 우리들의 재즈 오디세이  

《야누스의 밤: 재즈 클럽 야누스 30주년 기념 실황》

   49세 피아니스트의 빛과 그늘  

   빌 에번스,《친화력》

     5년 동안의 세공  

   존 루이스,《J. 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의 전주곡과 푸가》

   육체와 정신처럼  

   박성연과 프란체스카 한,《몸과 마음》

   멜다우 프로그램의 구성을 읽다!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시모어가 헌법을 읽다!》

   서로 제각기 하나의 풍경을 바라보다  

     임인건과 이원술,《동화》

    재즈 녹음에 생명을 불어 넣다  

《루디 반 겔더의 소리》

재즈 평론가 황덕호가 다락방 작업실에서 써내려간 

재즈에 관한 10년의 기록 

“이놈의 편벽한 취향은 
늘 재즈에 관한 일을 할 때만
마음이 편안하고 한결 즐거우니 
그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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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순열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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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이 그 작품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간절한 메시지로 

압축된다. 베토벤보다 훨씬 이전에 로마 시대의 비르길루스도 

그의 「목가」(Ecloga)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쿠마의 무당이 날뛰던 시대는 갔으니) 시칠리아의 뮤즈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좀 더 드높은 노래를 불러보자꾸나(Sicilides 

Musae, paulo maiora canamus).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목마르게 갈망하던 비르길루스의 그 

비원(悲願)은 오래전 잊히고 말았다 그 대신 ‘이런 소리가 아니라 

보다 더 즐겁고 기쁨에 넘치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hne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던 베토벤의 절규는 이때나 저때나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피를 토하듯이 

폐음의 극복을 절규하고 나서 불길에 취해(feuertrunken) 환희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금방 망각의 바구니에 

처넣고 만다는 점이다.

도처에 구정물이 넘치고, 숨을 쉴 수 없도록 탁한 공기가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가 하면, 소리의 쓰레기 폐음이 

범람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폐수, 이런 폐기, 이런 

폐음을 견디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페트렌코가 그의 베를린 필 출범 작품으로 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골랐는지 나는 모른다. 온갖 폐음을 쓸어 모아 

별의별 재간을 다 부려 베를린을 시궁창으로 몰아가면서 

희희낙락거리던 쿠마 무당 시절을 쓸어버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허한 구호를 또 한 번 외쳐보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도 페트렌코의 그 서막 공연에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은 환희의 송가를 끌어내는 선창자로 그가 

연광철을 골랐기 때문이다.

내가 연광철에 끌리는 까닭은 그가 베를린 

국립극장으로부터 ‘궁정음악가’(Kapellesaenger)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아서도 아니고, 온 세계 여러 극장이 

앞 다투어 그에게 구애를 하고 있어서도 아니다. 10년이 

넘도록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 초청되면서 바그너 

가수로 입지를 굳히는가 싶더니 베르디, 도니제티, 구노 등 

다양한 사원을 순례하고 슈베르트를 거쳐 무소륵스키로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그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음악과 시는 서로 닮아 신묘불가측(神妙不可测)한 

전아(典雅)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어떤 법칙으로도 가르칠 수 없고 오로지 고수라야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현묘한 경지이다.”

 
Music resembles poetry, in each

Are nameless graces which no method can teach

And which a master hand alone can reach.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연광철의 역량과 품격

연광철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알렉산더 포프의 그 시 한 연(An Essay on Criticism)이었다. 

그의 노래에는 전아한 기품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그런 전아함이란 아무리 고수라 해도 절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드높이 날고 나서도 몸을 낮추고, 몸을 

낮추면서도 여전히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날개를 접지 않을 

때만 풍겨나는 축복이다.

“내가 이룩한 눈부신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Behold and despair.) 오지만디아스(Ozymandias)는 

그렇게 외치면서 우쭐거린다.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휘브리스(hubris·오만과 탐욕)의 수레를 타고 희희낙락거리는 

난장이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후미진 

곳에 장엄하게 펼쳐진 베이스의 산맥에 연광철은 늠름하게 

우뚝 서 있다. 그런데도 그는 우쭐거릴 줄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광철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에게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 깜짝 놀랐다.

‘휘브리스는 낮추고 존엄성(diginitas)은 높이고’–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인간 존엄성에 관한 담론」에서 

말하고 싶었던 요체는 그것이었다. 연광철에게서는 

휘브리스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그의 

노래에서 풍기는 격조는 항상 드높다.

연광철의 역량과 품격은 자라스트로의 아리아 ‘이 

성스러운 전당에서’(In diese heilgen Hallen)와 ‘오, 이지스와 

오시리스’(O Isis und Osiris)에서도 두드러진다. 내려갈 

때에는 그 깊이를 감당키가 어렵고 올라갈 때에는 자칫 

날개가 처져 비틀거리기 일쑤여서, 긴 호흡으로 시종 그 

고귀한 숨결을 지탱하기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 

지극히 어려운 역을 연광철은 키프니스(Alexander Kipnis), 

프리크(Gottlob Frick), 젤리히(Franz Josef Selig) 등을 비롯한 

어떤 자라스트로도 능가할 만큼 도인(道人)다운 기품으로 

여유 있게 소화해낸다.

연광철의 품격과 그 날개는 어디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연광철의 비상(飛翔)은 셰익스피어의 비상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다녔는지 명확하지 않은 

시골뜨기 셰익스피어가 해로나 이튼도 아니고 옥스퍼드나 

케이브리지 출신도 아닌 주제에 그토록 기막힌 작품을 

썼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지체 높은 분(가령 베이컨이나 

옥스퍼드 경 등)이 그 걸작들을 썼으면서도 이름 밝히기를 

꺼려, 극장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던 셰익스피어라는 

얼뜨기를 붙잡아 ‘이놈, 네 이름 좀 빌리자꾸나’라고 

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매달리려고 한다. 그 위작 

논란(Shakespeare Conspiracy 또는 Shakespeare Authorship)은 

셰익스피어 몰후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라앉을 줄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 옹호론자들은 그 비상의 비밀이 

두 번에 걸친 그의 실종기(失踪期·Shakespeare’s lost years)에 

숨어 있다고 믿는다. 14세부터 18세까지(1578~1582), 

그리고 21세에서 28세까지 그의 행적은 묘연하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무술 실력이 그저 그런 주인공이 

어쩌다 하늘이 감추어놓은 동굴 속으로 굴러 떨어져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 동굴 속에서 어떤 비급을 

익히고 나서 홀연 천하의 절세 고수가 되어 혜성처럼 

나타난다.

셰익스피어의 놀라운 위력은 ‘좀처럼 얻기 어려운 

천혜(天惠)의 선물’(inspired gift of God rarely bestowed) 

때문이겠지만, 그것이 눈부시게 발효된 비밀은 그 

실종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 셰익스피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두 번의 실종기가 셰익스피어의 동굴 시대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연광철은 어땠을까. 뒤늦게 외국 유학의 

길에 오르기는 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신동도 아닌데다 

일찍부터 이름난 레슨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 

그가 어떻게 지금의 드높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서 간 스승들의 가르침을 

목마르게 탐식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정적의 동굴 속에서 쌓은 독공(獨功)이 없었다면, 

깊은 밤 산속을 거닐면서 그 정적 속으로의 침잠이 

없었다면 오늘의 연광철은 태어날 수 없었으리라고.

그는 전기도 없는 산골에 살면서 집에서 한참 떨어진 먼 

곳의 공업고등학교에 다녔다 한다. 예고가 아니라 공고를 

다녔다고? 그가 음악과는 동떨어진 그 척박한 환경에 

버려져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속의 정적보다 더 아름다운, 더 신비로운 음악이 

어디 있으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면 날마다 산을 몇 고비 넘어야 

했고, 한밤중에 적막의 심연에 빠져들어 산길을 터벅거릴 

때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는 

했다는 것이다. 그 노래가 슬어져가는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신비로운 발효를 거듭했을 것이다. 밤의 정적, 

그 심연(深淵)의 누룩으로 연광철의 노래는 빚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포근하면서도 불가측(不可測)의 깊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밤의 심저(心底)에서 발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노래한 ‘성스러운 밤’(Heilgen Nacht: 

슈베르트 Nacht und Träume)은 더욱 숭고하다.

그런데도 연광철은 아직도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눈은 저 멀리 명멸하고 있는 별들을 

향해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는 알렉산더 포프처럼 

알프스 위로 알프스가 치솟아 오르기를 염원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깊은 산, 밤의 정적 속에서 그가 별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찾아냈던 환희의 성전(聖殿·Heiligtum)에서 ‘온 인류가 

불꽃에 취해 서로 굳게 껴안자’(Seidumschulgen, Millionen, 

diesen Kuss der ganzen Welt)는 그의 노래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캡틴으로 선임되자 키릴 페트렌코는 첫 항해의 여정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그리고 깊은 산속 밤의 정적 속에서 별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찾아냈던 환희의 

성전, 자유와 인류애를 외치는 묵직한 베이스 자리에 연광철이 있었다.

 

‘오, 벗들이여, 이런 소리는 아니오.’

33club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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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버스’ 기능이 탑재된 기계 전에는 플레이어 

버튼을 수시로 눌러 앞뒤 돌려가며 듣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렇게 정성으로 듣다 보니 첫 음만 듣고도 ‘감’ 

잡는 게 쉬운 노래 리스트는 늘어났다. 클래식은 사정이 

좀 다르다. 교향곡 1악장부터 4악장까지, 60분을 훌쩍 

넘기는 그 대곡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본 적이 있던가? 

반복해 듣기는커녕, 좋아하는 악장만 골라 듣는 편식이 

클래식 음악 생활의 현실이다. 1천 곡이 넘는 바흐의 작품, 

6백여 곡에 달하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한 번씩이라도 

듣기나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만 해도 특별히 귀에 익은 

프렐류드, 사라방드 등 몇 곡을 제외하면 ‘알라망드’ 

‘쿠랑트’가 6곡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정신 단단히 붙들고 감상 중인 교향곡임에도 ‘3악장으로 

넘어왔던가? 아직 2악장이지?’ 할 때도 있다. 집중력이 

잠깐 흐트러지면 객석 의자에 앉아서도 길을 잃는 것이 

클래식이다.

클래식을 제대로 즐기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바그너 

음악을 이해하려면 독일의 신화(神話)를 알아야 한다.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교향곡에서 

‘끝내주는’ 작품을 만든 건 정작 ‘베토벤’이다. 하이든과 

베토벤의 삶을 알아야 이해되고, 그런 후에 음악을 

들으면 지문처럼 영원한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클래식 영토에서 내가 밟아본 땅은 얼마나 

미미할까! 그러니 앙코르 곡을 맞히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얼마 전 Y 선생을 만났다. 그분은 클래식 콘텐츠를 엮어 

책으로 펴낸 ‘저자’이고, 클래식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 

진행자’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운영 중인 ‘클래식 비즈니스 경영자’로도 알려져 있다. 

“클래식을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클래식은 시대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취미로 하는 

사람은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술이나 형태가 뚜렷한 조각이 그나마 지금 시대의 

흐름에 들어맞는 예술 장르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미술’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걸! 그랬다면 시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오늘 나는, 앙코르 곡을 또 궁금해했다. 

휴대전화 안에도 음악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 

이어폰만 꽂으면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공연장에 가고, 좋은 스피커가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앙코르 무대가 

궁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나는 공연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 않으면 궁금증도 없을 테니까. 단, 이제부터는 무슨 

곡인지 궁금해할 게 아니라 어떤 곡이었나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COLUMN박지선의 TalkTalk

프로그램 북에 적힌 ‘예정된’ 연주가 모두 끝났다. 몇 번의 

커튼콜. 박수는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변해간다. 강렬하고도 긴 여운을 전하는 앙코르가 빠지면 

섭섭한 법! 앙코르가 시작된다는 사인을 알아챈 객석은 

숨을 죽인다. 친절한 연주자는 앙코르 곡을 소개한다. 

집중해보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 곡을 소개하는 연주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라고 둘러대본다. 익숙한 곡이 

연주되면 객석에선 큰 박수가 터진다. 심지어 ‘앙코르 

장인’이 지난번 공연보다 앙코르를 짧게 하고 공연을 

끝내면 얼마나 섭섭한 느낌이 드는지 모른다.

공연장 갈 때마다 ‘오늘은 앙코르 곡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 나 자신과 내기를 한다. 결과는 뻔하다. 

오늘도 졌다. 앙코르 곡을 잘 몰라도 감상하는 데 

지장은 없다. 앙코르 무대를 꾸미는 3대 원칙에 대해 

생각했다. 내 경험상의 데이터로 찾은 공통점이다. 첫째, 

비르투오소로서의 기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화끈한’ 곡. 

기립 박수를 쳐도 어색하지 않게 만든다. 둘째, 온 신경을 

연주자의 동작과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감성적인 곡. 

객석은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무대만 

바라본다. 셋째, ‘막귀’인 나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곡이 선택된다. 앙코르 곡명을 몰라도 감상에 문제는 

없다. 공연 기획사는 SNS를 통해 앙코르 곡명과 곡 

해설을 업로드 하니 궁금증은 금방 풀린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도움 없이 앙코르 곡이 연주될 때 스스로 그 작품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공연장에 많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도 했었다. AFKN 채널을 24시간 틀어놓으면 

저절로 영어 말문이 트일 거라는 허무맹랑한 얘기와 

같은 맥락이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데 내 것이 될 리는 

만무하다.

 

앙코르 곡이 궁금한 이유

노래의 첫 음, 첫 소절만 듣고도 곡명을 맞힐 수 있는 

가요나 팝송이 꽤 있다. 용돈 모아 구입한 LP며 

카세트테이프를 얼마나 소중히 모시고 들었던가. 

‘선행학습’을 마치고 객석에 앉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문제는 앙코르. 라 캄파넬라, 에튀드, 위풍당당 행진곡만 연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의 도움 없이 앙코르 곡을 알고 싶다. 과연 내 꿈은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글 | 박지선 클럽발코니 편집위원

앙코르를 즐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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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권하는 재즈 앨범

독일의 작곡가이자 유태인이었던 쿠르트 바일은 

나치의 위협을 피해 1935년 미국 뉴욕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3년 뒤 작사가 맥스웰 앤더슨과 함께 

뮤지컬 <니커보커 홀리데이 Knickerbocker Holiday>를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렸고, 그 안에 담긴 <9월의 노래>는 

가을로 들어서면 늘 듣게 되는 스탠더드 넘버가 되었다.

<9월의 노래>는 기악 연주자들보다 유달리 

보컬리스트들이 선호하는 곡이다. 그것은 이 노래의 

매력이 바일의 선율만큼이나 앤더슨의 노랫말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쉰의 나이에 발표했던 앨범 

<내 인생의 9월 September of My Years>에도 이 곡은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1954년, 서른 살의 젊은 사라 본이 

부른 버전마저도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역시 노랫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노래에서 9월은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온 황혼의 

은유다. 어느덧 인생은 젊음의 활력을 잃고 9월과 함께 

노쇠한 육체를 마주 보게 된다. 그 모습은 무척 슬프고 

쓸쓸하다. 하지만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9월과 가을을 아름답게 

예찬하는 것은 대부분 공허한 윤색일 뿐이다.

실은 많은 노래들은 이 진실을 외면했다. 그래서 <9월의 

노래>의 두 번째 단락은 “가을 날씨가/잎사귀들을 붉게 

물들이면”이라는 개정된 가사로 대부분 불려왔다. 

그러기에 나는 ‘이가 빠지고 다리를 절뚝인다’는 통렬한 

진실을 담은 원래의 가사를 더 좋아하고 그 가사로 노래한 

우테 렘퍼의 <9월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

늙음이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전해주는 보기 드문 앨범

1987년, 당시 55세의 마크 머피는 확실히 ‘이가 빠지고 

다리를 절뚝이는’ 상황이었다. 1956년 데카 레코드를 

시작으로 이후 캐피탈, 리버사이드, 뮤즈 등 많은 

음반사들을 전전하며 스무 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했고, 

동시에 뉴욕을 시작으로 LA, 런던 등을 거치며 줄기차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는 어느새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비전통적인 창법은 그 

자신을 늘 재즈 보컬의 주변인으로 머물게 만들었고, 

오히려 전통 재즈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던 1972년에 

런던에서 뉴욕으로 돌아와(이 시기 동년배의 재즈 

음악인들은 반대로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 

뜻밖에도 과거의 비밥에 천착하며 불렀던 그의 노래들은 

스스로를 시대착오적인 ‘기인’으로 만들었다. 이토록 

방랑하던 중년의 가수는 1987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면서 마일스톤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앨범 <9월의 

발라드>를 녹음했다.

이 앨범은 제목과는 달리 가을에 관한 노래는 단 한 

곡도 담고 있지 않다. 모든 노래가 사랑의 끝, 밤 생활의 

고독, 그럼에도 버리지 않는 한 다발의 꿈, 그가 살던 

인근 소살리토의 아름다움 등을 노래한다. 그것이 

그의  9월이자 황혼이었던 것이다. 오로지 앨범의 

서두를 장식하는 <9월 15일 September 15th>에만 

‘9월’이 등장하는데, 팻 메스니-라일 메이즈의 작품에 

머피가 가사를 붙인 이 곡은 세상을 떠난 피아노의 거장 

빌 에번스에게 바친 곡이다(9월 15일은 빌 에번스의 

기일이다).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에번스를 통해 

55세의 머피는 죽음마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9월은 새로움을 움틔우고 있었다. 재즈-록 

기타리스트 래리 코리엘, 보사노바 기타리스트 오스카 

카스트로-네베스의 연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운드를 

마크 머피에게 선사했고 아트 파머의 플뤼겔호른 솔로는 

깊고 오랜 서정미를 더했다. 황혼이지만 그의 9월에는 

무르익음과 에너지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때때로 나는 이 앨범에 바일의 <9월의 노래>가 담겨 

있다고 착각한다. 실제로는 그 노래가 없다는 걸 확인하며 

몇 번이나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 만도 

하다. 이 음반은 늙음이라는 통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름답게 전해주는 보기 드문 앨범이기 때문이다.

윤색되지 않은 
가을의 아름다움
마크 머피 
<9월의 발라드>
가을을 노래하는 수많은 재즈 곡이 있다. 

그중에서 꼽은 마크 머피의 앨범 <9월의 발라드> 

속에는, 황혼이지만 무르익음과 에너지가 

공존한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온 황혼의 

은유다. 어느덧 인생은 젊음의 활력을 잃고 

노쇠한 육체를 마주 보게 된다. 

그 모습은 무척 슬프고 쓸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가을을 아름답게 예찬하는 것은 

대부분 공허한 윤색일 뿐이다.

글 | 황덕호 재즈 평론가, KBS 클래식FM <Jazz 수첩> 진행자

“길고 긴 시간이지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하지만 낮이 짧아지면서 어느덧 9월이 된답니다.

그사이에 이 하나가 빠졌어요. 이젠 다리도 조금씩 절뚝입니다.

제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랑을 기다리기에는.

햇빛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 빛도 잦아들면 9월, 그리고 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금쪽같은 날들을 당신과 보내고 싶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이날들을.”

- 쿠르트 바일 작곡, 맥스웰 앤더슨 작사 <9월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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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상은 점점 거대한 농담이 되어간다. 

기후가 변하고, 눈이 녹는다. 몸을 숨길 

곳을 잃어버린 북극곰들은 사냥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로켓이 날아든다. 일상의 평화를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살상된다. 

프로스트의 팬임이 분명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국경의 경계선에 큰 벽을 

쌓겠다고 말한다. ‘울타리를 잘 세워야 

좋은 이웃’이라는 시인의 문장을 읽었기 

때문이리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니, 

아직 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농담’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글 |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음악, 어떻게 들어야 할까

자처한 이들이 길을 따라 여정을 시작한다. 그럴듯한 

공연장이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먼지 날리는 광장이 

극장이 되기도 한다. 여행 중간중간마다 뮤지션들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음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동서양의 경계가 가져오는 낯섦, 

그리고 분쟁의 상처를 건조하게 전한다. 절정에 오른 

뮤지션들이 거만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음악 

여정에 오르는 스토리를 생각했던 이는 섣불렀던 선입견을 

지운다. 음악 안에선 크고 위대하지만, 세상과 그 세상이 

운명지어준 삶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 우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요요 마와 그의 친구들은 그저 

자신의 삶과 그 삶을 잉태시킨 세상에 대한 질문만을 남길 

뿐이다.

포격으로 가족을 잃은 이란인 연주자 카이한 칼호르는 

고백한다. 모르겠다고. 왜 이런 슬픔이 온 것인지. 중국인 

뮤지션 우만은 묻는다. 전통이란 무엇이냐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는 무엇이냐고. 아니, 경계를 나눔은 무엇 

때문이냐고. 영화 속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다. 영화는 

불친절하며 아무런 해답이나 설명도 던져주지 않는다. 한 

발 빗겨나서 지켜볼 뿐이다.

 

음악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혹 몇몇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일종의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였다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이 된 이스탄불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종교의 대한 질문이다. 역사적인 

발명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전통 따윈 없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미 변화하는 음악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음악이 총알을 막아주나요, 밥을 

주나요’라고 묻는 시리아인 앞에서 그런 해석들은 다시 

방향을 잃는다.

영화는 길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모습을 

담아 시간을 채운다. 떠나기 전과 떠난 이후, 이들에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심지어 젊은 날의 요요 마의 인터뷰를 

통해 오래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영화는 결코 좌절하거나 슬픔 속에 

가라앉아 있지 않다. T. S. 엘리엇의 말을 빌어 ‘요요 마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엔딩은 어린 

여자아이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된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될 것임을 부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속 부시맨들이 들려줬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내면, 지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미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영화는 말한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요요 마를 보며 영화가 남겨놓은 

이야기와 농담 같은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열정으로 5악장을 연주한 뒤 모든 

것을 이룬 이처럼 6악장을 마무리한 채 떠난 그의 뒷모습은 

꽤 오래 남을 듯하다.

지난 9월 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요요 마의 바흐 

프로젝트 공연이 있었다.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한 야외 

공연은 태풍으로 인해 실내 공연으로 변경되었고, 날씨도 

제작사 탓이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어렵게 무대에 

오른 요요 마는 인터미션 없는 150분 동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전 악장을 연주했다. 관객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기꺼이 자기 자리를 지켰고, 썰렁했던 체육관의 공기는 

무대와 객석의 열기로 가득 찼다. 모든 곡이 마무리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대가의 경지에 오른 연주자와 오랜 시간 그의 연주를 

들어온 이들이 한 공간에서 우정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는 땀에 젖은 푸른 셔츠를 입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띤 요요 마가 있었다. 그런 그를 지켜보며 그가 

출연했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떠올렸다. <요요 

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모건 네빌이 감독을 맡아 2005년 개봉한 영화 <요요 

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은 첼리스트 요요 마를 중심으로 

실크로드가 지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모여 

음악 여행을 떠나는 일종의 로드 무비다. 거리의 음악사를 

요요 마와 바흐 프로젝트
클래식과 

풍성한 인문학의 만남
베토벤 아홉 개의 교향곡에 담긴 자유와 환희

슈베르트 세 개의 연가곡에 담긴 사랑과 희망

 

“슈베르트는 사회는 예술적으로

 예술은 사회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낭만주의 정신을 실행에 옮겼다.”

나성인 지음 | 국판변형 ｜ 반양장 ｜ 408쪽 | 값 16,500원나성인 지음 | 국판변형 ｜ 반양장 ｜ 416쪽 | 값 15,500원 

“교향곡은 사회에 대한 상징이다.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었기에 

 자유인의 창조를 교향곡에 담았다.”

“음악이 없는 삶이란 
  거대한 농담이다.” 니체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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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HIGHLIGHT 10~12월의 주요 공연 소개

패드모어와 듀오 리사이틀을 가진 뒤에 단독 리사이틀을 연 지 3년여 만이다. 이번 

연주곡은 슈베르트 소나타 20, 21번 등.

10월 24일에는 하이페리온 레이블 전속 아티스트로 두 차례 그라모폰상을 받은 영국 

피아니스트 스티븐 오스본이 이 무대에 오른다. ‘무려’ 베토벤 후기 3대 소나타인 30, 31, 

32번을 연주한다.

‘무려’는 계속된다. 10월 31일에는 이달로 만 92세가 되는 파울 바두라스코다가 

금호아트홀 연세에 온다. 베토벤 소나타 1번과 6개의 바가텔에 이어 슈베르트 소나타 

21번을 연주한다. 펠너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와 비교의 재미도 느낄 기회가 된다.

지난해 경희대 교수가 된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11월 7일과 14일에 연속으로 슈베르트를 이 

무대에 올린다. 7일에는 소나타 13번과 6개의 악흥의 순간 D.780, 14일에는 4개의 즉흥곡 

D.935와 ‘방랑자 환상곡’ 등을 연주한다.

올해 금호아트홀 연세 상주음악가인 박종해는 그 마지막 무대를 12월 5일에 연다. 리스트 

‘순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소나타 B단조 등을 연주한다. 12월 12일의 리사이틀은 DG 

아티스트로 아르헤리치와 듀오 음반을 내놓은 바 있는 아르메니아 출신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의 쇼팽 무대다. 12월 19일은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였던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밤이다. 베토벤의 소나타 중 24번, 9번, 27번, 6번, 23번 ‘열정’까지 

다섯 곡을 하룻밤에 소화한다.

 

강력한 젊은이들, 
스타즈 온 스테이지에

현악과 실내악 무대를 살펴보자. 지난해에 이어 젊고 강력하고 발전하는 스타급 

연주자들이 ‘스타즈 온 스테이지’에 총출동해 10월 6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하루 세 번의 공연을 펼친다. 그 문을 여는 첫 콘서트에선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피아니스트 임주희가 슈베르트 환상곡 C장조를 협연한다. 두 번째 콘서트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문태국, 피아니스트 벤 킴이 쇼스타코비치 삼중주 2번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 콘서트는 앙상블 디토의 고별 무대다. 문태국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등이 참여하는 드보르자크 피아노 오중주로 디토의 긴 역사를 마감한다.

양인모는 10월 10일 금호아트홀의 ‘아름다운 목요일’에 나타난다.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탄생한 10년 만의 우승자이자 지난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였던 그는 

피아니스트 홍사헌 협연으로 슈베르트 소나타 A장조 D.574, 베토벤 소나타 10번 등을 

연주한다.

10월 12일 LG아트센터에는 스페인의 카잘스 콰르텟이 출연한다. 1997년 창단한 이들은 

아르모니아 문디 레이블로 내놓은 모차르트 사중주 등으로 주요 음반 저널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사중주 22번 ‘프러시안’, 베토벤 사중주 6번, 11번 

‘세리오소’ 등을 연주한다.

올해 차이콥스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자 세르게이 도가딘이 이 대회 다른 

입상자들과 함께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10월 15일 공연하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다. 디토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도가딘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고, 피아노 부문 2위 후지타 마오는 피아노 협주곡 

1번, 첼로 2위 산티아고 카뇬 발렌시아는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특별 출연하는 

첼리스트 문태국은 역시 차이콥스키의 ‘페초 카프리치오소’를 협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10월 26일과 27일, 반려자와 함께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공연명은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 바딤 레핀 투 애즈 원’. 자하로바는 2005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상을 수상한 볼쇼이 발레단 수석무용수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남편의 바이올린에 맞춰 생상스 ‘백조’ 등의 선율에 따른 춤을 선보인다.

올해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블라디게로프의 협주곡을 협연한 스베틀린 루세브는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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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얼씬 못하는 공연 성수기, 뜨거운 무대
‘이제 집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마음의 안식처를 갖춰두어야 할 때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좋은 음악은 뿌듯한 선물이 될 것이다. 옷깃을 파고드는 서늘한 바람이 두렵지 않다. 

10월에서 12월까지 국내 무대를 수놓는, 눈길 끄는 공연들을 정리했다.

글 |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부 부장

흑백 건반 위에서의 
충만한 밤들

먼저 피아노 음악의 팬들을 위한 소식. 세종문화회관과 영아티스트포럼이 손잡고 젊은 

피아노 스타들을 고무·지지·찬양·선동(?)하는 닷새간의 축제 ‘열혈건반’을 연다. 10월 

8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홍민수-이택기, 한상일-박종해가 출연하는 마티네 

콘서트 ‘더 듀오’로 시작해 협주곡의 밤 ‘쇼팽 더 쇼팽’, 인터넷에서 생중계하는 ‘라이브 

배틀’, 영 아티스트들의 포럼 등이 12일까지 이어진다.

2005년 국제 쇼팽 콩쿠르 공동 3위에 오르며 그때까지 쇼팽 콩쿠르의 별에 가장 가까이 

닿았던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10월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갖는 귀한 무대다. 2005년 콩쿠르 라이브 앨범 해설에는 ‘임동민의 쇼팽은 

그의 인간성을 비춘다. 마음의 내면에 말을 건네는 피아니즘, 그의 쇼팽에는 강인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이 있었다. 동생 임동혁과는 다른 색깔, 다른 무게감을 가진 임동민은 

최근 소니 클래시컬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과 같은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과 쇼팽 스케르초 

네 곡 전곡을 담은 음반도 발매해 화제다. 공연은 10월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15일 

광주, 17일 고양, 21일 대구, 12월 12일 인천, 14일 통영 등 6회 공연을 갖는다. 오래 시간을 

가진 후 무대에서 만나는 쇼팽과 슈만을 기대해보자.

한국 팬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가져온 헝가리 출신 피아노 거장 안드라스 시프는 1999년 

모차르트와 빈 고전파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창단했던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와 

함께 11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 3, 

4번을 연속으로 연주한다.

6월 KBS교향악단과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협연했던 피아니스트 

다니엘 하리토노프가 23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베토벤 

소나타 3번, 14번 ‘월광’, 쇼팽 스케르초 3번, 연습곡집 작품 3 등을 무대에 올린다.

2008년 내한 연주회를 가졌던 프랑스의 라베크 자매는 11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협연한다.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이날 프로그램은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서곡과 삽입곡들로 시작해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으로 끝난다.

배기 바지와 나이키 운동화 차림의 피아니스트, 클래식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모두 

연주하는 ‘문제적 피아니스트’ 지용은 12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스크랴빈 

소나타 5번, 베토벤 에로이카 변주곡,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올린다.

올해 봄 쇼팽 리사이틀 11개 도시 투어를 마친 백건우는 12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백건우와 쇼팽’으로 돌아온다. 이번 연주곡은 즉흥곡 2번으로 시작해 

야상곡 6곡, 환상 폴로네이즈, 화려한 대왈츠 등을 거쳐 발라드 1번으로 이어진다.

금호아트홀 연세의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는 가을에 더 묵직하다.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틸 펠너는 10월 17일 공연을 갖는다. 2016년 성남아트센터에서 테너 마크 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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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악단, 
가장 바쁜 지휘자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가 10월 13일에 온다. 서울에서는 23년 만에 갖는 무대다. 36세의 

젊은 음악감독 로빈 티치아티가 특유의 명쾌함으로 무장한 말러 교향곡 1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2014년 내한 리사이틀을 가졌던 니콜라 베네데티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말러 교향악의 강세는 국내와 내한 

악단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은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을 10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3년 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플루트 수석으로 선임된 김유빈이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롯데콘서트홀의 오르간은 10월 18일과 19일,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의 선명하고 

화려한 C장조 주화음을 쏟아낸다. 티에리 피셔 수석객원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프랑스 

피아니즘의 적자 중 한 사람인 장이브 티보데가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를 

협연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올해 390주년을 맞은 스위스 오케스트라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함께 온다. 현악 거장인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지휘봉을 드는 

이 악단의 베토벤 교향곡 5번과 <에그몬트> 서곡도 눈길을 끈다. 마이스키는 슈만 첼로 

협주곡과 브루흐 ‘콜 니드라이’를 연주한다. 10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캐나다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퀘벡주를 대표하는 시대연주 악단 ‘레 비올롱 뒤 

루아’가 처음 내한한다. 10월 29일 LG아트센터에서 하이든 교향곡 83번 ‘암탉’과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연주하고, 마르크앙드레 아믈랭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을 협연한다. ‘레자르 플로리상’ 부지휘자를 거쳐 지난해 이 악단 음악감독이 

된 조너선 코헨이 지휘한다. 세상의 모든 오케스트라가 비슷해져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색은 하나뿐이다. 올해 빈 신년음악회를 지휘한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로 11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을 들을 수 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영민의 말러’ 시리즈는 11월 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말러 

교향곡 9번으로 이어진다. ‘이별’의 동기가 강한 인상을 남기는 ‘무너지는’ 대곡이다.

11월 10일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무려 아홉 번째 내한 공연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다. 2012/13 시즌부터 이 악단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야닉 네제 세갱과는 

2년 만이다. 조성진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하고, 메인 연주곡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다.

지휘자 장한나의 모습을 보기를 오래 기다려왔다. 11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드디어 만난다. 2017/18 시즌부터 상임지휘자를 맡은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갖는 첫 내한 공연이다. 장한나가 애정을 가진 차이콥스키의 

후기 교향곡 중 마지막 6번 ‘비창’을 지휘하고, 임동혁과 ‘노르웨이발 우편엽서’ 같은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다. 첫 곡도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이다.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에는 11월 17일 마렉 야노프스키 지휘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오른다. 오랜만에 만나는 ‘올 베토벤’ 프로그램이다. 에그몬트 서곡, 

김선욱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교향곡 3번 ‘영웅’의 웅대한 세계가 

이어진다.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을 콘서트홀에서 들어본 사람?”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곡으로 시작하는 12월 5일과 6일, 서울시향 ‘에마누엘 파위의 모차르트 협주곡’ 

콘서트는 일종의 ‘연말 축제’다. 현역 플루트계를 평정한 에마뉘엘 파위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 등을 협연한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연말 교향악 대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이 가세한다. 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연주를 갖는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는 1448년 조직된 트럼펫 악대를 

기원으로 삼는다. 카를 닐센의 <가면무도회> 서곡으로 시작해 선우예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하고,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으로 막을 내린다. 덴마크 

출신으로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토마스 손더가드가 지휘봉을 

평창대관령음악제 손열음 예술감독과 듀오 리사이틀을 갖는다. 베토벤 소나타들보다 

팬이 많은 프랑크의 소나타 A장조와 슈트라우스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10월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안네 소피 무터도 온다. 눈짓 하나로 호흡이 척척 맞는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번, 5번 ‘봄’, 9번 ‘크로이처’를 연주한다. 11월 29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나도 있지!’ 한 달 뒤인 12월 29일, 사라 장이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 무대 

독주회는 7년 만이다. 피아니스트 훌리오 엘리잘데와 1부에선 버르토크 루마니아 

민속 춤곡과 프랑크 소나타 A장조를, 2부에선 라벨 ‘치간’과 엘가 ‘사랑의 인사’ 등 

소품들을 연주한다. 관악 리사이틀은? 솔로이스트로, 실내악 연주로, 국내외 명문 

악단들과의 협연으로, 2018년부터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전방위 활약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11월 21일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에 등장한다.

 

고음악, 리트, 이탈리아 오페라, 
목소리의 향연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르 플로리상이 연주한 아르모니아 문디 발매 헨델 <메시아> 

음반은 ‘1부의 경이와 2부의 극적인 면모를 조화시켰다’(BBC 뮤직매거진)는 찬사를 

받았다. 이들의 ‘메시아’가 10월 17일에 온다. 아트센터 인천의 단독 공연이다.

10월 국립오페라단의 선택은 호화롭고 볼거리 많은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다. 

타이틀 롤 호프만에 볼쇼이 극장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에서 활약해온 테너 

알렉세이 돌고브와 국윤종, 여주인공에는 2018년 국립오페라단 <마농>으로 낯익은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파사로이우와 윤상아가 출연한다. 10월 24~27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평창올림픽의 디바’ 소프라노 황수미가 현역 최고의 가곡 반주자인 헬무트 도이치와 

10월 25일 LG아트센터에서 듀오 콘서트를 갖는다. 주제어는 슈만 부부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로, 서정미와 호화로움이 적정 분할된 황수미의 특징에 맞는다. 클라라 슈만의 

가곡 다섯 곡과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전곡,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 등을 들려준다. 두 사람의 음반도 발매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는 10월 30일~11월 2일 서울시오페라단이 공연하는 

모차르트 <돈 조반니>가 오른다. 플레미시 오페라 감독을 지낸 이탈리아인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는다.

‘카라얀의 선택’ 이후 30년의 커리어를 누리고 있는 디바 조수미가 11월 6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협연 무대를 갖는다. 비발디와 바흐, 

퍼셀, 헨델 등의 칸타타 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바로크 시대정신을 살린 반주와 함께 

노래한다. 5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현역 이탈리아 오페라 지휘계의 큰 별인 알베르토 베로네시가 서울에 온다. 11월 15~17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솔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리는 비제 <카르멘>을 

지휘한다.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 예술감독과 바리 국립극장장을 지낸 잔도메니코 

바카리가 연출을 맡고, 카르멘 역에 아눈치아타 베스트리와 추희명, 돈호세 역에 세르지오 

에스코바르와 김동원 등 국내외 호화 캐스팅이 출동한다.

라벨라 오페라단은 11월 22~24일 도니체티의 거작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내 초연한다. 국립오페라단은 연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한다. 12월 5~8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시대연주 교회음악의 큰 이름 필리프 헤레베헤와 콜레기움 보칼레가 12월 7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몬테베르디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를 공연한다. 바흐 시대보다 

한 세기나 앞선 1610년의 작품으로 현대인의 감성을 관통하는 걸작이다.

든다. ‘전람회 대전’은 이틀 뒤 이어진다.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말러 바람은 12월 10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도 이어진다. 예술감독 정치용 지휘로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협연이라는 믿고 듣는 조합이다.

예측할 수 없는 흥분과 박력 외에 ‘세계에서 가장 바쁜 예술가’라는 호칭까지 달고 있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그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함께 12월 10일 

롯데콘서트홀을 찾아온다. 이 콤비는 2005년, 2016년, 2017년에도 한국을 찾았고, 

게르기예프로서는 지난해 뮌헨 필 내한 무대에 이어 1년여 만의 방한이다.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곡)이라는 프랑스 색채 

물씬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12월 12일에는 시프, 코치스와 함께 헝가리 피아노계의 세 별 중 한 사람인 데죄 란키가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다. 덴마크 지휘 

거장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메인 연주곡은 찬바람이 옷깃에 파고드는 듯한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이다.

 

가을의 음악 페스티벌

가을의 음악 페스티벌이라면 서울국제음악제다. 올해는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일신홀 등에서 열린다. 10월 22일 개막 공연에서는 

헝가리 죄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을 연주한다. 

공연명이 ‘다뉴브 강가의 촛불’로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26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팬데레츠키의 대작 ‘누가 수난곡’을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다. 

KBS교향악단과 국내 네 개의 합창단이 출연한다. 2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29일 

롯데콘서트홀에서는 폴란드의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가 출연하는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이외에 11월 6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첼리스트 

알토 노라스와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가 출연하는 듀오 리사이틀 ‘낙엽이 지다’를 비롯해 

여러 실내악 무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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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악계의 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스타스 온 스테이지/10.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10.15(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두 모여 마라톤 

콘서트를 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한국 연주자들의 신선한 

조합이 이번 공연의 포인트다. 피아니스트 임주희와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듀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문태국, 벤 

킴 트리오는 실력뿐 아니라 젊은 에너지가 기대되는 무대다. 또한 

6월 마지막 투어를 가졌던 앙상블 디토의 앙코르 무대가 ‘스타스 온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최근 열렸던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주역들도 한국을 찾는다. 

쇼팽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수상자들이 다시 

모여 뜨거웠던 결선의 현장을 재현한다. 앞으로 세계 클래식계를 

이끌어나갈 젊은 연주자들을 만나는 동시에,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협주곡을 한 무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4위에 입상한 첼리스트 문태국도 갈라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시리즈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10.25(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협연: 임동혁)/11.14(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이끄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오와 한국 투어에 나선다. 마이스키는 슈만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첼로 협주곡과 브루흐의 명곡 ‘콜 니드라이’를 연주한다. 

스트라빈스키, R. 슈트라우스가 사랑했던 오케스트라 무직콜레기움 

빈터터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 중 하나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한다. 이어 지휘자 겸 첼리스트 

장한나가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갖는다. 상임지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있는 트론헤임 

오케스트라의 첫 한국 투어다. 장한나는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현재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번 

투어에서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협연자로 참여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둘이 한 무대에 서는 것도, 임동혁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도 처음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두 바이올린 여제의 무대
안네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11.29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12.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하나인 안네 소피 무터가 

2019/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베토벤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4번, 5번 ‘봄’, 9번 

‘크로이처’로 베토벤 소나타 중 걸작만을 모아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9년 만에 전국 리사이틀 투어에 나선 사라 장의 공연 소식도 반갑다.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투어에서 사라 장은 버르토크, 

프랑크, 엘가, 드보르자크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음악 선물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12.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2.24(화) 롯데콘서트홀

금난새의 크리마스 선물/12.25(수) 롯데콘서트홀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진을 기록하며 사랑을 받았던 두 공연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찾아온다.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사랑받아온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연말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엄숙한 클래식 

공연장에 재치와 유머로 빚어낸 클래식으로 재미를 불어넣은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된다.

크레디아

공연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가을과 겨울, 올해에도 수많은 공연들이 

가을과 연말을 장식한다. 주목해야 하는 

젊은 신예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공연인 ‘스타스 온 스테이지’와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는 

앞으로 음악계를 이끌어나갈 젊은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장한나, 

사라 장, 안네 소피 무터 등 카리스마 

넘치는 걸크러쉬들이 이끄는 공연들도 

놓칠 수 없는 무대다. 크리스마스에는 

금난새, 유키 구라모토가 따뜻하고 

친근한 무대로 관객들을 만난다.

글 | 크레디아

연말을 뜨겁게 만들 모든 종류의 무대가 기다린다

기다려왔던 장한나부터 
스타들의 스테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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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제음악당

기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뜨거웠던 여름에 

지친 그대, 가을에는 싱그러운 바다가 있는 

통영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보자!

글 | 통영국제음악당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이후 스타 연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슈베르트, 이자이, 기예망, 

베토벤을 연주한다(10월 12일).

플루티스트 최나경,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피아니스트 

김규연 등 커티스 음악원 출신 스타 연주자들을 한 

무대에서 만난다(11월 9일).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스트로세르,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첼리스트 양성원이 화가 장승업의 

이름(호)을 따서 결성한 트리오 오원, 그들이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녹음한 음반(유니버설 뮤직) 발매를 

기념해 음반 녹음 장소에서 다시 연주하는 바인베르크, 

쇼스타코비치, 차이콥스키는 어떨까(11월 24일)?

임수연 & 에르베 비요 피아노 듀오가 풀랑크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비제 '어린이의 

놀이' 등을 연주하는 '아기 코끼리 바바의 모험'(12월 8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통영에 돌아오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민의 쇼팽과 슈만(12월 14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당 

레스토랑 '뜨라토리아 델 아르테'에서 매달 열리는 

재즈나이트 공연(10월 11일, 11월 8일, 12월 13일)도 기대할 

만하다.

11월 2일에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결선에 진출한 

피아니스트들이 경연을 펼친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입상자 콘서트(11월 3일)에서는 

김대진이 지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2019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와 협연한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tim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의 노래, 파블로의 노래 | 카잘스 콰르텟

10. 18(금)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2016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하이든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비롯해 베토벤, 베베른, 쿠르타그 등의 현악 사중주곡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던 세계 정상급 현악 사중주단, 카잘스 콰르텟이 3년여 만에 

다시 한 번 통영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과 더불어 파블로 카잘스의 연주로 유명한 

‘새의 노래’를 현악 사중주로 편곡한 작품, 그리고 2017년에 세계 

초연된 프란시스코 코(Francisco Coll) 작품 ‘칸토스’ 등이 연주된다.

 

미셸 베로프와 핀커스 주커만 |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10. 25(금)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관현악단으로 조지 셸, 오토 클렘페러, 존 바비롤리, 라파엘 쿠벨리크 

등 거장들이 꾸준히 객원지휘를 해왔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K. 453과 엘가 에니그마 변주곡 등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핀커스 주커만이 지휘하고 ‘조성진의 스승’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가 협연한다. 이번 공연은 통영 단독 공연이다.

 

체코의 보헤미안 선율이 메아리친다 |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17(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체코를 대표하는 명문 악단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한다. 체코의 대도시 오스트라바를 기반으로 하는 야나체크 

필하모닉은 바츨라프 이라체크, 오타카르 트르흘리크, 레오시 

스바로프스키, 테오도르 쿠차르, 크리스티안 아르밍 등이 

이끌어왔으며 현대음악에 강점이 있는 악단이다.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등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레오시 스바로프스키가 지휘하며 201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루카시 본드라체크가 협연한다.

 

고음악 팬들을 설레게 하는 거장의 이름! |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 필리프 헤레베허

12. 7(토)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고음악 부흥을 이끌어온 거장 지휘자 필리프 헤레베허, 그리고 

헤레베허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될 몬테베르디의 걸작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는 

이들이 아르모니아 문디에서 발매한 음반으로 국내외 음악 팬들의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음향이 탁월하기로 유명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음반을 넘어서는 실연의 감동을 

만끽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필리프 헤레베허, 미셸 베로프, 
루카시 본드라체크

가을 바다와 함께 즐기는 
음악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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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풍성한 화음으로 

비발디 ‘사계’의 사계절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통해 삶과 죽음,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글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살얼음이 잡히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있는 

한편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어 소춘(小春)이라고도 

불리는 11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월 22일(금)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The Four Seasons’라는 부제로 

비발디 ‘사계’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클래식 음악 중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인 ‘사계’로 음악으로 표현된 

계절의 변화, 자연에 대한 예찬과 동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웬의 ‘4대의 비올라를 위한 환상곡’ 

등이 준비되어 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공기가 차가운 

저녁, 공연장에 앉아 음악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관조하는 

여유는 덤이다.

12월 10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말러 시리즈’의 

그 두 번째 공연으로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하며 

2019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한다.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로 이미 세계가 인정한 정상급 가수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솔리스트로 나서며 국내 정상급 

국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철학적이고 염세적인 동시에 희망적인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로 삶과 죽음, 그 번민과 고뇌의 

깊이를 느껴보자.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The Four Seasons]
11.22(금)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눈을 감고 느껴보자. 12개의 악장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사계절의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들려준다. 특히 

가을에 듣는 더블베이스와 클라리넷의 중후함, 비올라의 

서정성과 폭넓은 음역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말러 시리즈 ‘부활’]
12.10(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말러 시리즈 그 두 번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정상급 가수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국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을 예술감독 

정치용이 이끈다. 말러가 6년여에 걸쳐 작곡한 대작의 웅장한 

사운드로 2019년을 마무리한다.

 

 

IN THE PIT,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오페라, 발레
오페라 <1945> 10.4(금)~10.5(토) 대구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10.24(목)~10.26(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2.5(목)~12.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발레 <호이 랑> 11.6(수)~11.1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14(토)~12.25(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서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과 협연하며 다양한 장르의 연주도 

왕성히 하고 있다. 고전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창작 레퍼토리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점에서 연주력이 더욱 

빛난다.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편의 오페라와 발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음악으로 소통하자, 방방곡곡 문화공감
10.10(목) 울산중구문화의전당, 10.11(금) 의령군민문화회관

10.12(토) 익산예술의전당, 12.27(금) 강진군아트홀

(이상 오페라, 발레)

11.1(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1.2(토) 대구아양아트센터

(이상 시네마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어느 오케스트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꼽자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시리즈일 것이다. 극장에 상주하는 

오케스트라이지만 극장을 벗어나 10월과 11월,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을 찾아다니며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젝트. 오페라와 발레, 영화 속 클래식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울산과 의령, 익산, 강진군, 구미시, 

대구까지 6개 도시를 찾아간다.

계절의 변화, 
그 탁월한 묘사와 삶과 죽음, 
그 본질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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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RRECTION
MAHLER SYMPHONY NO.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말러 시리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 시리즈 NO.4 

지휘 정치용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합창 국립합창단 . 서울모테트합창단 . 안양시립합창단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프로그램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G. Bottesini Duo for Clarinet & Contrabass
Y. Bowen Fantasia for Four Violas, Op. 41
A. Vivaldi The Four Seasons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1만원
할인 코심유료회원 40% | 초.중.고.대학생 50%

2019.12.10(TUE) 8PM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할인 코심유료회원 40% | 초.중.고.대학생 50% | 20인 이상 단체 40%

2019.11.22(FRI) 8PM

바이올린 이정일(악장) 김민균(악장) 이지수(수석/솔로) 

이유민(부수석/솔로) 강은미 송은지 박주희 조진원 차민정

비올라 여수은(수석) 원영석 유상미 양지선 김리경 김나영

첼로 박혜진 홍서현 | 콘트라베이스 손치호(부수석)

클라리넷 박정환(수석) | 피아노 고윤진(객원) | 쳄발로 오주희(객원)

예매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주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2-523-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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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44-7669 / www.yeulmaru.org

올해로 개관 7주년을 맞이한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아트센터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안정적인 모습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울마루의 

기획공연이라면 믿고 보는 든든한 충성 관객들이 

생겼다는 점, 해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공연장 

가동률, 초대권 없이 유료 관객으로 평균 80~90%의 

객석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획 공연들의 성적이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예울마루는 안정화를 넘어 시민이 

예술인이 되는 시대, 지역 문화예술의 자원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높은 수준의 더 재미있는 공연을 선사하는 독보적인 

공연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에 맞는 기획 공연이 

가을과 겨울,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글 | GS칼텍스 예울마루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현장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예울마루는 

선선한 바닷바람과 햇빛의 조화가 절정을 이룰 10월 초, 올해 개관한 

예술의 섬 장도에서 무료 야외콘서트(10.5)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로 창작 뮤지컬 

예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초연과 재연 모두 화제를 모은 뮤지컬 

<얼쑤>(10.22~25)가 공연된다. 한국 현대문학 최고의 단편 소설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얼쑤>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주간 

공연’으로 선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예술인 페스티벌(11.13~15)을 통해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만날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됐다. 일곱 

시즌 동안 지역민들의 클래시컬한 오전 시간을 책임져온 <브런치 

콘서트>(12.5)에서는 시대를 관통한 흥행 기획자 디아길레프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를 주제로 음악회가 펼쳐진다.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 여수, 클래식 관광을 

선도한다!
연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수, 여러 관광 요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예울마루에서 열리는 양질의 공연이 클래식 마니아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9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10.11~13)은 첼리스트 양성원, 비올리스트 김상진, 

소프라노 임선혜 등 중견 음악가들과 호르니스트 김홍박, 모딜리아니 

콰르텟 등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모든 연주곡을 슈베르트로만 구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슈베르티아데의 가슴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더불어 첼리스트 양성원과 파리 음악원의 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피아니스트 에마뉘엘 슈트로세가 뭉친 트리오 

오원(11.22) 공연이 펼쳐진다. 결성 10주년을 맞이해 관록 넘치는 연주의 

절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Happy&Adieu 2019 with 예울마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연말을 따뜻하게 물들일 다채로운 

공연으로 가득한 12월은, 먼저 뮤지컬<맘마미아>(11.29~12.1)가 세계 

초연 20주년을 맞아 더욱 근사해진 모습으로 예울마루 관객들과 

만난다. 소극장에서는 소극장 연극의 바이블이자 오픈런 공연의 살아 

있는 신화, 연극 <라이어>(12.18~25)가 일주일간 펼쳐지고, 신동을 

넘어 거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12.19)이 올해 예울마루 기획 클래식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어서 코미디 한류라는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넌버벌 

코미디 <옹알스>(12.24)가 크리스마스이브를 웃음 가득 행복 에너지로 

채워갈 예정이다.

GS칼텍스 예울마루

더 가까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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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알프레트 브렌델의 후계자, 피아니스트 틸 펠너가 10월 

17일(목) 독주회에 나선다. 그는 93년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사상 첫 오스트리안 우승자이자, 거장 알프레트 브렌델의 

계보를 잇는 정통 비에니즈 피아니스트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설적인 지휘자 하이팅크의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의 협연자로 발탁되어 런던 

심포니와의 데뷔 무대를 치르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7월에도 절제미와 열정이 조화를 이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연주를 서울시향과 선보여 이후 

펼쳐질 금호아트홀 연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틸 

펠너는 독주회에서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21번과 두 작품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색다른 매력의 쇤베르크 3개의 피아노 소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스티븐 오스본의 첫 내한 

무대가 10월 24일(목) 펼쳐진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그라모폰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클래식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어워드의 

기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스티븐 오스본은 지난 5월, 

세 번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발매했다. 후기 

소나타 30번, 31번, 32번을 담고 있는 이 앨범은 그라모폰 

매거진을 통해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이달의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스티븐 오스본은 

이 밀도 높은 베토벤 후기 소나타 세 작품을 오는 첫 내한 

무대에서 그대로 집대성해낸다.

“천재다. 끝.”(몬트리올 르 드부아). 단 한 문장으로 완벽히 

표현되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이 12월 12일(목) 금호 

무대를 찾는다.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틈없는 

기교와 타건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은 지난해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직접 편곡한 프로코피예프 듀오 음반을 발표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바바얀은 결점 없는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이라는 창조적 과정의 중요성과 그 

가운데 자리하는 영감과 행복감을 강조한다. ‘연주를 하지 

못하는 삶’이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바바얀은 이번 

독주회에서 폴로네즈, 왈츠, 마주르카 등으로 구성된 ALL 

쇼팽 프로그램으로 진한 영감 어린 무대를 선사한다.

 
김태형, 슈베르트로 가는 길
11.7 & 11.14 김태형 Piano | 11.28 장세종 Bass 김태형 Piano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2019년 

슈베르트의 작품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김태형 본인이 가장 아끼는 

슈베르트의 명곡부터 너무 아름답지만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숨겨진 

작품까지, 슈베르트가 남긴 음악적 족적을 뒤따라가며 그의 피아노 

작품과 슈베르트 작품에 기초한 편곡과 가곡들을 들려준다.

시리즈 첫 번째 11월 7일(목) 연주에서 김태형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 악흥의 순간을 비롯해 그의 첫 앨범인 ‘Portrait’에 담아낸 3개의 

소품과 프로코피예프가 편곡한 슈베르트 왈츠를 들려준다. 두 번째 

11월 14일(목) 연주에서는 4개의 즉흥곡, 방랑자 환상곡에 이어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 작품들을 차례로 엮어낸다. 세 번째이자 시리즈 

마지막인 11월 28일(목) 김태형은 베이스 장세종과 함께 <겨울 나그네>를 

연주하며 3주간에 걸쳐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오롯이 담아낸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인도하는 감성 짙은 슈베르트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어보자.

글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문의 02-6303-1977 | www.kumhoarthall.com

예매 www.clubbalcony.com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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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의 묘미를 만날 수 있는 
서울시오페라단 <돈 조반니>

야심차게 준비한 2019 세종 체임버 시리즈

음모와 풍자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본성과 

이중성을 담아낸다- 서울시오페라단 <돈 조반니>
10.30(수)~11.2(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오페라단(단장 이경재)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생애 최고 

걸작 중 하나인 <돈 조반니>를 선보인다. 최근 2년 동안 <투란도트> 

<베르테르> 등 현대 또는 재해석한 작품을 공연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돈 조반니>로는 고전적 이미지를 재현해 정통 오페라의 매력을 

드러낸다. <돈 조반니>는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등 흔히 ‘다 폰테 3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 중 하나이다. 성직자 출신의 이탈리아 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와 

모차르트가 합작한 풍자적이고 재치 있는 스토리, 등장인물들의 

아름다운 아리아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Top 5에 들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호색한 귀족 돈 조반니와 하인 레포렐로, 귀족 여인 도나 

안나, 도나 엘비라, 시골 처녀 체를리나가 얽히고설키는 이야기로 죄를 

지은 돈 조반니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차르트는 돈 조반니라는 인물을 통해 그 당시 신분제와 귀족 계급의 

타락을 비판했으며, 그 외의 등장인물들에게 평민들의 인식을 투영하는 

등 당대 인간 군상의 심리를 그려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오페라단장으로 취임, 이번 작품 연출을 맡은 

이경재 서울시오페라단장은 온갖 음모와 풍자가 난무한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들의 각각 다른 본성과 이중적인 마음을 강조했다. “자유를 

희구하는 돈 조반니의 행적을 통해 인간 각자가 가진 도덕과 규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을 선사하고 싶다”고 의도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봉을 잡았다.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 프랑스 

바스티유오페라, 스페인 리세우극장, 이탈리아 로마나치오날레 등에서 

활동해 국제적인 지휘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로 관현악 지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페라 지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 파리 국립오페라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쳄발리스트 알레상드호 프하티코가 부지휘와 쳄발로 연주를 

맡았다.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돈 조반니 역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세계 유명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한 한규원과 독일 

드레스덴 국립극장 주역 가수로 6년간 활동했으며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등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일헌이 맡았다. 그 외에도 독일 

뉘른베르크, 비스바덴에서 13년간 전속 가수를 역임한 손혜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등지에서 활동 중인 심기환 등이 출연한다.

 

세종 체임버홀에서 만나는 극강의 교감, 절묘한 

사운드- 2019 세종 체임버 시리즈
10.5(토) 앙상블 오푸스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2.21(토) KCO(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5년부터 시작,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의 정통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세종 체임버 시리즈’가 2019년에는 국내 

최고의 체임버 앙상블 단체의 레퍼토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맞춰 4회 구성의 연간 실내악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10월 공연에는 서울국제예술제 음악감독인 작곡가 류재준이 

예술감독을,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리더를 맡고 있는 앙상블 

오푸스가 연주한다. 고전을 비롯해 바로크, 근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순수 클래식 음악의 학구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기초로 감성과 논리가 어우러진 작품 해석력을 기반으로 기존 

여타 앙상블과의 차별성을 지향하는 앙상블 단체이다.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연주되는 하이든의 현악 삼중주 6번을 재구성해 

바이올린 줄리아 황, 비올라 김상진, 첼로 김민지의 연주로 새로운 

하이든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등을 17명으로 구성된 스트링 앙상블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준다.

12월 공연에는 김민 음악감독이 이끄는 KCO(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무대로 2019 세종 체임버 시리즈의 대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CO는 

1999년 파리 유네스코 회관, 2000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공연을 

통해 ‘유엔 공식 평화의 실내악단’으로 지정받았다. 또 제3회 2016년도 

예술의전당 예술 대상 실내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지금까지 

국내외 총 624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해냈다.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현재까지 총 17장의 CD를 

발매함으로써 한국 레코딩의 수준 향상과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의 

선봉에 서왔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X-mas ‘Fantasia’라는 

주제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No.2, 라벨의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치간’, 헤르텔의 트럼펫 협주곡 3번 D장조, 비렌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Op.11 등 겨울의 낭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사한다.

글 | 세종문회회관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9.20(금) ~ 9.21(토) 세종대극장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첫선음악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9.25(수) 세종M씨어터

기획공연

그레이트오케스트라시리즈
정명훈&드레스덴슈타츠카펠레
9.27(금) 세종대극장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위대한 작곡가시리즈I - 말러
10.5(토) 세종대극장

기획공연

세종체임버시리즈III 앙상블 오푸스
10.5(토) 세종체임버홀

서울시무용단

동무동락
10.10(목)~10.12(토) 세종M씨어터

기획공연

최백호의 Autumn Breeze
10.18(금) 세종대극장

서울시오페라단

돈 조반니
10.30(수)~11.2(토) 세종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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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낳은 세기의 예술가 커플의 컬래버레이션 

<투 애즈 원>-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10월 26일(토) 5시, 27일(일) 2시  

러시아가 낳은 세기의 예술가 커플,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과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한국을 찾는다. 1989년 만 17세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화려한 

테크닉과 정밀한 연주를 앞세워 승승장구하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이미 여러 차례 내한해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뮤지션이다. 볼쇼이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유명한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2005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가상을 

수상했으며 무용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지위인 ‘프리마 발레리나 

아졸루타’라는 칭호를 받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이다.

바이올리니스트와 발레리나의 결합은 음악과 무용을 통한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을 탄생시켰다. 남편의 바이올린에 맞춰 

아내가 발레를 선보이는 무대, 레핀이 연주하는 현악기의 

떨림은 자하로바의 섬세한 손끝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아내의 몸짓을 누구보다도 섬세히 읽어내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아내가 

따로 또 같이 무대 위의 그림과 같은 장면을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유머가 넘치는 바치니 <요정의 춤>, 고전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라이몬다> 등은 현재 전성기인 자하로바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그녀의 매력에 

더불어 남편이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의 명연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두 배 이상의 깊은 감동과 여운을 

관객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길 것이다.

 

러시아의 깊은 서정과 정취를 완벽하게 

그려낼 무대-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12월 10일(화) 8시 롯데콘서트홀

연중 130회 이상의 무대를 소화하며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비유로 회자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오는 12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게르기예프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는 겨울의 낭만과 잘 어울리는 

작품들로 관객과 만난다. 마린스키만의 광대하고도 풍부한 

사운드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려주고, 이어 클라라 주미 강과 

함께 서정성과 극한의 테크닉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아울러 후반부에는 깊은 겨울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라벨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들려준다. 자타공인 음악의 황제가 연출할 

화려하면서도 거침없는 이번 무대는 잊지 못할 감동과 함께 2019년 

롯데콘서트홀 ‘Great Classics Series’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2019년의 달력이 어느덧 3장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시간과 

서늘한 계절은 헛헛함을 주기도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과 함께 남은 

2019년을 마무리한다면 아쉬움은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을 것이다.

글 | 롯데문화재단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될 
2019 롯데콘서트홀

Great Classi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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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자르 플로리상 &윌리엄 크리스티 ‘메시아’

세계 최고의 연주자, 단 한 번의 <메시아>!!
10.17(목) 오후 8시

세계적인 고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와 그가 이끄는 레자르 

플로리상의 공연이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진다. 레자르 플로리상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헨델의 <메시아>로 아시아 투어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단독으로 열린다.

레자르 플로리상의 헨델 <메시아> 음반은 세계 음악 팬들뿐 아니라 

음악가들에게서 더욱 찬사를 받고 있는 명작이다. 세계 최고의 고음악 

단체인 레자르 플로리상과 프랑스 음악의 역사이자 살아 있는 전설 

윌리엄 크리스티가 연주하는 헨델의 역작 <메시아>는 단연 2019년 

하반기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세기의 거장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봉을 잡고 그의 앙상블 단체인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와 합창, 

에마뉘엘 드 네그리, 캐서린 왓슨(소프라노), 제임스 웨이(테너), 패드릭 

로완(베이스 바리톤) 등이 출연한다.

 

잉글리시 콘서트 & 조수미

세계 최고의 바로크 앙상블과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는 조수미의 만남
11.6(수) 오후 8시

바로크 해석의 세계적인 거장 해리 비켓이 이끄는 세계 최고의 바로크 

앙상블 앙글리시 콘서트와 더 이상 수식이 필요 없는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의 만남! 이들의 조합이 드디어 실현된다. 작곡가 당대의 주법과 

악기를 통해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해리 비켓은 오는 11월 아트센터 인천에서 비발디와 퍼셀, 헨델 등 

작곡가들의 오케스트라 서곡과 합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아를 최고의 

바로크 지휘자중 한 명인 해리 비켓의 지휘로 감상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포인트이다. 비발디의 올림피아드 서곡 RV 725, 헨델의 오페라 

<알치나> 중 ‘내게 돌아와요’ 외 다수 바로크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다.

 

안드라스 시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

피아노의 음유 시인이 선사하는 베토벤 협주곡 

시리즈
11.13(수) 오후 8시

피아노의 음유 시인이라 불리는 헝가리 추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시프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체임버 

오케스트라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 아트센터 인천을 

찾는다. 지난 1999년 안드라스 시프에 의해 창단된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는 시프와의 협연을 시작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와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공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완성해가고 있다. 안드라스 시프의 지휘와 협연으로 

연주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5번은 오직 아트센터 

인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조성진

가장 미국적인 사운드를 경험하라
11.9(토) 오후 6시

미국 빅 5(Bigg Five)에 꼽히는 명문 악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음악감독 야닉 네제 세갱과 내한 공연을 펼친다. 가장 미국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다이내믹이 살아 있는 호화로운 음색이 특징이다. 특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출되며 미국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마에스트로의 입지를 굳힌 야닉 

네제 세갱의 섬세한 해석과 함께 아트센터 인천 개관 공연에 이어 

두 번째 무대를 찾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이 완벽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글 |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공연문의 032.453.7700 | www.aci.or.kr

아트센터 인천 하반기 기획공연

거장들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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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ㅣ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관람연령 : 8세 이상)    할인 ㅣ 청소년 30%,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30% 외  

예매 ㅣ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엔티켓 1588-2341    주최 ㅣ 아트센터 인천    문의 ㅣ 아트센터 인천  032-453-7700, www.aci.or.kr

2019.10. 17 THU  8pm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Classic Exclusive Series Ⅱ 

지휘 & 음악감독 / 윌리엄 크리스티   소프라노 / 엠마뉴엘 드 네그리, 캐서린 왓슨  

카운터테너 / 팀 매드   테너 / 제임스 웨이   베이스 바리톤 / 페드릭 로완   합창 & 연주 / 레자르 플로리상

세계 최고의 연주자, 단 한번의 <메시아>!!

레자르 플로리상 & 윌리엄 크리스티 “메시아”

Les Arts Florissants & William Christie

헨델 메시아 | G. F. Handel Messiah HWV.56

© Vincent-Pontet

© Oscar-Ort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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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한 해가 될 

예정이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오케스트라들은 

각양각색의 베토벤 레퍼토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7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독일의 오케스트라 쾰른 

방송교향악단과 한국의 피아니스트 김선욱도 이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2015년 첫 내한에 이어 2018, 

2019년 내한을 이어가고 있는 쾰른 방송교향악단은 거장 

마렉 야노프스키와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한다.

이번 내한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교향곡 7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음반을 이미 발매한 바 있는 쾰른 방송교향악단은 

세련된 다재다능함과 완벽한 예술성을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다. 1947년 창단 이후 폭넓은 레퍼토리와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해외 투어와 다수의 

음반상 수상을 통해 독일 관현악계를 대표하는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요 클래식 작품의 세계 초연과 지속적인 유럽, 아시아, 

미국 해외 투어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다.

지휘를 맡은 마렉 야노프스키는 1983년 쾰른 

방송교향악단과 첫 협업을 가졌으며, 80세를 맞이해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연주를 포함한 독일 투어를 

계획하는 등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정통 사운드의 대가로서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디스코그래피와 유럽/북미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녹음한 링 사이클은 야노프스키가 남긴 수많은 

음반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하며 음악적으로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등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 또한 리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이라는 

영예 이후로 꾸준히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초청받고 있으며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로 베토벤을 꾸준히 연구해온 바 

있다. 노련한 전통의 거장과 원숙미를 갖추어가는 젊은 

연주자의 만남이 보여줄 무대는 어떨까. 늦가을의 정취와 

함께하는 관현악의 선율을 기대해보자.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아온 쾰른 

방송교향악단이 세계적인 거장 마렉 

야노프스키와 함께 내한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올 베토벤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는 한국의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을 더해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 경기도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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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230-3440

홈페이지 www.ggac.or.kr

쾰른 방송교향악단 & 김선욱의 올 베토벤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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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은 ClubBALCONY의 파트너사로서

ClubBALCONY 유료회원은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문의  070-7124-1737 │ http://www.universalballet.co.kr

예매 문의  1544-1555 │ http://ticket.interpark.com

02-580-1300 │ http://www.sac.or.kr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 예술감독 유병헌)이 오는 10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춘향>을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두 번째 창작 발레 시리즈로 

2007년 초연된 <춘향>은 이후 2009년, 2014년에 안무와 

연출, 무대 세트, 의상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4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이 극찬을 

받으면서 2015년 오만 무스카트, 201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 초청된 바 있다. 2018년 국내 공연에서도 개막 

40일 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발레단의 시그니처 레퍼토리이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의 세 가지 감정을 담아낸 

2인무이다. 긴장과 설렘(초야), 애틋한 슬픔(이별), 격정적 

환희(해후)로 이어지는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고난도의 

테크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무용수로서 도전하고 싶은 

작품’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해학과 풍자를 더한 ‘변학도 

부임’과 관능미와 여성미가 드러나는 ‘기생무’에, 극강의 

카리스마를 선보이는 ‘장원급제’와 ‘어사출두’가 대비되면서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 블라디미르 

쉬클리야로프(Vladimir Shklyarov)가 몽룡 역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강미선과 호흡을 맞춘다. 러시아 정통 

발레에 익숙한 외국 무용수로서, 한국적인 플롯과 안무를 

어떻게 해석할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고도의 

테크닉에 섬세한 연기가 강점인 수석무용수 홍향기와 

이동탁도 <춘향>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높다.(10. 4~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세계를 감동시킨 발레 한류 <심청>
10.11~13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심청>은 1986년 초연 이후 발레의 성지라 불리는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 12개국 40여 개 도시에 초청되어 독창성, 예술성, 작품성, 

흥행성을 고루 인정받은 명품 창작 발레이다. 고(故) 박용구 평론가의 

대본과 애드리언 델라스(Adrianne Dellas) 안무, 케빈 바버 피커드(Kevin 

Barber Pickard) 음악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변치 않는 희생과 사랑을 

그려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이 작품으로 2017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공연 부문 최우수상과 대상을 동시에 석권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
12.21~31 유니버설아트센터

<호두까기 인형>은 소녀 클라라가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의 

초대로 과자의 나라에 여행을 떠나는 꿈같은 하룻밤을 그린 작품이다.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레프 이바노프 콤비가 제작한 발레로 <백조의 호수> <숲 속의 

미녀>와 더불어 클래식 발레 3대 명작으로 불린다.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20여 년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 레퍼토리이다.

유니버설발레단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창작 
발레의 품격!
유니버설발레단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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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이 오는 10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창작발레 <춘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린스키발레단 수석 

무용수인 블라디미르 쉬클리야로프가 몽룡 

역으로 강미선과 호흡을 맞춘다!

글 | 유니버설발레단

Untitled-1   1 2019-09-19   ��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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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443-9482/9483｜www.artsnartists.com

예매 www.interpark.com

Queen of Pyeongchang,

황수미의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황수미 & 헬무트 도이치 듀오콘서트
10.29(금) 20:00 LG아트센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찬가’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프라노 황수미, 가곡 반주의 왕 헬무트 도이치! 세계가 극찬하는 두 

아티스트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함께 호흡을 맞춘 지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한 황수미와 헬무트 도이치는 뛰어난 테크닉과 완벽한 

호흡으로 매 공연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이다.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으로, 특히 헬무트 도이치의 독보적인 

피아노를 만나 한 편의 드라마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주요 

프로그램으로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와 네 개의 가곡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 10월, 소프라노 황수미가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을 통해 데뷔 음반 <Songs 가곡집>을 

발매한다. 음반 또한 지난 5년간 호흡을 맞춰온 헬무트 도이치와 

함께했다. 작년 11월 오스트리아 호헤넴스(Hohenems)에서 녹음을 

마친 두 사람은 활동 중에도 자주 만나 음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동시에 발매 기념 리사이틀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음반에는 이번 

공연에 포함된 R.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와 네 개의 가곡, 

그리고 브리튼과 리스트의 가곡을 수록하고 있다.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황수미의 목소리와 독보적인 가곡 반주로 함께할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선율로 보다 견고해진 두 아티스트의 호흡을 기대해도 좋다.

 

깊고도 묵직한 저음의 보이스가 전하는 독일 예술 

가곡의 정수- 베이스 손혜수 리사이틀 

<Liederabend - 독일 예술 가곡의 밤>
11.2(토) 18:00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1천 회 이상 오페라 무대에 선 대한민국 

대표 베이스 손혜수가 ‘독일 예술 가곡’으로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오페라 외에도 오라토리오, 리트(독일 가곡)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으로 

손꼽히는 손혜수는 오랜만에 가곡만으로 리사이틀을 준비한다. 특히 

카를 뢰베, 구스타프 말러 등 국내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곡도 선곡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에선 리사이틀을 리더아벤트(Liederabend)라 부르는데, 번역하면 

‘가곡의 밤’이다. 예술 가곡을 부른다는 것은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을 

뚫기 위해 지쳐 있던 목소리에 큰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목에 좋은 

약’과도 같다. 오페라 가수는 오페라 무대나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그 

진가가 드러나는 반면에, 피아노 반주만으로 이루어진 리사이틀에서는 

곡 자체의 아름다움과 목소리의 섬세함이 부각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의 수많은 소음에 시달려온 관객들의 마음과 귀에 평화로운 안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의 최고 스타 

세 팀이 한 무대에 선다- 팬텀 오브 클래식
12.29(일) 부산 벡스코

12.31(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 

<팬텀싱어2> 우승팀 포레스텔라, 준우승팀 미라클라스까지, 최고 스타 

세 팀이 한 무대에 선다. 크로스오버 시장 선두 주자의 위엄, 사중창의 

힘 <포르테 디 콰트로>, 섬세함과 다이내믹을 모두 겸비한 ‘숲 위에 뜬 

별’ <포레스텔라>, 가장 클래식한 노래를 들려주는 기적적인 하모니 

<미라클라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음악적 색깔로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의 짙은 보컬을 들려줄 세 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크로스오버 음악의 새 역사를 쓴 팬텀싱어 최고 스타 세 팀이 

선보이는 역대급 컬래버 무대가 준비된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코리아쿱오케스트라와 함께 세 팀의 대표곡과 특별한 명곡들까지, 

노래가 주는 최고의 감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글 | 아트앤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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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아트프로젝트

피아니스트 임동민은 1996년 국제 영 쇼팽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 3위, 부조니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프라하 봄 국제 콩쿠르 2위,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콩쿠르 3위에 

올라 또 한 번 그 실력을 세계무대에 과시했다. 음반 녹음과 

리사이틀로 만나게 됐다. 앨범 녹음은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지난 7월, 3일간 진행됐다. 녹음은 세계적인 

톤마이스터 최진 대표가 맡았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쇼팽 연주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임동혁은 임동민 음악에 대해 “화려한 피아니즘에 

유니크하고 오리지널한 그만의 해석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곡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 곡들을 좋아한다면 꼭 

들어보길 바란다. 특히 스케르초에선 신선한 충격에 매료될 

것이다”고 했고, 쇼팽 콩쿠르 동양인 최초 우승자였던 당 

타이 손은 “His honesty and sensibility are touching in 

this recording, impressive as well are the poetry with 

singing lines.”라는 말로 임동민의 음악을 예찬했다.

오랜만에 선보일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쇼팽은 슈만과 

비교했을 때 음악적인 캐릭터 성에 있어서 많은 대조가 

있지요. 쇼팽 스케르초는 훨씬 화려하며 이펙트가 있는 

편이고, 슈만은 클라라에 대한 사랑, 어린이의 세계를 

순수하고도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대조되는 면을 

한 앨범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사회적인 부분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쇼팽 콩쿠르에 있을 때는 

열정과 감성에 충실했던 것 같고, 지금은 쇼팽의 절제미나 

섬세한 지적인 요소도 생각하며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음악이고 음악이 인생이니, 카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임동민은 2005년 쇼팽 콩쿠르 당시와 지금의 쇼팽 

해석에 있어서 달라진 점을 꼽으며 인생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쇼팽 해석에 관한한 평론가와 대중 모두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아온 그는 이번 공연에서 슈만 <어린이 

정경>과 쇼팽 <스케르초>를 연주하며 섬세한 연주와 개성 

있는 해석으로 피아노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홍은선 첼로 리사이틀
12.8(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014년 조르지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첼리스트 

홍은선이 오는 12월 8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숨이 막힐듯한 기교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매혹적인 

예술성을 지닌 첼리스트 홍은선이 슈만-풀랑-에네쿠스-브람스의 곡을 

통해 전통과 아방가르드를 보여주고자 한다.

 

조진주 VOICEII with 이타마르 골란
12.11(수)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지난 밤, 꿈 속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5년 만에 

리사이틀을 갖는다.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들어서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진 

곡들, 그러나 한번 해보니까 악몽에 나올 것 같아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던 

곡들을 모아 리사이틀을 꾸민다. 이번 리사이틀은 정경화, 바딤 레핀, 

벤게로프, 재니 얀센 등과 호흡을 맞춰온 이타마르 골란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국내에서 이타마르 골란과의 연주는 정경화 다음으로 조진주가 

유일하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악몽과 같은 프로그램이 올해 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피아니스트 임동민의 SonyClassical 
음반 발매 기념 전국 투어 리사이틀

<슈만 어린이 정경 & 
쇼팽 스케르초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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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로서 러시아 

전통을 흡수한 넓은 스케일과, 

내성적, 사색적인 해석으로 

독자적인 고급 사운드를 

주조해온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2011년 쇼팽 음반 이후 8년 만인 

2019년 가을에 소니 뮤직에서 

3집 <Chopin &Schumann>을 

발매한다. 아울러 10월 28일 

롯데콘서트홀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펼친다.
 

글 | 봄아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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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프로덕션

피어나는 축제의 설렘
차가운 계절에 온기를 더하는 호흡
대학민국의 가을을 대표할 단 하나의 실내악 축제, 풍성한 앙상블에 푹 빠질 수 있는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 피어나는>이 10월에 열린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계절, 따스한 클라리넷 

음색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조성호 클라리넷 리사이틀>이 12월에 열린다. 모든 것이 잠시 

쉬어갈 준비를 하는 계절, 두 공연을 만나보자.

글 | 목프로덕션

대학민국의 가을을 대표할 단 하나의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 피어나는>
10.25 금호아트홀 연세, 10.27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다가오는 10월, 국내의 유일한 가을 실내악 축제인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가 막을 올린다. 첫 회라는 의미가 담긴 

‘피어나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생하는 이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첼로 수석인 노버트 앙어, 전 에벤 콰르텟 멤버 비올리스트 아드리앙 

부아소, 2018 ARD 국제 콩쿠르 우승자 비올리스트 디양 메이, 전 

드레스덴 국립음대 교수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울리와 같은 세계 

최정상 연주자들이 내한한다. 그와 더불어 노부스 콰르텟 멤버로서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이 쓰며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과 2016 센다이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의 첫 회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젊은 예술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첼리스트 

박유신의 지휘 아래 펼쳐진다. 실내악에 남다른 뜻이 있었던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실내악이 가진 매력을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연주회에 그치지 않고 국내의 클래식 

음악도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를 열어 한국 클래식의 발전과 도약에 

힘쓸 예정이다.

관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실내악을 선물할 예정인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는 10월 25일 오후 8시(금호아트홀 연세), 27일 오후 

2시(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양일에 걸쳐 열리며 각각 다른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쌀쌀한 공기 속, 풍성한 현악기의 선율을 통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클라리넷 소리로 그려내는 오페라 명작들: 

<조성호 클라리넷 리사이틀>
12.13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일본 최고의 교향악단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며 

한국 클래식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의 

클라리넷 리사이틀. 매 리사이틀마다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곡들을 

도전해오던 조성호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바로 ‘오페라’이다. 

클라리넷 독주곡으로 편곡되어 사랑받는 프로그램에는 유독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들이 많다. 다가오는 리사이틀에서 그는 직접 엄선한 

곡들을 클라리넷 음색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에 들어왔던 오페라 

아리아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드라마틱한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푸치니 <토스카>, 베르디 

<리골레토>, 비제 <카르멘>에 이르기까지, 유명 오페라 아리아 선율을 

클라리네티스트 카를로 델라 지아코마, 루이지 바시, 니콜라 발데루 

등이 클라리넷을 위해 편곡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화려한 무대 장식과 의상 등 시각적 요소들이 압도하는 오페라 

무대와는 또 다르게, 온전히 클라리넷 하나만이 존재하는 독주 

무대가 주는 몰입감으로 오페라를 노래할 조성호의 이번 리사이틀. 

클라리넷의 목가적이고도 서정적인 음색이 선사할 ‘클라리넷의 

오페라’를 12월 1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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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CHAMBER MUSIC
FESTIVAL
2019

Artistic Director 박유신 Violin 김재영 김영욱 Viola 아드리앙브와소 디양메이

Cello 노버트앙어 박유신 Piano 플로리안울리 김현정

PART I 2019 10 25 (FRI) 20 00

PART II 2019 10 27 (SUN) 14 00

Blooming of Chamber Music
어텀실내악페스티벌 2019 피어나는

클라리넷, 오페라를 노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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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한국 초연

7.11(화)~14(금) 국립오페라단

 

작품 제작에 관한 사전 정보 없이 공연을 보고 비평하는 것, 그리고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함께 

경험한 뒤 비평하는 것. 이 두 가지 비평 방식의 장단점 비교는 공연예술 비평 분야의 오랜 논의 

주제다. 2018년과 2019년,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네 편에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하면서 참여 작품들에 

대한 비평문은 당연히 쓰지 않았지만, 그사이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의 전후반을 살핀 시선을 담아보았다.

국립오페라단이 올해 7월 11일~14일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의 드라마투르그를 맡게 되어 기대가 컸다. 10대부터 지금까지 

브레히트의 열혈 팬인데다 특히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음악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우리 

오페라 관객들에게 브레히트와 바일을 처음 제대로 알릴 기회라 생각했고, 베를린에 있는 브레히트 

극장 ‘베를리너 앙상블’에서 1990년대에 보았던 공연들을 머릿속에 되살렸다.

그러나 국립오페라단 기획의 핵심은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과의 컬래버였다. 현대무용이 

성악 못지않은 비중으로 극 속에 들어오면서 브레히트의 본질은 상당히 희석되었고 그 교훈적 

의미는 약화되었다. <마하고니> 총연출을 맡은 안성수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바일의 음악이 

좋아 이 작품의 안무와 연출을 맡았으며, 브레히트의 원작은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점이 공연을 찾은 브레히트 애호가들의 실망을 불러왔다.

최근 들어 비교적 자주 무대에 오르는 <마하고니>의 해외 프로덕션들을 보면 연출가들은 대개 

원작의 시대인 19세기 중반이 아니라 브레히트 활동기인 20세기, 또는 21세기로 시대를 옮겨놓는다. 

마하고니의 일상적 규칙인 ‘폭식, 폭음, 상품화된 성, 스포츠의 광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TV 속 ‘먹방’이 만연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마하고니> 무대를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공연

 8.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난 8월 18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공연은 

당초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 이유는 협연자로 북한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 원래 이 악단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 자체가 ‘남북한 교류’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연이야말로 악단의 본격적인 ‘첫걸음’에 해당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도 

있었다. 악단은 이미 두 번의 정기공연을 치렀지만 안타깝게도 (악단명이 표방하는 바와는 달리) 

북한의 연주자가 참여한 적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데다가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피아니스트의 

출연’이라는 회심의 기획은 불발되었고, 이제 관심은 그 공백을 과연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부분으로 쏠렸다.

주최 측에서 고심 끝에 내세운 대안은 ‘정명훈의 출격’이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고 어찌 보면 당연하기까지 했던 선택지였는데, 당초 공연에 걸린 기대를 생각해도 그렇고 

악단의 취지를 헤아려봐도 그만큼 적합한 인물은 달리 없었으리라. 주지하다시피 정명훈은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고, 지휘계에 투신한 

이후로도 누나들인 정경화, 정명화와 함께한 실내악 연주를 통해서 피아니스트 경력을 이어간 

바 있다. 또 그가 과거 서울시향을 이끌었던 시절부터 몇 차례 선보인 협연자로서의 역량은 많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재고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지휘자)’일 뿐 아니라 여전히 ‘훌륭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휘자 정명훈이 협연자 역할까지 도맡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예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예술적 견지에서의 만족감으로 넉넉히 보상받으리란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의 서울로 바꿔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브레히트의 의도는 이 오페라 속 스토리를 

관객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현실처럼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렵게 생각했던 현대오페라의 벽을 허물었다

이번 국립오페라단 공연에서 연출가 안성수 감독은 먼저 무대 디자인과 의상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결정했다. 과감하고 날것 그대로인 브레히트 텍스트의 충격을 완화시킬 아름답고 

세련된 이미지가 목표였다. 그 콘셉트에 따라 무대 디자인, 조명, 그리고 드라마투르그 콘셉트가 

결정되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와는 역순으로, 이미 정해진 17세기 루이 13세 시대 의상의 

분위기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 절대왕정기로 

배경을 옮겼다. 국부(國富)를 축적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유럽 열강이 상인들을 지원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며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던 시대다.

 

화려하고 복잡한 바로크 스타일의 의상으로 무대에 등장한 가수들의 외관은 귀족처럼 

보이지만, 당대 왕실과 귀족의 탐욕과 악덕을 조소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코스프레’ 했을 뿐 

진짜 17세기 귀족 역할은 아니다. 돈으로 신분을 가장했을 뿐, 관객은 이들이 일종의 역할극 

게임(role-playing game)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된다. 음악적으로 까다로운 가창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독일어 텍스트를 탁월하게 소화한 출연진 모두가 존경스러웠다.

브레히트를 상당 부분 희생시키긴 했지만, 안성수 감독의 연출은 의외의 효과를 불러왔다. 

<마하고니> 초연에 대한 여러 매체의 리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대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했던 

관객들, 특히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쉽고 매혹적인 안무를 통해 입문의 길을 

수월하게 해주었다는 긍정적 효과였다. 무대 위에서 때로 가수들과 소통하는 무용수들의 위트 

있는 몸짓은 새로운 방식의 소외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그란데오페라합창단을 이끈 지휘자 다비드 레일랑은 <마하고니> 

음악을 진지하게 탐구해 흔들리기 쉬운 음고를 선명하게 다듬고 섬세한 극적 표현력을 

보여주었다. 음악코치 박화경의 정확하고 열정적인 코칭은 이 새롭고 어려운 현대오페라를 

무사히 무대에 올리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글 | 이용숙 음악 평론가

대가의 음색과 표현, 경이로운 시간을 선물한 정명훈의 슈만

그렇다면 과연 그날의 예술적 성과는 어떠했던가? 일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에서 

지휘와 협연을 겸한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는 당초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본다. 적당히 

힘을 뺀 채로 이어 나간 그의 타건은 모차르트 음악에 어울리는 명징함과 품격을 지니고 

있었고, 때로는 우아하고 유연하게 때로는 명쾌하고 강단 있게 펼쳐 보인 표현들도 

고전파적인 균형과 절제의 미덕을 자연스럽게 부각했다. 또 관악기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모차르트 후기 협주곡의 특징을 감안해 목관 파트를 피아니스트 정면에 배치한 점도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정명훈의 연주는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음에도 기술적인 면에서라면 

시종일관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몇 해 전부터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연주 중간중간 손을 털거나 팔을 돌리는 등 정상 컨디션이 

아님을 드러냈다. 그로 인해 주로 1악장에서, 군데군데 피아노 터치에서 불필요한 악센트가 

돌출하거나 부분적으로 악곡의 흐름이 흐트러지는 대목이 있었다. 반면에 2악장 후반부에서 

선보인 강렬하고 깊은 몰입은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앙코르 두 곡,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와 

‘아라베스크’에서는 그야말로 대가의 음색과 표현들로 청중에게 가히 경이로운 시간을 

선사해 본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해주었다.

 

한편 이날 공연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 ‘비창’ 교향곡이 연주되었다. 이 역시 정명훈의 개성과 

내공이 역력히 드러난 연주였는데, 현악에 비중을 둔 진득하고 깊이 있는 음색, 강렬한 

몰입과 몽환적 음미를 넘나들며 특유의 진솔한 감성과 끈기로 이어나간 표현 등은 그가 

서울시향 시절에 들려주었던 그것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이번에는 악단이 임시로 구성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성격을 띠었던 만큼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또 

객원악장으로 기용되어 화제를 모았던 임지영의 경우, 특유의 힘찬 보잉으로 현악 파트의 

중량감과 밀도감을 높이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이 연주하지 않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등 ‘악장’에 걸맞은 리딩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했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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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투르그가 본 
쿠르트 바이의 첫 오페라

그는 여전히, 
훌륭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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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 

키타옌코와 손열음,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8.3(토) 알펜시아 뮤직텐트

 

많은 우리나라 클래식 애호가들이 여름이면 잘츠부르크, 베로나, 브레겐츠, 뮌헨 등지로 떠난다. 

최근엔 글라인드본이나 베르비에를 찾는 경우도 늘어난 듯하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실력파 한국 음악인들이 여름에 대거 고국을 찾는 것이다. 

평창대관령음악제를 향해서 말이다.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진 이유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여름이면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작년이 구성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 분기점이었다면, 올해는 1년 전의 좋았던 순간을 잊지 않은 

연주자들이 다시 모이고, 새 멤버도 합류하면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전통이 확립되는 

기회였다. 그리고 기대는 충분히 충족되었다.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펼쳐진 두 번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중 8월 3일의 첫 콘서트를 

보았다. 작년엔 드미트리 키타옌코의 지휘와 손열음의 피아노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연주했는데, 올해도 역시 키타옌코와 손열음의 조합으로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2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었다. 올해 주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러시아 협주곡과 

교향곡을 반복하다니, 게다가 교향곡이 이번에도 차이콥스키라면 주제의 의미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해 보이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이 예술적 심미안의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 아닌가.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는 기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과 5번도 같은 작곡가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썼음을 생각하며 감상에 임한다.

먼저 더 이상 피아니스트에 머물지 않는 손열음의 시간이다. 작년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아 놀랍도록 참신한 감각과 열정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이라면 

3번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손열음은 오래전부터 특별히 관심을 표한 2번을 선택했다. 이 곡은 

프로코피예프 20대 초반의 산물이지만 러시아 혁명으로 악보가 유실된 바람에 3번 협주곡을 쓴 

다음에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 따라서 원숙기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4악장 구성이고, 전곡 

내내 피아노가 거의 쉼 없이 활약한다는 점에서 ‘협주곡 중의 협주곡’이기도 하다.

 

옹골찬 프로그램만큼 완벽한 연주력, 자부심을 일깨우다

손열음은 긴 카덴차처럼 연주되는 1악장의 독주부를 시종 정교하고 단단하게 연주했다. 왼쪽 

손가락을 절반쯤 덮을 듯 보이는 드레스 소매가 부담스러웠지만 연주엔 아무 영향이 없었다. 

2악장의 짧은 스케르초에서는 비르투오소로서 민활함을 과시했고, 3악장에서는 느리고 

빠른 대조적인 흐름을 유장하게 소화했다. 새로운 곡을 듣는 듯 변화무쌍한 4악장에서도 

곡의 성격을 완전히 꿰뚫는 자유자재의 손놀림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만 음향판 

반사 효과가 거의 없고, 외부 소음도 들어오는 뮤직텐트의 열악한 상황이 피아노의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력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프로코피예프의 색채적인 

관현악 효과도 반감되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혹적인 모리츠 

모슈콥스키 왈츠 E장조를 앙코르곡으로 소개하면서 만회되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에서는 음향상의 아쉬움이 거의 사라졌다. 19세기 러시아 최고 

작곡가의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은 연주장을 가리지 않을 만큼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키타옌코의 해석도 좋았다. 특히 4악장의 템포를 충분히 느리게 잡고 그 

기조를 끝까지 이어감으로써, 행진곡풍의 피날레가 그저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작곡 당시 

차이콥스키의 상황처럼 상처투성이 거짓 영광인 듯 표현해 큰 감동을 주었다. 1악장에서는 

호른의 실수도 있었지만 악장이 거듭될수록 완벽한 합주력을 들려준 점도 만족스러웠다. 

아직 젊지만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옮기기 이전부터 오랜 악장 경력을 

쌓아온 박지윤은 연주 내내 단원들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날의 치밀한 

연주력을 이끌어낸 공로자로 꼽아도 좋을 듯싶다.

평창대관령음악제를 ‘대한민국의 베르비에 페스티벌’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 이제 

오케스트라에 관한 한 베르비에 페스티벌에 전혀 못지않으리란 자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

글 | 유형종 음악 평론가, <무직바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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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이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있다!

첼리스트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 

첼리스트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

9.8(일) 서울 올림픽 공원 88잔디마당

 

9월 8일 일요일은 13호 태풍이 서울에 머물 것으로 예보된 날이었다. 마른 바람이 부는 거리는 

한산했다. 도시의 많은 행사가 취소됐다. 첼리스트 요요 마는 지난해부터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 6곡을 모두 연주하는 바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20번째 바흐를 연주할 참이었다. 36개 도시 중 절반을 막 넘어선 참이었다.

공연이 과연 열릴까, 열리더라도 사람이 많이 올까, 기대했던 분위기와 얼마나 달라질까. 하루 

전 열린 디즈니 파크 콘서트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빈자리가 많았다. 첼로 한 대가 2시간 반을 

이끌어가야 하는 바흐 공연은 더 고전할 수도 있었다.

많은 부분에서 예상과 달랐던 공연이었다. 잔디밭에서 보는 야외 공연 대신 실내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티켓을 취소한 청중은 많지 않았다. 약7천 석 중 5천 석이 찼다. 요요 

마는 갑작스러운 변경에도 여유롭게 등장해 바흐를 연주해나갔다. 이 긴 릴레이에도 청중은 거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후 6시에 시작한 바흐는 인터미션, 중간 등퇴장 없이 145분 동안 이어졌다. 

모두가 꼼짝 않고 바흐를 다 들은 시간은 8시 25분이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공연이었다. 바흐 릴레이는 사실 연주자나 청중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다. 요요 마 바흐 프로젝트의 취지 또한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었다. 연주 

전 영상에서 요요 마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우리로서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문화이고, 우리가 

서로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훨씬 큰 힘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에 맞설 수 있습니다.” 바흐에 앞서 던진 질문은 이처럼 답이 없는 것이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만 문화는 우리를 커지게 합니다”라는 난해한 명제를 마지막으로 바흐가 

시작됐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

요요 마는 답 없는 질문, 어려운 생각이 어떻게 사람을 성장시키는지를 증명했다. 바흐 연주가 

진행될수록 청중은 프로젝트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요요 마의 

바흐가 역할을 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바흐에 대한 생각은 내 삶의 변화와 함께 달라졌다. 

바흐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최대한의 상상력으로 먼 곳의 이야기를 그려냈다”고 했다. 

요요 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세 번 녹음했다. 28세, 43세, 그리고 63세이던 2018년. 

그는 “세 번째 바흐 앨범을 내고 두 번째 손주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것이 빠르게 바뀌었다”고 

했다. 한국 공연에서 바흐가 유난히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중 모두의 삶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번의 부레는 어린아이의 

노래 같았고, 4번의 사라방드는 처연했지만 먼저 슬퍼하며 듣는 사람의 감정을 앞질러가는 

오류를 피했다. 속도를 바짝 당겨 건조하게 흘려보낸 사라방드는 인간의 많은 감정을 이해한 

첼리스트였기에 가능했다.

요요 마는 바흐에 대해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해 공감을 했던 사람이고, 그를 객관적으로 

그려낸다. 인간에 대해 이해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작곡가다. 그의 음악은 때로 심각하지만 톡톡 

튀고 즐겁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의 젊은 시절 녹음과 최근 녹음을 비교해 들어보면 바흐가 

즐겁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뜻은 어렵고 연주곡은 거대했던 공연이었다. 태풍으로 공연장은 불안정했고 분위기도 어수선할 

법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흐의 음악뿐이었다. 전 세계 대형 

무대에서 바흐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요요 마는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했으리라. 대통령이 

사람들을 막으려 쌓아놓은 벽의 도시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문화가 사라진 지역에서 바흐를 

연주하는 이유였으리라. 세계 역사와 정세에 관심이 많은 요요 마는 바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분단국가인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바흐 공연 다음 날 DMZ 인근의 

도라산 역에서 전통 음악 연주자들과 협연했다. 요요 마는 자유로운 모습,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거대한 문제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나는 바흐의 작품이 단지 클래식 음악, 또는 바로크 시대 

작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다.” 예술가는 어렵게 

들리는 질문을 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글 | 김호정 중앙일보 문화팀 기자

답 없는 질문 끝, 
바흐가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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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행진곡’으로 무겁고 진중하게, 모차르트 소나타 12번 2악장으로 맑고 고요하게 

마무리했다. 조성진은 이날 공연을 마친 후, “지금까지 무대에서 연주했던 것 중 다섯 

손가락에 들 만큼 마음에 드는 연주였다”고 했다.

 

마티아스 괴르네 리사이틀, 성악가의 라인을 읽어내는 연주자

2018년 1월호 <Club BALCONY>에도 실렸지만, 마티아스 괴르네와 처음 만났을 때 연주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감이었다. 유럽에서 이들의 연주는 평가가 

좋았고,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두 사람의 연주를 녹음했다고 하니, 그들의 리사이틀을 

고대하는 마음은 당연히 커져갔다. 서울에서는 9월 18일, 통영에서는 20일에 마티아스 

괴르네와 조성진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성악 앙상블에 

서툰 연주자는 많다. 인간의 호흡과 악기가 함께 ‘노래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좋은 합을 

이뤄내기 힘든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 조성진에게 다시 놀랐다. 성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연주 경험이 많았는지 묻고 싶었을 만큼.

프로그램은 슈베르트의 가곡 중 ‘방랑자’ ‘젊은이와 죽음’ ‘인간의 한계’ ‘하프 악사의 

노래’ 등이었다. 자주 무대에 오르는 곡은 아니었는데, 괴르네는 안정적인 호흡과 특유의 

미성으로 죽음과 비애, 회의와 체념으로 점철된 작품들을 노래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처연함이나 비장미를 느끼기엔 약하다 생각했던 순간, 조성진의 피아노가 들렸다. 

특히 ‘겨울 저녁’ ‘저녁별’ ‘여름밤’ ‘사랑스러운 별’ 등 마지막 네 개의 작품에서 성악가의 

멜로디와 묘한 엇갈림으로 조화를 이뤄낸 피아니스트의 오른손 라인이 놀랍고 근사했다. 

피아노는 양손 악보에서 화성과 멜로디를 동시에 연주하는데, 어느 순간 노래하는 

성악가의 선율을 분리해 연주하더니 괴르네가 표현하려는 모음과 숨표, 루바토까지 한 

호흡으로 합을 이뤄낸 것이다.

성악 악보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단어까지 찾아가면서 의미를 읽어나갔는지 물었을 때 

조성진은 “괴르네가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것만 따라가면 그냥 연주가 돼요”라고 했다. 

그런 조성진에게 괴르네는 칭찬 일색이었다. “조성진의 음악성에 놀랐다.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계속 발전한다. 그가 연주한 슈베르트는 무척 어려운 곡들인데, 

같은 곡, 같은 시어(詩語) 내에서도 처음과 두 번째, 세 번째와 다시 마지막 반복할 때의 

느낌과 표현이 전혀 달라진다. 음악 해석도 매우 용감한데, 여기에 독일 문학에 대한 

이해까지 곁들여서 이런 종류의 성악 앙상블, 실내악 앙상블을 10년 이상 해나가다 보면 

소나타에 대한 이해는 물론 브람스, 베토벤, 슈만에 대한 이해도 다른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놀라운 음악가다.”

 

지휘까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매일매일 거장들과 전혀 다른 포맷의 연주를 척척 해내는 만족스러운 리사이틀, 그리고 

더 기대를 모으는 지휘 무대가 22일 있었다. 일전에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쇼팽 협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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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주곡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직접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e단조 

Op.11. 뮌헨 필하모닉 악장 스레텐 크르스티치가 악장을 맡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공연 전, 지휘를 누구한테서 배웠냐는 질문에, “살짝 배우긴 했는데 아직은 

비밀이에요. 잘하면 제가 그냥 알아서 한 거라고 하고, 잘못하면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유머 감각까지 확 늘었다. 리허설을 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휘까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기대감을 갖고 맞이한 마지막 공연. 아니나 다를까, 극적인 다이내믹을 표현한 모차르트는 

힘주어 강조하거나 힘을 완전히 빼는 변화의 폭이 큰 해석을 보여줬다. 피아니스트의 

역할보다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한 느낌으로 모차르트 협주곡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낸 해석이었다. 반면 쇼팽은 철저히 협주곡을 위한 연주와 지휘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가 만든 오케스트레이션’이라서인지 많은 악기에게 역할을 

맡기기보다는 피아노와 현악 앙상블에 집중했는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하나의 결로 

곱게 다듬어진 연주가 일품이었다. 성급한 생각이지만 조성진이 지휘자로 전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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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면 어쩌나, 지휘 때문에 그의 피아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어쩌나, 그 

시기가 빨리 오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지휘하면서 연주하는 스케줄은 당분간 계획에 

없다고 했는데, 쇼팽 협주곡에 대한 그의 생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생각보다 더 크고 탄탄한 음악가임을 증명

마지막으로 조성진과 함께 한 방송도 소개해야겠다. 크레디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디토 클래식>의 ‘Q피디의 땡큐 포더 뮤직’에 조성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무대 위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일정과 훌륭한 연주로 객석을 압도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다소 과묵한 

듯, 나름의 위트 있는 입담을 만나보시기를. 방송은 10월 5일, 12일 토요일 0시에 업로드 

된다. 9월 공연의 후기, 일담이라기보다는 음악과 일상에 대한 편안한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19일 벨체아 콰르텟과의 5중주는 참관하지 못했지만, 까다로운 성악 리사이틀을 이렇게 

잘 이뤄낸 피아니스트라면 기악 합주는 충분히 훌륭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티아스 

괴르네와 벨체아 콰르텟은 모두 그 분야 세계 최정상이다. 연주자의 음악적 위상을 

나타내는 것은 솔리스트로서의 명성,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이력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음악가로서 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훌륭한 앙상블을 소화해내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활동에서 차이가 생긴다. 조성진은 기록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놀라운 외형을 

갖춰왔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세계적인 성악가와 실내악단과의 합주, 협연, 지휘, 솔로 

리사이틀까지 거침없이 소화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탁월한 음악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연주자도, 감상자도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리사이틀

조성진의 9월 무대 취재는 크레디아가 주관한 싱가포르 리사이틀(9월 9일)부터 시작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1천8백 석의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은 아름다운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실내외 모두 매력적인 

극장이다. 세계적인 클래식 슈퍼스타가 찾아와도 매진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9월 9일, 조성진의 싱가포르 

데뷔 리사이틀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프로그램은 통영(21일)에서 열린 리사이틀과 동일했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K.397, 피아노 소나타 3번 Bb장조 K.281,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C장조 Op.15(D.760),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Op.1 그리고 리스트 소나타 b단조 S.178이다. 몇 달 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조성진의 모차르트 앨범이 매우 좋았기에 모차르트 연주에 기대가 컸다. 극장 울림은 섬세한 터치와 

숨결까지 깨끗하게 잘 전달되는 편이었는데, 연주자는 모차르트의 피아니시모, 특히 소나타 3번 2악장을 

마무리하는 여린 호흡에 무척 신중했다. 2부 첫 곡인 베르크 소나타는 쇼팽 콩쿠르 이후 열린 첫 국내 

리사이틀에서도 연주한 바 있는데, 숨과 여유, 공간을 그려낸 연주는 다시 들어도 좋았다.

1, 2부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과 리스트 소나타 b단조였다. 모두 단악장 형태를 띠고 있고 

두 작곡가의 가장 기교적인 작품이자 걸작으로 꼽힌다. 슈베르트의 환상곡은 가곡 ‘방랑자’에서 선율을 

가져온 곡으로 감정이나 기교, 셈여림의 점진적인 변화가 흥미로운 작품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간을 꽉 

채운 슈베르트 환상곡을 매우 좋게 들었다. 반면 초입부터 템포 설정이 빠르다 느꼈던 리스트 소나타는 

다소 버거운 느낌으로 듣기 시작했다. 베르크 소나타 연주 후 바로 이어진 리스트는, 으레 들어왔던 

연주들처럼 좀 더 여유를 갖고 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은 연주자,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통영에서의 리스트 연주에는 꼼짝 없이 매료됐다. 그새 그의 

템포에 적응한 것일까, 공간이 훌륭했기 때문일까. 30분이 넘는 긴 곡에 안정감을 느끼며 기분 좋게 

빨려들어갔다. 감상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연주에 대한 예상치가 보기 좋게 빗나갔을 때, 새로운 해석에 

즐거움을 느낄 때이다. 조성진은 이 대곡을 마주하며 실컷 뿜어내고 맘껏 몰아치고 크게 숨을 쉬었다. 

언젠가 공연으로, 음반으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리스트 소나타 연주는 전체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앙코르로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Op.118을 쳤다. 통영에서는 쇼팽의 소나타 2번 

피아니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 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에게 2019년 9월은 

무지 바쁜 달이었다. 물론 해외 일정을 보면 연 

120회의 빠듯한 일정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9월에는 독주, 협연, 지휘, 

그리고 내한 소식만으로도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마티아스 괴르네와 벨체아 콰르텟과의 

앙상블이 연이어 있었다. 

크레디아의 공연과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의 

‘조성진과 친구들’ 시리즈는 조성진 음악의 너비,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또한 조성진은 보통 사람이라면 살 떨리고 

숨 막히는 하루하루의 도전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강심장이라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전혀 다른 형태의 

공연과 리허설에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까지 

갖췄다는 점도 알게 됐다.

글 | 이지영, 사진 제공 | 크레디아·통영국제음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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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은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러브 브레이슬릿을 

탄생시킨 디자이너, 알도 치풀로(Aldo Cipullo)가 1970년대 까르띠에 

뉴욕에서 선보인 오리지널 모델을 재현한 것으로, 못을 주얼리로 선보인 

그의 과감한 시도는 당시의 반 순응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하나의 못이 완전한 주얼리로 탄생한 이 컬렉션은 단순하고 평범한 ‘못’ 

모티프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주얼리로 디자인되었으며, 

주얼리의 테마로는 상상을 초월한 이 오브제는 강한 개성과 뚜렷한 

의지를 가진 여성 또는 남성의 손목 위에서 강렬하고 시크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부드러운 타원형의 절제된 디자인이 특징인 이 주얼리는 

리드미컬한 곡선과 대범함으로 개성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1970년대의 네일 브레이슬릿이 2012년 저스트 앵 끌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이후, 2015년에는 두 번의 투어로 한층 더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더블 투어 모델과 두 개의 브레이슬릿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커프 브레이슬릿을, 2017년에는 더욱 반항적인 아우라로 손목과 목선을 

장식하는 오버사이즈의 브레이슬릿과 토크 네크리스를 라인업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 모델보다 얇은 두께로 보다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신제품을 선보였고, 다가오는 

9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세라믹 소재의 브레이슬릿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 세계 단 10점만 선보이는 저스트 앵 끌루 리미티드 

에디션은 블랙 세라믹과 화이트 골드의 대담한 색채 대비를 더해 

한층 더 길들여지지 않는 매력을 발산하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저스트 앵 끌루 팝업 부티크>에서 

독점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 | 1566-7277 (까르띠에 컨택 센터)

    까르띠에

 ‘저스트 앵 끌루(JuSTE uN CLOu)’ 주얼리 컬렉션

●일시: 2019년 9월 18일 (수) ~ 9월 29일 (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웹사이트: https://www.cartier.co.kr/ko/maison/events/juste-un-clou-popup-boutique.html 

<저스트 앵 끌루 팝업 부티크> 안내 

<저스트 앵 끌루 팝업 

부티크>에서 국내 최초이자 

단독으로 선보이는 세라믹 

버전의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세라믹, 

다이아몬드 세팅. 전 세계 

10점 한정 출시. 

단순하고 평범한 ‘못’ 

모티브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주얼리로 디자인 된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기존 모델보다 얇은 두께로 

출시되어 더욱 섬세한 

우아함을 자랑하는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18K 옐로우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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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템포는 내가 느끼는 바흐죠. 나는 나의 템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약속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바흐를 만나 물어볼 작정입니다.“바흐 

선생님! 만족하십니까?”하고 말이죠. 아마 끄덕거릴 것 

같아요.

첼리스트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인터뷰 중에서

위대한 연주자의 내밀한 이야기
25인의 클래식 거장들을 만나다

조희창 저ㅣ396쪽ㅣ값 18,000원ㅣ미디어샘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OctOber
10/5(SAt) 17:00 SeJONG
세종체임버시리즈 3 – 앙상블 오푸스

R석 5만원, S석 4만원

 

10/6(SUN) 17:00 SAc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0/8(tUe) 19:30 SeJONG
열혈건반 <더 듀오>

전석 3만원

 

10/10(tHU) 20:00 KUmHO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_양인모 violin

전석 5만원

 

10/11(FrI) 20:00 SAc
kBS교향악단과 김대진의 Mozart and Beethoven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0/12(SAt) 17:00 SAc
경기필 마스터 시리즈 11 <베토벤 & 브람스 2> - 서울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10/13(SUN) 17:00 SAc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R석 20만원, S석 14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10/15(tUe) 20:00 SAc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10/17(tHU) 20:00 KUmHO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_틸 펠너 Piano

전석 6만원

 

10/17(tHU) 20:00 아트센터 인천 

레자르 플로리상 & 일리엄 크리스티 - '메시아'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0/18(FrI) 20:00 SAc
kBS교향악단 제747회 정기연주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10/25(FrI) 20:00 SAc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10/25(FrI) 19:30 tONGYOUNG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with 미셸 베로프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December
 

12/1(SUN) 17:00 SAc
지용 피아노 리사이틀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2/5(tHU) 20:00 KUmHO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_박종해 Piano

전석 4만원

 

12/7(SAt) 17:00 tONGYOUNG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 필리프 헤레베허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12/8(SUN) 17:00 LOtte
백혜선 세계 무대 데뷔 30주년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2/8(SUN) 17:00 SAc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 선우예권

R석 18만원, S석 15만원, A석 11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12/10(tUe) 20:00 LOtte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R석 25만원, S석 20만원, A석 15만원, B석 10만원,

C석 6만원

 

12/11(WeD) 20:00 SAc
백건우와 쇼팽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2/11(WeD) 20:00 SAc IbK홀

조진주 & 이타마르 골란 voiCe 2

R석 6만원, S석 4만원

 

12/12(tHU) 20:00 KUmHO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_세르게이 바바얀 Piano

전석 6만원

 

12/21~31(SAt)(tUe) 15:00, 19:30/14:00, 18:00 
유니버설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12/22(SUN) 14:00 SAc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12/29(SUN) 17:00 SAc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R석 16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5만원

10/25(FrI) 20:00 LG
황수미 & 헬무트 도이치 듀오 콘서트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10/26, 27(SAt)(SUN) 17:00, 14:00 LOtte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 바딤 레핀 <투 애즈 원>

R석 15만원, S석 11만원, A석 7만원, B석 4만원

 

10/28(mON) 20:00 LOtte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NOvember
11/1(FrI) 20:00 SAc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R석 43만원, S석 34만원, A석 25만원, B석 16만원, 

C석 7만원

 

11/10(SUN) 17:00 SAc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R석 32만원, S석 26만원, A석 18만원, B석 12만원, 

C석 7만원

 

11/12(tUe) 20:00 SAc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S석 15만원, A석 12만원, B석 9만원, 

C석 6만원

 

11/13(WeD) 20:00 SAc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협연: 임동혁)

R석 20만원, S석 16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4만원

 

11/16(SAt) 17:00 LOtte
베를리오즈 시리즈, 서울시향의 <환상 교향곡>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1/19(tUe) 20:00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마렉 야노프스키 & 김선욱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11/21(tHU) 20:00 KUmHO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_김한 Clarinet

전석 4만원

 

11/28(tHU) 20:00 SAc
kBS교향악단 제748회 정기연주회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11/29(FrI) 20:00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R석 18만원, S석 15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What s On 2019
clubbalcony.com

표기는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할인율입니다.

추가되는 할인 공연은 clubbalcony.com에서 확인하세요.

공연일정과 할인율은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goYang 고양아람누리 | lotte 롯데콘서트홀 | SaC 예술의전당 | Snart 성남아트센터 | SeJong 세종문화회관 | kUMHo 금호아트홀 | lg 엘지아트센터 | tongYeong 통영국제음악당 | gS 지에스칼텍스 예울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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