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해설자료집

2020 온드림 문화사랑의 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당신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돌아보고 ‘희망 사다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달라’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2007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미래인재 양성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온드림 문화사랑의 날’ 청소년 음악회는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공감을 이루는 순간

문화예술 나눔 활동은 감동과 치유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1. 피아노 Piano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바흐작품번호565

	 파헬벨	 카논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에	의한	12변주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번호13	‘비창’	3악장

	 쇼팽	 폴로네이즈	작품번호53	‘영웅’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작품번호244	2번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제3곡	‘달빛’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25

2. 현악(챔버) Chamber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작품번호1007						

	 	 (프렐류드	–	미뉴에트	-	지그)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번호40

	 하이든	 현악4중주	‘종달새’	작품번호64-5	1악장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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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관 . 금관 Woodwind . Brass	

	 비발디	 플루트	소나타	작품번호13	‘충직한	양치기’	6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번호71	중	‘꽃의	왈츠’

	 아니시모프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시’	

	 바흐[비발디]	 트럼펫	협주곡	라장조	바흐작품번호972

	 	 [비발디	작품230]	

	 흑인영가	 성자들의	행진	

4. 가곡(성악) Vocal	

	 슈베르트	 독일	가곡	‘마왕’	

	 디	카푸아	 이태리	칸초네	‘오	솔레	미오’	

	 디건	 프랑스	샹송	‘샹젤리제’				

	 오드웨이	 미국	민요	‘여수’

	 김규환	 한국	가곡	‘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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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페라(성악) Opera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포근한	산들바람’

	 	 (편지의	이중창)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	

	 푸치니	 오페라	<쟌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6. 오케스트라(관현악) Orchestra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쾨헬번호492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16	1악장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67	‘운명’	1악장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헨리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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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l Cast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1. 피아노  Piano

2. 현악(챔버)  Chamber

3. 목관 . 금관  Woodwind . Brass

이민준*

선 율*

정지원*

박영성

유성호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현남   정진희   백수련   박지현   김하은   이자윤 

한재민   홍윤희   김신아   김효진   홍선영

서성광   문여진   이효원   김선주

한재민*  성채은   차성준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이재현

유채연*  안영지

안중연

박진오

이은호

손 석*  임은진

백향민   임윤경

이우석

정보민

안평강

바 이 올 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피 아 노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트 롬 본

튜 바

타 악 기

4. 가곡(성악)  Vocal

ㅣ

ㅣ

ㅣ

ㅣ

정록기

김승직

임재석   김승직   장주훈   한종원

김민주   정서완

바 리 톤

테 너

남 성 중 창

성 악 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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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페라(성악)  Opera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현남   정진희   백수련   홍윤희   김하은   김효진

한재민   강진희   김은영   김정하*

박지현   이자윤   홍선영   정창화   김신아   이하은 

노진희   조희윤

서성광   장지민*  문여진   김선주   이효원   권유경

길희정   성채은   차성준   임예지   윤요셉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정민정

안영지   유채연*

안중연   박인영

박진오   김상훈

천영학   유제빈*

임은진   배소연   최선율*  권영진

백향민   임윤경   김다영*

김동석

전효봉   마민창

조정현

한경성   조한나

김승직

백재은

김광현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하 프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팀 파 니

타 악 기

지 휘 자

소 프 라 노

테 너

메조소프라노

바 리 톤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출연 l Cast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6. 오케스트라(관현악)  Orchestra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정진희   김현남   백수련   김상우   홍윤희   홍예린 

김하은   백유진   김효진   하정화   한재민   유현지 

조은희

박지현   이자윤   김신아   박준원   홍선영   강은혜

김지윤   피예나   노진희   조희윤   윤예아

서성광  문여진   김선주    장지민*  이효원   권유경 

이관지   양효정

성채은   차성준   김소은   채송아   김민소   박혜진 

김현지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윤영진

정민정

안영지   유채연*  한지수(피콜로)

안중연   박인영

박진오   신예은*

김진현   고수경

임은진   배소연   이규성   최선율*

백향민   임윤경   김다영*

설용빈   김승규   박창원

이세범*

김동석

이준환   문지연   이정진   전효봉   윤한샘                                               

김광현

김규연(피아니스트)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하 프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트 롬 본

튜 바

팀 파 니

타 악 기

지 휘 자

협 연 자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조동균 (한경필하모닉 사무국장)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조동균   류혜린

조동균   류태형   류혜린   권유경   이재현

이아름   류혜린

셈쁘레라무지카

팀원미디어

한국영상연합

케이알루

제 작 총 괄

진 행

자 막

프로그램감수

스코어리더

음 향

영 상

영 상 편 집

해설자료집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제작진 l Staff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바흐작품번호565 
J. S. Bach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565

요한 파헬벨 카논
J. Pachelbel Canon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W. A. Mozart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에 의한 12변주곡)

 12 Variationen über ein französisches Lied
 ‘Ah, vous dirai-je, maman’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번호13 ‘비창’ 3악장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8 in Cminor Op.13
 ‘pathétique’ 3rd movement

프레데릭 쇼팽  폴로네이즈 작품번호53 ‘영웅’ 
F. Chopin Polonaise in A flat major Op.53 'Heroic'

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작품번호244 2번
F. Liszt Hungarian Rhapsodies, S.244 No.2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제3곡 ‘달빛’ 
C. Debussy Suite Bergamasque – 3. Clair de lune

아놀드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25
A. Schoenberg Suite for piano, Op.25

피아노
Piano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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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바흐작품번호565 
J. S. Bach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565  

해설

첫곡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입니다. 

<바흐 토카타와 푸가 BWV565>는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의 바로크 음악 작곡가입니다. 

토카타는 즉흥적인 건반곡의 형식이고요 푸가는 대위법적 모방의 한 기법으로 돌림노래 같은 형식을 말합

니다. 청년 시절의 바흐는 작곡가보다도 즉흥연주에 강점을 보인 오르간의 대가로 유명했습니다. 250여 곡

이 넘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 중에서도 친근한 작품이죠. 마리오가 술통을 뛰어넘으며 아가씨를 구출하는 

게임 ‘킹콩’에도 이 선율이 등장했었습니다. 

영화 ‘판타지아’에서 스토코프스키의 관현악 편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어둠 속에

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듯 하나의 선율이 제시됩니다. 이 토카타의 시작 부분이 점차 부풀어오르죠. 푸가에

서 주제선율을 모방하며 담쟁이 덩굴처럼 서로를 타고 오르며 거대해집니다. 건반 하나하나에서 힘찬 기상

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가로 알려진 바흐는 바로크 시대 모든 음악 양식의 종합이며 완

결이라고 볼 수 있다. 바흐의 작품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대위법 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

리아의 새로운 양식도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융합시켜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곡은 바흐가 오르간을 위해서 작곡한 것으로 젊은 힘이 넘치는 웅대한 곡이며, 바흐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푸가(Fuga)는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이 가장 정교한 솜씨로 엮어간 악곡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

를 음악적 아이디어의 기초로 보고 대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다성음악이다. 푸가는 단독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보통 그 앞에 즉흥적인 성격을 갖는 곡들을 한 쌍으로 묶는 경우가 많은데, 즉흥연주를 지칭하던 토

카타(toccata)와 짝을 이루면서 자유와 논리의 대비를 꾀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이민준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The Cooper(Oberlin) 국제콩쿠르 입상

쇼팽콩쿠르, 음악춘추콩쿠르, 영창뮤직콩쿠르, 삼익콩쿠르 등

다수 국내콩쿠르 우승

금호 영재, 영아티스트 독주회, 독일문화원, 도쿄예술대학, 뉴칼레도니아 아트페어, 

세종페스티발 초청연주

중구의회 의장상 수상 예원학교 공로상 수상 명동대성당 오르가니스트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사사 김대진, 오윤주, 박영주

피아니스트 이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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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파헬벨 카논 
J. Pachelbel Canon  

해설

<파헬벨의 카논>은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카논은 ‘규칙’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중세 이래 음악에서 가장 엄격한 모방에 의한 대

위법 악곡의 일종입니다. 주제인 제1성부의 선율이 시작되고, 이것이 응답하는 다른 성부에 의해, 어떤 일

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모방되는 형식이 카논입니다. 

그렇다면 카논과 푸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카논과 푸가 둘 다 모방으로 전개되는 형식입니다. 푸가에서는 

모방이 주제 부분에만 한정되는데 카논에서는 전체를 돌림노래로 모방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요한 파헬벨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난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죠.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

는 ‘카논’은 석 대의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해 작곡됐어요. 같은 조의 춤곡 ‘지그’가 딸려서 ‘카논과 지

그’로 연주되곤 합니다. 피아노곡으로는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December)'앨범에 있는 ‘요한 파헬벨 카

논 주제에 의한 변주곡’ 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파헬벨은 바로크 시대 독일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 북스테후데의 북부 독일 양식에 비견

되는 남부 독일 양식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음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코랄 전주곡이나 토카타, 환상곡 같은 오르간곡들을 정교한 대위법으로 작곡했다. 파헬벨의 기여로 

푸가 기법이 발전했고, 이는 바로크 음악에서 중요한 장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카논은 한 성부가 주제를 시작한 뒤 다른 성부에서 그 주제를 똑같이 모방하면서 화성진행을 맞추어 나가

는 대위적인 형식으로, 이 곡은 카논 형식으로 작곡된 파헬벨의 대표작이다. 원곡의 정확한 이름은 <세 대

의 바이올린과 지속저음을 위한 카논과 지그>로 현재는 작품의 초반부가 파헬벨의 카논으로 알려져 있다. 

곡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하며 같은 패시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베이스가 고집스럽게 반복하며 변주되는 

것이 카논의 대표적인 작곡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이민준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The Cooper(Oberlin) 국제콩쿠르 입상

쇼팽콩쿠르, 음악춘추콩쿠르, 영창뮤직콩쿠르, 삼익콩쿠르 등

다수 국내콩쿠르 우승

금호 영재, 영아티스트 독주회, 독일문화원, 도쿄예술대학, 뉴칼레도니아 아트페어, 

세종페스티발 초청연주

중구의회 의장상 수상 예원학교 공로상 수상 명동대성당 오르가니스트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사사 김대진, 오윤주, 박영주

피아니스트 이민준



22 23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해설집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해설집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은 별

 (프랑스 가곡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에 의한 12변주곡) 
W. A. Mozart 12 Variationen über ein französisches Lied
 'Ah, vous dirai-je, maman' 

해설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로 시작되는 동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어린시절에 불렀었는데. 바바 블랙쉽, 또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로 시작되는 영어 동요도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이 곡은 원래 프랑스의 동요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12개의 변주곡을 만든 건데요.

작은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실제 원제는 18세기 프랑스의 유행가였던 "아, 어머니

께, 말씀드릴게요(아 부 디레쥬 마망, Ah vous dirai-je, maman)을 바탕으로 변주곡을 만든 겁니다.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께요. 옆집의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데, 마음이 아파요 등의 내용입니다.  

1778년, 모차르트가 일자리를 찾아 파리에 왔을 때 이 멜로디를 접하고 몇 년 뒤 빈에서 그 선율을 주제로 

다채롭게 변화시킨 12개의 변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간단한 주제에서 출발해 갖가지 기교가 더해지기에 피아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프로그램 노트

오스트리아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인 모차르트는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제1비엔나 악파’로 일컬어진

다.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교향

곡,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를 작곡했다. 오늘날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널리 존

경받고 있다.

고전주의 작곡가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선율이나 자신이 만든 주제를 가지고 변주곡을 썼다. ‘주제와 변주’

는 교향곡이나 실내악곡의 2악장에도 많이 사용된 형식이지만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들도 많이 작곡되었다. 

모차르트는 14곡 가량의 변주곡으로 자신의 탁월한 피아노 기법을 과시했다. 이 곡은 ‘반짝반짝 작은 별’

로 알려진 프랑스 동요 ‘아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으로, 주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

지한 채 음형만을 장식하는 ‘엄격 변주’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음형과 조성을 변화시키며 변주한 후 화려한 

기교를 선보인 다음 처음 주제로 복귀하며 곡을 마친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선 율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E-Piano 주니어 콩쿠르 2위 및 슈베르트 특별상

제9회 신한음악상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1위 및 

폴로네이즈 특별상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3년 재학중

사사 김대진, 윤유진, 박영주

피아니스트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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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13 ‘비창’ 3악장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8 in c minor Op.13 ‘pathétique’ 3rd movement  

해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은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생애에 걸친 작곡양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서른 두 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 대중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 곡은 '3대 소나타'라고 불리는 8번과 14번, 그리

고 23번인데요. 이들은 각각 '비창', '월광', '열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의도에 따

른 이름은 8번 ‘비창’이 유일합니다. 베토벤 자신이 ‘비창적 대 소나타’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비창’은 마

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소나타 8번은 선율은 명쾌하고 왼손의 반주도 극히 단순합니다. 두터운 화음도 등장하지 않지만. 곡의 구성

이 극적이고, 맹렬한 분위기와 감미로운 노래, 연주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교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연

주효과로 인기가 높습니다. 3악장은 론도 형식입니다. 주제가 삽입부를 사이에 두고 반복해 나타나는 형식

이죠. A-B-A-C-A-D-A-코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댄스곡으로 만들어져서 특히 귀에 익은 악장이죠. 경쾌한 듯하면서도 그 안에 베토벤

의 고독 같은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프로그램 노트

빈 고전파 작곡가인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제1비엔나 악파’로 일컬어진다. 그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환기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이며, "음악의 성인(聖人)" 또는 "악성"(樂聖)으로 불릴 정도로 

음악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하다. 그는 일생동안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는데 교향곡, 현악4중주, 

피아노 소나타는 그 분야에서 표준적인 레퍼토리의 중추라고 볼 수 있다.

베토벤은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으며 8번은 초기 피아노 소나타의 절정을 이루는 걸작으로 아름

다운 악상 때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비창’은 베토벤에 직접 붙인 것으로 3악장에 해당하는 이 곡은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론도 형식을 갖고 있다. 경쾌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슬픔이 곳곳에 숨어있는 악장으로 애상감이 느껴지는 곡이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박영성

포항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전문사, 독주자과정 졸업

동아음악콩쿠르 2위, 한국쇼팽콩쿠르 1위, 16th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Asia Concerto Award Gold Prize, Aachen 

Mozart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중앙음악콩쿠르 2위, 

KBS. KEPCO (구 신인음악콩쿠르) 1위 외 다수 콩쿠르 입상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NUA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금호 영아티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시리즈, 중남미한국문화원초청 독

주회, 오사카 한국문화원초청 실내악연주, 독일 한국음악제초청 실내악연주, 

라이프치히 아카데미 장학생 등으로 참가

국민은행 장학금, 문화체육관광부 장학금 등의 장학생으로 선발

사사 김대진, 손은정, 임종필, 신민자

피아니스트 박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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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 쇼팽 폴로네이즈 작품53 ‘영웅’ 
F. Chopin Polonaise in A flat Major Op.53 'Heroic'

해설

<쇼팽 폴로네이즈 작품53 ‘영웅’>은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폴로네즈란 프랑스어로 ‘폴란드 풍’란 뜻이죠. 폴란드 민속 춤곡을 말합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의 앙리 

3세가 폴란드 왕이 된 후 귀족들이 왕 앞에서 규칙적인 음악에 맞추어 행진하면서 폴로네즈가 형태를 갖추

기 시작합니다. 의식용 음악이었던 폴로네즈는 궁정뿐만 아니라 서민들 사이에서도 춤곡용으로 발달했죠. 

보통 빠르기에 3/4박자의 화려한 곡으로 보통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조바꿈된 트리오

가 오기도 하죠. 한 마디 안에 제2박을 강조한 점이 특이한데, 때로는 이 제2박을 싱커페이션으로 제1박의 

후반에 악센트를 붙이기도 합니다. 

쇼팽은 폴란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울한 예감을 이 폴로네즈에 담았습니다. 

쇼팽은 모두 16곡의 폴로네즈를 작곡했고, 생전에 8곡이 출판되었습니다.

6번 ‘영웅 폴로네즈’는 1842년 작곡됐습니다. 주제부와 트리오, 코다로 구성됐습니다.

피아노로 관현악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고 있고, 주제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일관성을 띠고 청중이  받아

들이기 쉬운 작품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곡의 웅대한 구상과 당당함. 완벽에 가까운 표현이 영웅에 비할 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폴란드의 화려했던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프로그램 노트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렸던 쇼팽은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가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는 거의 전적으로 피아노곡만을 작곡했으며 왈츠, 마주르카, 녹턴, 발라드, 스케르초, 전주곡 

등 성격 소품(character piece) 위주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쇼팽은 시적인 정서나 분위기 혹은 문학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성격 소품’을 통해 19세기 가정음악의 중심이 된 피아노의 표현적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

했고, 낭만 시대의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의 민속 춤곡에서 유래한 성격 소품곡으로 그가 평생토록 꾸준히 작곡했던 장

르이기도 하다. 1842년에 작곡된 이 곡은 ‘영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18곡에 달하는 쇼팽의 폴로

네이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고난을 이겨낸 후 승리에 대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듯한 압도적인 분

위기의 작품으로 바르샤바 근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폴란드 농민들의 춤곡에 깊이 동화했던 쇼팽의 조

국 폴란드에 대한 긍지를 엿볼 수 있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정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료,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음악춘추콩코르, 음연콩쿠르, 수리전국음악콩쿠르, 영창뮤직콩쿠르, 한국쇼팽

콩쿠르, 성정전국음악콩쿠르,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1위 외 다수 콩쿠르 입상

Zhuhai International Mozart Competition for Young Musicians 최연소 

2nd Prize와 Young Jury Prize 입상 및 한국인 최초 랑랑 국제음악재단 홍보대

사로 선정되어 랑랑과 함께 연주

독일 Berlin, Mannheim, Saarlouis, Saarbrüker, Riegelsberg 투어연주 및 

독일-프랑스 라디오 방송에 출연, 2016년 최연소 경기영아티스트로 선정, 더하우

스콘서트 독주회, 경기영아티스트 독주회, 금호영재스페셜독주회 활동

Salzburg Chamber Soloists, State Academic Symphony Orchestra of 

Russia “Evgeny Svetlanov”, Bundespolizeiorchester München, SAHS 

Sinfonietta, KNIGA Symphony Orchestra, 수원시향, 경기필하모닉, 경북도

립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예술단체와 협연

사사 김대진, 오윤주

피아니스트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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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작품244 2번 
F. Liszt Hungarian Rhapsodies, S.244 No.2  

해설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작품 244 2번>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랩소디’는 고대 그리스에서 짧은 서사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음악에서는 19세기 들어서 민족적 색채가 강하거나 

서사적인 자유 형식의 기악곡을 의미합니다. 

헝가리인 고유의 기질과 생활을 아주 예리하게 표현했죠. 그러나 리스트는 헝가리인이라기보다는 오스트리아-헝가

리제국의 독일사람으로 봐야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이든의 후원자 에스테르하지가의 궁정악단의 연주자로 오스트리아인에 가까웠고 어머니도 독일 사람이

었습니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는 독일인 브람스가 ‘헝가리 춤곡’을 채집하고 작곡한 것과 비슷합니다. 열세 살 

때 파리로 가기 이전까지 어린 시절의 고향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총 열아홉 곡으로 구성된 헝가리 광시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2번입니다.  

장대하고 화려하죠. 서주부는 느린 카프리스 풍으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시 밝은 조로 바뀌어 아름답고 화려

하게 전개됩니다. 후반에는 집시의 선율이 빠르고 야성적인 면을 풍부하게 보이며 연주됩니다. 그러다 다시 이국적인 

색다른 춤곡조로 시작하여 힘차고 장대하며 변화무쌍하게 전개됩니다. 마지막에는 찬란한 클라이맥스를 지나 다시 

조용한 선율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연주되는데요. 피아노만으로도 오케스트라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피아노가 지닌 음향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곡을 썼습니다.

거의 모든 음악을 흥에 겨운 집시들의 노래와 춤처럼 자유롭게 구사하고 피아노로 관현악적인 강렬한 색채미를 표현

했는데요. 첼로나 호른처럼 폭넓고 감미롭고 어떤 때는 오르간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헝가리 출생의 리스트는 뛰어난 기교를 가진 피아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낭만 시대 음악에 큰 공헌을 한 작곡가

로 평가받고 있다. 19세기 청중들은 기교와 예술적인 완성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술가에게 비르투오소

(virtuoso)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비르투오소의 길을 결심했다. 이러한 연유로 

리스트는 매우 기교적이고 화려한 곡을 즐겨 작곡했으며, 그중에서도 피아노 작품을 가장 중점적으로 작곡했다.

헝가리 광시곡은 총 19곡으로 구성된 피아노 독주곡으로 1847년에 작곡된 2번이 가장 유명하다. 광시곡

(Rhapsody)은 원래 서사시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음악적으로는 서사적이고 민족적인 장대한 흐름의 곡

을 말한다.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작품으로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헝가리에 전승되어 온 집

시춤곡인 차르다시(Czarda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차르다시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느린 템포의 쓸쓸

한 느낌을 주는 ‘라싼(Lassan)’과 정열적이고 빠른 템포의 ‘프리스카(Friska)’로 이루어져 있고, 헝가리 광시곡 2

번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살려낸 작품이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박영성

피아니스트 박영성

포항예고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전문사, 독주자과정 졸업

동아음악콩쿠르 2위, 한국쇼팽콩쿠르 1위, 16th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Asia Concerto Award Gold Prize, Aachen 

Mozart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중앙음악콩쿠르 2위, 

KBS. KEPCO (구 신인음악콩쿠르) 1위 외 다수 콩쿠르 입상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NUA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금호 영아티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시리즈, 중남미한국문화원초청 독

주회, 오사카 한국문화원초청 실내악연주, 독일 한국음악제초청 실내악연주, 

라이프치히 아카데미 장학생 등으로 참가

국민은행 장학금, 문화체육관광부 장학금 등의 장학생으로 선발

사사 김대진, 손은정, 임종필, 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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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제3곡 달빛

C. Debussy Suite Bergamasque – 3. Clair de lune 

해설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드뷔시가 1890년 작곡한 자유분방하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모음곡입니다. 전주

곡, 미뉴에트, 달빛, 파스피에 등 모두 4곡으로 구성됐습니다.  

‘베르가마스크’란 베르가모풍, 베르가모 춤 양식 이란 뜻입니다. 

드뷔시가 이탈리아로 유학했을 당시 베르가모 지방에서 받은 인상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서정미가 넘치죠. 드뷔시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인상주의 기법을 확립하지는 못했을 

때입니다. 화성법, 선율의 성격 및 리듬의 구성 등이 독특합니다. 

3곡 ‘달빛’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폴 베를렌의 시 ‘하얀 달’이 모티브

가 됐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는 듯한 글리산도 주법과 달빛의 확산을 묘사하는 듯한 분산화음이 달콤하고 몽롱합니다. 맑고 찬 

만월의 신비한 빛이 건반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잔잔한 바람 부는 달밤, 빛과 음, 시각과 청각이 만나는 곡입니다. 

프로그램 노트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으로 미술에서 시작하여 

문학과 음악분야로 퍼져나갔다.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순간적인 장면을 표

현한 인상주의 미술이 음악에서는 색채를 입힌 듯한 음의 효과와 안개에 덮힌 듯한 몽롱한 분위기로 나타난

다. 이를 바탕으로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 드뷔시는 종래에는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음

향을 추구했다.

1890년에 작곡된 피아노 독주곡 ‘달빛’은 드뷔시의 초기 작품으로 네 개의 소품으로 된 <베르가마스크 모

음곡> 중 제3곡에 해당한다. 시작 부분에 나오는 느리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선율이 적막한 곳을 비추는 달

빛을 묘사하고, 뒤이어 연속적인 화음과 아르페지오 음형 등의 다양한 패시지를 통해 달빛의 다양한 영상이 

펼쳐진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유성호

선화예술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중앙음악콩쿠르, KBS-한전 음악콩쿠르에 입상

스위스 제73회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특별상 외 다수 콩쿠르 입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아트센터 인천 

패밀리콘서트, 통영국제음악당 스쿨콘서트 외 다수의 공연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중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재학 중(음악원 전체수석 입학) 

사사 김대진, 주소영

피아니스트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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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작품25

A. Schoenberg Suite for piano, Op.25

해설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Op.25>는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187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쇤베르크는 스트라빈스키 버르토

크와 더불어 20세기 현대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곡가로 손꼽힙니다. 

쇤베르크는 이른바 12음 기법의 발명과 완성자로 20세기 이후 음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2음기법은 무조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기법입니다. 즉 조성음악에 존재했던 으뜸음을 인정하지 않고 1옥

타브 안의 12개 음에 모두 동등한 자격을 주어 이를 일정한 산술적 규칙에 따라 배열 진행시키는 음악이죠. 

피아노 모음곡 Op.25는 이러한 12음기법이 사용된 최초의 전곡 작품입니다.

전주곡과 간주곡 외에 18세기 춤곡 네 가지를 넣어서 전주곡, 가보트, 뮈제트, 간주곡, 미뉴에트, 지그 등 

모두 여섯 곡으로 구성했습니다. 바로크 모음곡의 옛 형식에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음악학자 

아도르노는 이 곡을 “강철로 된 집에서 빛나는 광채”에 비유했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현대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 쇤베르크는 조성음악을 탈피한 무조음악을 만들며 청중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완벽한 무조음악을 위해 12음기법을 고안해냈는데 한옥타브 안에 있는 12개의 반

음을 모두 동등하게 사용하는 작곡기법으로, 적당한 무조음악과 구분하기 위해 음렬음악이라고 부른다. 

1923년에 완성된 피아노 모음곡 작품25는 하나의 음렬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12음기법 작품이다. 이 곡은 

‘프렐류드-가보트-뮤제트-인테르메쪼-미뉴에트와 트리오-지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식화된 춤곡 유형 

4곡에 프렐류드와 인터메쪼가 삽입된 모음곡 형태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신고전주의가 반영된 것이다. 

바로크 시대의 춤곡형식을 기본으로 12음기법이라는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

미를 가진다. 

1. 피아노 l Piano

피아니스트 l 유성호

선화예술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중앙음악콩쿠르, KBS-한전 음악콩쿠르에 입상

스위스 제73회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특별상 외 다수 콩쿠르 입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아트센터 인천 

패밀리콘서트, 통영국제음악당 스쿨콘서트 외 다수의 공연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중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재학 중(음악원 전체수석 입학) 

사사 김대진, 주소영

피아니스트 유성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작품번호1007
J. S. Bach Cello Suite No.1 in G Major BWV1007

카미유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40
C. Saint-Saëns Danse Macabre Op.40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현악 4중주 ‘종달새’ 작품64-5번 1악장
F. J. Haydn String Quartet ‘The Lark’ in D Major Op.64-5 1st movement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Summer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Winter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Á. Piazzolla Libertango

현악(챔버)
Chamb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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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작품번호1007 
J. S. Bach Cello Suite No.1 in G Major BWV1007

해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섯 곡은 첼로 한 대가 표현하는 우주를 보여줍니다. 바흐가 

쾨텐시대인 1717년에서 1723년 사이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3세의 파블로 카잘스가 우연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곡의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카잘스는 35년 뒤 

4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죠. 

1번~6번에 달하는 총 여섯 곡의 모음곡은 각기 여섯 개의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렐류드,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미뉴에트(1,2)나 부레(3,4), 가보트(5,6)>, 지그죠.

프렐류드는 바흐 첼로 모음곡 전 6곡을 대표하는 멜로디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도입적인 성격을 띠며 16분 

음표의 분산화음으로 이루어진 프렐류드는 자유롭고 즉흥적입니다. 

2곡 ‘알르망드’는 독일 춤곡입니다. 힘차고도 선율적이죠. 3곡 ‘쿠랑트’는 프랑스어 ‘달리다(쿠리르, 

courir)에서 유래하는 춤곡으로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됩니다. 

4곡 ‘사라방드’는 16세기 스페인에서 유래한 춤곡으로 장중하고 느린 템포입니다. 

5곡 ‘미뉴에트’는 장조인 제1미뉴에트와 단조인 제2미뉴에트로 분리돼 있습니다.

마지막 6곡’지그’는 16세기 영국 춤곡에서 발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진 3박자의 빠른 춤곡입니다.

상큼한 느낌으로 곡 전체를 결론짓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가로 알려진 바흐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으로 그의 음악은 바로크 

시대 모든 음악 양식의 종합이며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바흐의 작품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대위법 양식에 뿌

리를 두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새로운 양식도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융합시켜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음악 장르 중 하나인 모음곡(suite)은 빠르기의 대조를 갖는 여러 개의 악장

이 하나의 조성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바흐는 6곡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작곡했는데 1번은 프렐

류드(Prelude) - 알르망드(Allemande) - 쿠랑트(Courante) - 사라방드(Sarabande) - 미뉴에트

(Menuet) - 지그(Gigue) 순서로 배열된 곡으로, 각각의 곡들은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풍부

한 감정적 표현을 요구한다. 작곡 당시 첼로가 독주 악기보다는 합주에서 저음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던 것

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작품이었으며, 역사상 무반주 첼로 솔로를 위해 쓰인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현악(챔버) l Chamber

첼리스트 l 한재민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한국예술영재 교육원 재학(만14세)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예정

제 12회 신한음악상 수상

7회 독일 돗차우어 국제콩쿨 1위 ,현대작곡가특별상 (7.International 

Dotzauer cello competition 1st prize ,Special Prize contemporary piece)

67회 이화경향 콩쿠르 , 헝가리 다비드포퍼 국제콩쿠르, KCO(바로크) 콩쿠르

스트라드 콩쿠르, 쥬니어 동아콩쿠르, CBS 전국 음악콩쿠르, 오사카 국제콩쿠

르 모두 1위 입상

문교부장관상(Minister of Education,Culture,Sports,Science and 

Technology Award)

파리,비엔나 뮤직캠프 초청 특별상 수상,  

성정음악콩쿠르 음연콩쿠르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1위

사사 이강호,정명화,김민지

첼리스트 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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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40 
C. Saint-Saëns Danse Macabre Op.40

해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생상스 ‘죽음의 무도’>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바이올린은 현악기죠. 다양한 나무로 만들어진 현악기의 몸통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동한 음이 외부로 

발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 즉 ‘줄’ 부분입니다. 현은 나일론이나 강철, 가끔씩 원전 

연주에서는 동물의 창자나 힘줄을 원료로 한 거트로 만들어집니다. 

현악기들은 대개 활을 현에 그어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찰현악기라고 합니다. 활 손잡이는 나무로 되

어 있고, 활의 현은 말 털이나 말 꼬리로 만들죠. 현악 주자들이 손가락으로 현을 퉁길 때도 있습니다. 피치카토 주법

이라고 하는데요. 또 활을 거꾸로 들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현을 두드리기는 건 콜 레뇨 주법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에 쓰인 음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저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꼽고 싶습니다. 

카미유 생상스가 1874년 프랑스 시인 앙리 카잘리스의 시를 인용해 작곡했죠. 

할로윈 전날에 해골들이 몰려와 춤을 추다가 오보에가 연주하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해골들이 무덤 속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인데요.

전설을 더 들여다보면 할로윈 전날 죽음의 신이 나타납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다 깨워 그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

는 동안 죽음의 춤을 추도록 명령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독주 선율로 나타나는데, E현을 반음 낮춰서 조율(스코르다

투라)하여 죽음을 묘사하죠.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까지 뼈들이 춤을 추고 다음해 할로윈 때까지 무덤에 돌아가 있는

다는 내용입니다. 

강한 바이올린 독주와 음울하면서도 극적인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인상적입니다. 

2008년 2009년 시즌 김연아 선수의 국제대회에서 배경음악으로 선보였습니다. 검은 색 빛나는 의상을 입고. 시작 

전 두 팔을 벌리고 비스듬히 하늘을 보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생상스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지휘자로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다. 

그는 다양한 악기 구성과 섬세한 음색을 표현하며 프랑스 음악의 최고 장점들을 잘 표현한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19

세기의 음악 장르 전반을 다루었으며 협주곡이나 교향곡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리스트의 교향시를 프랑스에 처음 

소개하며 자신도 시적인 교향시를 썼다.

교향시(Symphonic poem)는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하나의 악장만으로 이루어진 표제 교향곡으로 문학적인 

소재를 음악으로 표현한 장르이다. 이 작품은 시인 앙리 카잘리스의 기괴한 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곡으로 한밤중

에 12번의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 해골이 나타나 춤을 추다 새벽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묘지로 도망친다는 내용이다. 

원곡은 성악과 피아노 반주의 가곡이었지만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교향시로 발전시켰고 독주 바이올린과 피아노 반주 

구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와 같은 바이올린족 악기는 활로 줄을 켜는 연주 방법으로 소리를 내며 서양음악

의 중심이 되는 악기이다. 바이올린족 악기 중 가장 크기가 작은 바이올린은 4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G3-B7의 4옥타

브 음역대를 가진다.   

2. 현악(챔버) l Chamber

바이올리니스트 l 김현남

현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Midwest University 교수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예원, 선화예중, 선화예고, 서울예고 출강 

TIMF앙상블, 더겐발스 뮤직소사이어티 멤버 

선화예중고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대 연주자과정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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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현악 4중주 ‘종달새’ 작품64-5번 1악장

F. J. Haydn String Quartet ‘The Lark’ in D Major Op.64-5 1st movement

해설

<하이든 현악 4중주 ‘종달새’>는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현악 4중주는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첼로 각 한 대 씩 4명이 연주하는 악곡의 형식입니다. 이 장르의 

창시자 요제프 하이든은 약 예순 여덟 곡 정도를 썼습니다. 이후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

만, 브람스, 드보르자크로 이어지면서 현악 4중주는 가장 사랑받는 실내악 장르 중 하나가 됐죠. ‘종달새’ 

Op.64의 5번은 여섯 곡의 모음인 Op.64 중에서 제일 먼저 1790년 작곡됐습니다. 

‘종달새’라는 이름은 1악장 제1주제의 선율, 그리고 4악장의 음형에서 바이올린의 음형이 새의 지저귐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선율이죠.

파란 하늘을 날며 지저귀는 종달새를 생각하며 ‘종달새’ 1악장 들어보시죠. 

프로그램 노트

오스트리아 출생의 하이든은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제1비엔나 악파>를 이끌었던 인물로 음악가들이 교

회나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하던 시절 에스테르하지에게 고용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음악가의 삶을 살

았다. 그는 소나타 형식을 완성하며 현악 4중주, 교향곡 등 고전 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구축한 인물로 100

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며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70여곡에 달하는 현

악 4중주를 작곡했으며 미사곡이나 오라토리오 분야에 있어서 많은 걸작을 남겼다. 

현악 4중주는 고전주의 실내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장르로 하이든에 의해 완전한 형식으로 완

성되었다. 실내악이란 일반적으로 작은 그룹의 연주자들을 위해 쓰여진 음악으로 현악 4중주는 네 개의 성

부를 통해 균형 잡힌 음향을 만들어 내며 다른 실내악보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르 중 하나였다. 이 곡은 

제1바이올린의 유려한 선율이 새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은 것으로 작품64로 출판

된 6곡의 현악 4중주 곡 중 제5번의 1악장이다.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에서 보낸 30년의 궁정음악가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시기에 작곡된 후기 작품으로 하이든의 성숙한 작곡기법을 엿볼 

수 있다.

2. 현악(챔버) l Chamber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제1바이올린 박지현 ㅣ 제2바이올린 김하은 ㅣ 비올라 서성광 ㅣ 첼로 성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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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Summer

해설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은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사계절을 음악으로 남긴 작곡가들이 있죠.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든의 오라트리오, 차이콥

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글라주노프의 발레음악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 중 작품의 인지도나 완성도 측면에서 ‘사

계’하면 생각나는 작곡가는 역시 비발디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이들 중 12곡으로 된 Op.8 ‘화성과 창의의 시도’ 가운데 앞의 네 곡입니다.  

파리에서 초연은 대성공이었고 그 명성은 전 유럽에 퍼졌죠. 18세기 말 한 역사사전에서는 비발디를 ‘사계의 작곡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확고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계’는 본격적인 표제음악이자 묘사음악이고, 근대적인 독주 협주곡의 효시죠. 곡 첫머리와 곡 중간에 각 계절을 표현

하는 소네트가 붙어있습니다. 소네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시죠. 소네토 외에도 새의 지저귐, 나뭇

잎의 속삭임, 짖는 개 등이 묘사된 부분을 표시해놔서 추상적 표제음악이 아닌 구체적 묘사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발디가 ‘사계’의 ‘여름‘에 붙인 소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악장 : 불타는 태양의 열기 아래 사람들과 동물들이 지쳐있고, 소나무들도 시들어버렸다. 뻐꾸기 울음소리, 비둘기

와 방울새의 달콤한 노래도 들린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지만 갑자기 북풍이 불어 닥친다. 목동은 난폭한 폭풍에 

떨며 무서워한다. 

2악장: 번개의 번쩍임과 천둥소리에 놀라 사지가 떨린다, 모기와 파리는 놀라 윙윙거리며 날아간다. 

3악장:아, 그토록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하늘의 뇌성은 엄청난 양의 곡식들을 쓰러뜨리고 말았다.

상큼한 느낌으로 곡 전체를 결론짓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비발디는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작곡가, 음악 교사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이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

으로 500여 곡의 협주곡을 작곡할 만큼 협주곡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바로크 말기 양식에서 고전 시대 

초기 양식으로의 전환에 기여했으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크 시대 협주곡은 작곡가들에게 음향과 악기의 연주 기교의 실험을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몇 개의 악기들

로 구성된 작은 그룹과 전체 관현악 그룹이 대조를 이루는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 하나의 독주 악기와 전

체 관현악 그룹이 대조를 이루는 독주 협주곡(solo concerto)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계>는 독주 협주곡으로 

본래 열두 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의 시도>의 일부분으로 출판되었으나, 사계절을 묘사한 첫 네 곡이 자주 연주되

면서 현재와 같이 따로 분리되어 <사계>로 불리게 되었다.

‘여름’의 1악장은 뜨거운 태양 아래 무더운 여름과 느닷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폭풍이 다소 거칠게 빠르게 표현되어 

있다. 2악장 역시 더위에 지친 여름이 느린 템포로 잘 나타나 있으며 번개와 격렬한 천둥소리, 광란하는 파리 떼가 연

상되는 음향이 인상적이다. 격정적인 빠른 템포의 3악장은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비치고 우박이 내리는 여름의 잔인

성이 묘사된 악장으로 <사계>를 통틀어 가장 격렬한 곡이다.

2. 현악(챔버) l Chamber

정진희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음대, 독일 로스톡음대, 독일 슈투트가르트음대 졸업 

네덜란드 Charles Hennen 국제콩쿠르 우승, 그리스 Thessaloniki 국제콩쿠르 

우승, 독일 Sophie Charlott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위 및 특별상, 스페인 바르셀

로나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오스트리아 Brahms국제콩쿠르 Semi Finalist 

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대우교수, 강릉원주대 겸임교수, 한양대, 국민대, 

경북대, 예원, 서울예고, 계원예중, 강남대 영재원,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출강. 크

로스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헤이리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하늠챔버앙상블 단원, 

Trio con spirito 바이올린주자로 활동중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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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Winter

해설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비발디 ‘사계’는 묘사가 자세한 표제음악입니다. 이러한 표제성과 묘사성은 비발디가 본질적으로 오페라 작곡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일맥 상통합니다. 

비발디 이전에는 선배인 코렐리 등이 쓴 여러 대의 독주악기가 등장하는 콘체르토 그로소, 즉 합주 협주곡이 대세였습니다. 

비발디는 합주협주곡에서 탈피해 한 대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양식을 확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부분에서 독주 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 또는 첼로가 합주를 벌이는 부분을 두고 콘체르토 그로

소의 흔적이 아직 말끔히 지워지지 않은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독주 바이올린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리

더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주목하면서 들어보세요.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의 소네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1악장 :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잡아 흔든다. 이빨이 딱딱 부딪칠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다.

2악장 : 그러나 집안의 난롯가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

3악장 : 꽁꽁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레 걸어간다.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간다. 바람이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겨울이다. 그럼에도 겨울은 기쁨을 실어다 준다.  

프로그램 노트

비발디는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작곡가, 음악 교사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이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

으로 500여 곡의 협주곡을 작곡할 만큼 협주곡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바로크 말기 양식에서 고전 시대 

초기 양식으로의 전환에 기여했으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크 시대 협주곡은 작곡가들에게 음향과 악기의 연주 기교의 실험을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몇 개의 악기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과 전체 관현악 그룹이 대조를 이루는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 하나의 독주 악기와 전체 관

현악 그룹이 대조를 이루는 독주 협주곡(solo concerto)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계>는 독주 협주곡으로 본래 열

두 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의 시도>의 일부분으로 출판되었으나, 사계절을 묘사한 첫 네 곡이 자주 연주되면서 현재

와 같이 따로 분리되어 <사계>로 불리게 되었다.

‘겨울’의 1악장은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붙고, 무섭게 부는 바람에 추위에 떠는 겨울의 모습이 격정적인 템포로 실감

나게 표현되어 있다. 2악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방안에서 불을 쬐며 느끼는 만족감이 여유로운 템포의 바이올린 선율

로 잘 드러나 있다. 3악장은 빙판길 위를 조심히 걷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진정한 겨울의 기

쁨을 느끼며 봄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곡이 끝난다.

2. 현악(챔버) l Chamber

백수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수석

예원학교,서울예고,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Colburn Conservatory 아티스트디플롬, Yale University 석사 졸업,

예일바로크앙상블단원 역임

현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 예술의전당 영재

아카데미 출강 중

백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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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Á. Piazzolla Libertango

해설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음악이죠. ‘리베르탱고’는 탱고 전체를 대표하는 명곡 중의 명곡인데요.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이자 반도네온 주자입니다. 

누에보 탱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렬한 우수와 리듬, 파격적인 화성 진행의 방법을 써서 창조해 낸 

독창적인 탱고입니다. 

자유를 뜻하는 스페인어 리베르와 탱고가 결합한 명칭은 기존의 컨티넨탈 탱고에서 누에보 탱고로 건너

가는 피아졸라를 상징합니다. 

1990년대 이후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탱고 붐이 일었습니다. 기돈 크레머나 요요 마 등이 앞다퉈 연주하

면서 탱고는 월드뮤직을 넘어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리베르탱고는 몸은 흥겨운 리듬을 타지만 마

음은 우수에 젖는 곡입니다.  

프로그램 노트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반도네온 연주자로 춤곡이었던 탱고 음

악에 재즈, 클래식, 팝 등 다른 장르 음악을 반영하여 누에보 탱고(Nuevo Tango)라 불리는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다. 

이 곡은 스페인어 Libertad(자유)와 Tango(탱고)를 합친 것으로 서정적이고 애수 깊은 선율이 독특한 

음악 정취를 느끼게 한다. 원곡은 반도네온이 포함된 편성이었으나 작품의 대중성 덕분에 뮤지션들이 여

러 형태로 편곡했으며 이 연주는 현악합주로 구성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여 20

세기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탱고는 피아졸라에 의해 극적인 형식과 개성 있는 세련된 예술 

음악으로 변모해나갔다.

2. 현악(챔버) l Chamber

한경필하모닉은 2015년 9월 창단됐다. ‘경제와 문화의 가교’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 혁신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였다. 초대 음악감독은 지휘자 금난새가 맡았으며 2019년부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

크 티롤 주립극장 수석지휘자인 홍석원이 2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임헌정, 김덕기, 여자경, 김대진, 김광

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들도 한경필의 지휘봉을 잡았다. 매년 신춘음악회, 호국보훈음악회, 가을음악회, 송

년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 연간 30여회의 공연을 개최한다.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실내악단인 ‘이무지치’와 

합동공연을 하였고 그 해 12월 송년음악회에서는 180인조 시민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공연하

며 시민참여형 공연의 성공사례를 남겼다. 2019년 6월 ‘호국보훈음악회’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해 가을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콘체르탄테로 연주하여 ‘오페

라’장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한경필하모닉은 4월 코로나19 극복 기원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 공

연과 6월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며 공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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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비발디 플루트 소나타 작품13 ‘충직한 양치기’ 6번
A. Vivaldi Sonata for Flute Op.13(Rv.58) ‘Il Pastor Fido’ No.6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71 중 ‘꽃의 왈츠’
P. I. Tchaikovsky The Nutracker Op.71 ‘Waltz of Flowers’

보리스 이바노비치 아니시모프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시’
B. I. Anisimov ‘Poem’ for Horn and Piano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트럼펫 협주곡 라장조 바흐작품번호972
[비발디] [비발디작품230]
J. S. Bach [A. Vivaldi] Concerto in D Major BWV972 [RV230]

흑인영가 성자들의 행진
Gospel Music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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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비발디 플루트 소나타 작품13 ‘충직한 양치기’ 6번  
A. Vivaldi Sonata for Flute Op.13(Rv.58) ‘Il Pastor Fido’ No.6

해설

첫 번째 곡은 <비발디의 플루트 소나타 Op.13 No.6>입니다. 

플루트는 60~70센티미터인 곧은 관으로 된 가로 피리입니다, 재료는 나무부터 순은, 양은, 금, 백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플루트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또는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고대 그리스에서 유

럽으로 퍼졌고, 13세기에는 음유시인인 트루바두르 등과 함께 유행했습니다. 

플루트는 모든 음역에서 고른 특성을 갖죠. 기본 음색은 특유의 진동 때문에 연기가 움직이듯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불어넣는 호흡의 양과 진동의 강도를 연주자가 입술로 직접 조절하기 때문에 연주자에 따라 소리의 활동이나 특성이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주입되는 바람의 양을 따져보면 플루트가 튜바보다도 몇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외유내강의 악기죠.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가냘프지만 속으로는 강한 힘이 흐릅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수시로 음정이 오르내려 플루트 연주자에겐 정확한 귀가 요구됩니다.

비발디 플루트 소나타 Op.13은 충직한 양치기라는 제목으로 1737년 출판됐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발디를 동경한 18세기의 프랑스 작곡가 니콜라 세드빌(1705~1782)이 비발디의 이름을 

사칭해 발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음반에는 비발디와 세드빌의 이름을 모두 적어서 발매하는 음반들이 

있다고 하죠.  

목가적인 선율과 한가로운 전원 풍의 분위기가 기분 좋은 곡입니다.

프로그램 노트

비발디는 이탈리아의 성직자 겸 작곡가, 음악 교사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이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

으로 500여 곡의 협주곡을 작곡할 만큼 협주곡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바로크 말기 양식에서 고전 시

대 초기 양식으로의 전환에 기여했으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비발디는 “충직한 양치기”라는 이름이 붙은 플루트 소나타집을 작곡했는데 모두 6개의 소나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여섯 번째 속하는 것으로 흥겹고도 한가로운 전원생활의 일상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바로

크 시대의 기악곡 양식 중 하나인 소나타(sonata)는 빠르기의 대조를 갖는 여러 개의 악장이 하나의 조성으로 묶여 

있는데, 이 곡 역시 대조적인 빠르기를 가진 4개의 악장이 하나의 모음곡 형태를 이루고 있다.

목관 악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플루트는 타원형의 구멍으로 입김을 불어 넣어 관속에 있는 공기 기둥을 진동

시켜 소리 내는 악기이다. 목관 악기 중 유일하게 리드(reed)가 없는 악기로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 특징적이

며 B3-D7의 음역대를 가진다. 

플루티스트 l 유채연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재학 (영재입학)

“Vienna New Year’s Concert”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관악 부문 1위

71st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2019 플루트 부문 1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관악부문 은상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라이징스타 어워드 수상

제21회 서울대 전국관악실기 경연대회 고등부 1등상  한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콩쿠

르 중등부 1등상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 중등부 1등상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중등부 2등상

음악저널콩쿠르 중등부 1등상  금호 영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독주회

KBS 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협연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2019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예술의 전당)

제36회 한예종 Knua Wind orchestra 정기연주회 협연

금호 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  KT & G 메세나 장학생 선정

사사 이예린  

플루티스트 유채연

3. 목관.금관 l Woodwind.B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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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71 중 ‘꽃의 왈츠’ 
P. I. Tchaikovsky The Nutracker Op.71 ‘Waltz of Flowers’

해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 중 ‘꽃의 왈츠’>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백조의 호수’, ‘잠 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입니다. E.T.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을 각색했죠.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사악한 쥐

들과 호두까기 인형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호두까기인형은 은인인 클라라를 눈꽃이 흩날리는 숲을 지

나 과자의 왕국으로 데려갑니다. 이 부분부터 ‘중국의 춤’이나 ‘갈잎피리의 춤’처럼 유명한 곡들이 즐비한 막간 여흥

이 시작됩니다.

이 중 ‘꽃의 왈츠’는 사탕 요정의 시녀 스물네 명이 추는 군무 장면에 나오죠. 화사한 가운데도 차이콥스키 특유의 우

수를 드리우는 부분이 아름다움을 더해줬는데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으로 구성된 목관 5중주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는 보통 리드(reed, 떨림판)로 구분합니다. 목관악기는 바람을 불어넣는 취주부에 리드가 있고, 

금관악기는 리드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언뜻 금관악기처럼 보이는 색소폰은 리드 악기이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

됩니다. 

리드는 홑리드와 겹리드가 있습니다. 홑리드 악기로는 클라리넷, 색소폰이 있고요. 

겹리드 악기로는 오보에와 바순이 있습니다.

리드가 없는 목관악기도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리드 역할을 하게 함으로 ‘공기 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루트와 리코더, 오카리나 등이 그것입니다. 

그럼 ‘꽃의 왈츠’ 목관5중주로 들어볼까요? 

프로그램 노트

차이콥스키는 낭만주의 시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겸 지휘자로 베토벤, 슈베르트 등 독일 오스트리아의 고전파

와 낭만파 전통을 러시아로 확산시켰다. 차이콥스키는 다양한 분야에서 명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특히 그가 작곡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발레 음악 중 최고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최후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의 2막에 나오는 작품으로 ‘꽃의 왈츠’라고 불린다. 

사탕요정의 시녀들이 군무(꼬르 드 발레)를 출 때 나오는 곡으로 화려한 선율과 왈츠 리듬을 배경으로 무대를 장식하

는 음악이다. 

목관 5중주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이 합주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호른은 금관 악기이지만 금관과 목

관의 음색을 중화시켜주거나 화성과 음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위하여 사용된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목관 오중주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목관 5중주

플루트 안영지 ㅣ 오보에 안중연 ㅣ 호른 임은진 ㅣ 바순 이은호  ㅣ 클라리넷 박진오

3. 목관.금관 l Woodwind.B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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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이바노비치 아니시모프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시’  
B. I. Anisimov ‘Poem’ for Horn and Piano

해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아니시모프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Poem(시곡)>입니다. 

먼저 호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 옛날 호른은 동물의 뿔로 만든 뿔피리였습니다.

그 뿔피리는 ‘사냥 호른(corno da caccia)’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 오늘날의 호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달해 프렌치호른이라도 합니다.

호른이 관현악 합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19세기 밸브호른의 발명은 작곡자들에게도 큰 변혁이었습니다. 

호른이 다른 금관악기와 다른 점은 관의 길이와 구조, 특히 마우스피스입니다. 마우스피스의 구조가 긴 원추형이기 

때문에 트럼펫이나 트롬본보다 덜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부드럽고 어두운 음색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음색 때문에 

호른은 목관악기와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의 금관군과 목관군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왼손은 밸브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종 모양 안에 넣고 연주합니다. 

작곡가 보리스 이바노비치 아니시모프는 1907년 그리고로보에서 태어나 19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을 마쳤

는데요. 트롬보니스트이자 지휘자였습니다. 1925년부터 트롬보니스트로 활약하고 1938년부터 1989년까지 키로프 

발레극장의 지휘자로 일했습니다.

아니시모프의 이 작품은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 느린 악구에서 빠른 악구까지 호른의 다양한 표현을 이끌어

냅니다. 호른과 피아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아니시모프는 지휘자 및 음악 교사, 트롬보니스트였다. 특히 키로프 발레극장의 지휘자로 

활동하며 명성을 떨쳤으며 트롬보니스트의 경험을 살려 트럼펫을 위한 연습곡이나 금관 6중주 등의 작품을 작곡했다. 

이 작품은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서정적인 선율 속에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힘찬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시작 부분에서 호른 특유의 부드럽고 중후한 소리가 돋보이는 주제가 제시되고, 이 주제는 다채로운 리듬과 음형으로 

발전한다. 카덴차 풍의 호른 솔로가 나온 뒤 시작 부분의 주제가 다시 한번 재현되며 곡이 마무리된다. 

호른은 입술의 진동을 이용하여 관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 내는 금관 악기의 일종으로 나팔꽃 모양의 관이 특징이다.

관 끝의 열린 부분을 벨(bell)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은 벨 속에 넣고 왼손으로 밸브를 조작하여 음정을 조절한다. 호른

은 훌륭한 독주 악기임과 동시에 다른 어떤 악기와도 조화를 이루는 음색과 표현력을 가진 악기이다.

호르니스트 l 손 석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예원학교 졸업 및 공로상,실기우수상 수상

International Japan Horn Society Competition 1위

해외파견콩쿠르 2위, KCO전국음악콩쿠르(구,서울바로크합주단 전국음악콩쿠르) 1

위없는 2위 외 다수 콩쿠르 입상

금호 영재시리즈 독주회, 주한독일문화원 초청 연주 외 다수의 공연 출연

사사 이동곤 김지환 주홍진 

호르니스트 손 석

3. 목관.금관 l Woodwind.B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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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트럼펫 협주곡 라장조 바흐작품번호972

[비발디] [비발디작품230] 
J. S. Bach [A. Vivaldi] Concerto in D Major BWV972 [RV230]

해설

다음으로 <바흐(비발디)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BWV972>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펫은 4천 년 전 이집트 회화에도 그 흔적이 나오는 유구한 역사의 금관악기입니다. 

고대 트럼펫의 대부분은 전쟁이나 의식에서 사용된 짧은 직관 악기로 청동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죠. 중세에 트럼펫은 

전쟁이나 궁정 의전 행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오케스트라 속에 포함돼 오페라와 교회음악에

서 기쁨과 승리의 감정을 표현했죠.

1813년 밸브 시스템이 발명돼 그 뒤 50년이 지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밸브 시스템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죠. 세 개

의 밸브로 음을 조절하는데요. 위에서 누르는 버튼 형식의 피스톤식 트럼펫과 옆에 밸브가 달린 로터리식 트럼펫으로 

나뉩니다. 

자 그럼 바흐의 트럼펫 곡을 들어볼까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비발디, 마르첼로, 텔레만, 요한 에른스트 공 등 당

대 작곡가들의 협주곡 작품을 건반을 위한 협주곡 작품으로 편곡해 구성했습니다. BWV(바흐작품번호) 972번부터 

987번까지의 작품들인데요. 그 첫 작품인 BWV972는 비발디 조화의 영감 Op.3에 수록된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RV(리욤번호)230을 건반 독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바흐가 의도한 당대의 건반악기 하프시코드나 오르간, 트럼펫과 오르간, 트럼펫과 금관앙상블 등의 편성으로 다양하

게 연주됩니다.

프로그램 노트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교회 음악가로 알려진 바흐는 바로크 시대 모든 음악 양식의 종합이며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바흐의 작품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대위법 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새로운 양식

도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융합시켜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바흐는 토렐리, 비발디, 마르첼로 등 이전 시대 거장들의 협주곡 16곡을 선정하여 편곡한 뒤 하나의 작품집으로 출판

했는데 이 곡은 수록곡의 첫 번째 작품으로 원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빠르고 활력있는 1악장, 서정적인 

2악장, 빠르고 활발한 분위기의 3악장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첫 악장과 마지막 악장은 오케스트라와 트럼펫이 선율을 

주고받는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럼펫은 입술의 진동을 이용하여 관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 내는 금관 악기의 일종으로 힘찬 소리와 빛나는 음색

을 가졌다. 금관 악기 중에서도 소프라노 악기로 아주 높은 음의 패시지들을 크게 혹은 작게 연주하도록 요구된다. 바

로크 시대에 독주 악기로 각광 받으며 폭발적으로 유행했으며 환희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악기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페티스트 l 백향민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트럼펫 최초 조기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수석입학)

일본 ‘하마마쓰 야마하 페스티벌’ 프리미엄 콘서트 오디션 우승 및 유수 국제

콩쿠르 입상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다수의 교향악단과  협연 및 수석 단원으로 활동 중

트럼페티스트 백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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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영가 성자들의 행진 
Gospel Music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해설

목관.금관 장르에서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라고도 하죠. 흑인 영가 중 하나로 딕시랜드 재즈 곡이기도 한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입니다. 귀에 익은 유명한 곡이죠. 

원래는 미국 뉴욜리언스에서 흑인의 장례식 때 연주된 곡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장지에 갈 때는 조

용한 분위기, 매장 때는 슬픈 선율을 연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신나는 곡들로 퍼레이드를 하는 전통이 있

었는데요. 고인의 영혼이 해방돼 천국으로 가는 걸 축하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1938년 루이 암스트롱이 녹음해 발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가스펠로 기독교적이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힘을 북돋는 응원가로도 많이 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 핫스퍼의 응원가도 ‘Oh when the spurs go 

marching in’이죠.  그럼 ‘성자들의 행진’ 금관 5중주로 들어보시죠. 

프로그램 노트

가스펠 음악(Gospel Music)은 넓은 의미에서 미국 흑인 음악을 지칭하는데 미국에 노예제가 있을 당시 흑

인들이 기독교를 강하게 믿으며 부르던 노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스펠로 ‘성자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진 곡이다. 구

두로 전해져 오던 것이라서 작곡가나 작사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루이 암스트롱이 1938년 녹음하여 발표하

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본래 찬송가이며 가사 내용 또한 기독교적이지만 종교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즈 밴드와 다양한 구성으로 많이 불리며, 현대까지도 그 멜로디와 후렴구는 매우 유명하다.

금관 오중주는 트럼펫 2대, 호른, 트롬본, 튜바의 금관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로 리드(reed) 없이 입술의 진

동을 이용하여 관내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 낸다. 힘차고 밝은 소리를 가진 트럼펫과 금관 악기의 힘찬 연

주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호른, 트럼펫의 강렬함과 호른의 중후함을 합한 소리의 트롬본, 금관 악기 중 덩

치가 가장 크고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는 튜바가 어우러져 매력적인 음향을 만든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금관 앙상블

3. 목관.금관 l Woodwind.Brass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금관 앙상블

트럼펫 백향민 ㅣ 호른 임은진 ㅣ 튜바 정보민 ㅣ 트롬본 이우석 ㅣ 트럼펫 임윤경 ㅣ 드럼 안평강



프란츠 슈베르트  독일 가곡 ‘마왕’
F. Schubert  Erlkönig 
  바리톤 정록기 피아노 김민주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 이태리 칸쵸네 ‘오 나의 태양’
E. di Capua  O Sole Mio

마이클 디건  프랑스 샹송 ‘샹젤리제’
M. Deighan  Les Champs-Elysée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존 폰드 오드웨이 미국 민요 ‘여수’
J. P. Ordway Dreaming of Home and Mother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김규환 한국 가곡 ‘남촌’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가곡(성악)
V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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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슈베르트 독일 가곡 ‘마왕’  
F. Schubert Erlkönig 

해설

네 번 째 장르인 가곡 첫곡은 <슈베르트 마왕>입니다.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슈베르트는 리트 즉 독일 가곡만 600여 곡을 작곡해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슈베르트가 열여덟 살때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걸작 가곡이죠. 10대 

슈베르트가 단숨에 써내려간 필치에 재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태우고 폭풍우 속에 말을 달립니다. 아이는 마왕이 자기를 데려가려 한다고 하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 걱정 말라 합

니다. 목적지를 도착해보니 아이는 죽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셋잇단음표로 말발굽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산한 셋잇단음 

전주로 시작하는데요. 이 곡을 노래할 때 성악가는 이야기하는 화자, 공포에 떠는 아이, 아이를 안고 말 달리는 아버지,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

는 마왕, 이렇게 네 명의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은 소리로, 아들은 높은 소리로, 마왕은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노래하죠.

슈베르트는 이 곡에 불협화음을 사용하여 묘사에 효과를 냈습니다. 시와 노래와 피아노 반주가 긴밀하게 연관된 예술 가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곡

이죠. 피아노 반주가 성악의 부수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당시의 통념을 깼고, 가곡을 성악과 피아노의 2중주 차원으로 승화시킨 곡이라는 점

에서 의의가 큽니다.

가사

바리톤 l 정록기   피아니스트 l 김민주

한양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뮌헨 ARD 국제콩쿠르 수상, 슈투트가르트 볼프국제콩쿠르, 쯔비카우 슈만국제콩쿠르 우승

일본문화청 주관 예술상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베를린 아들러 메니지먼트 소속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뮌헨 가슈타익,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런던 위그모어홀, 에딘버러 페스티발, 파리 루브르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쮜리히 톤할

레, 밀라노 아우디토리움, 토론토 마세이홀, 도쿄 아사히홀 등 유명 연주홀에서 릴링, 쿠프만, 

프뤼베크, 체카토, 슈라이어, 스즈키 등의 거장 지휘자와 게이지, 그래이엄 존슨, 횔, 드레이크 

등 저명  피아니스트 파트너와 함께 콘서트 및 독창회 가수로 활동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

립 및 주요 시립합창단과의 협연 및 독창회로 국내 활동 중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임강사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바리톤 정록기

Wer reite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어두운 밤에 말 타고 가는 이 누구인가?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그들은 아비와 아들이었다네.

Er hat den Knaben wohl in dem Arm,
아비는 아들을 감싸안고 간다네

Er faßt ihn sicher, er hält ihn warm.
안전하고 따뜻하게 안고 말을 달린다네

[아버지]

“Mein Sohn, was birgst du so bang dein Gesicht?”
“아들아,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아들]

“Siehst, Vater, du den Erlkönig nicht?”
“아버지, 저기에 마왕이 보이지 않으세요?”

“Den Erlenkönig mit Kron und Schweif?”
“망토를 두르고, 금관을 쓰고 있는 마왕이?”

[아버지]

“Mein Sohn, es ist ein Nebelstreif.”
“아들아, 저건 그냥 자욱한 안개란다.”

[마왕]

“Du liebes Kind, komm, geh mit mir!
“귀여운 아가야, 내게 오려무나.

Gar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함께 재밌게 놀자꾸나.

Manch bunte Blumen sind an dem Strand
바닷가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있고

Meine Mutter hat manch gülden Gewand.”
내 어머니도 황금빛 옷을 입고 널 반기고 있단다.”

[아들]

“Mein Vater, mein Vater, und hörest du nicht,
“아버지! 마왕이 저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Was Erlenkönig mir leise verspricht?”
마왕이 내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아버지]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진정해라, 아들아. 걱정 말거라,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저건 마른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란다.”

[마왕]

“Willst, feiner Knabe, du mit mir gehn?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가야,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련?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내 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eihn
내 딸들이 밤마다 축제를 열자고 하는구나.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너를 위해서 밤마다 춤추고 노래를 부를 거란다.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너를 위해서 밤마다 춤추고 노래를 부를 거란다.”

[아들]

“Mein Vater,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rt
“아버지, 아버지, 보이지 않으세요?

Erlkönigs Töchter am düstern Ort?”
저 음침한 곳에 서 있는 마왕의 딸들이?”

[아버지]

“Mein Sohn, mein Sohn, ich seh es genau
“아들아, 아들아 진정하거라.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저건 단지 낡은 버드나무 가지일 뿐이란다.”

[마왕]

“ch liebe dich, mich reizt deine schöne Gestalt,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단다.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만약, 네가 나한테 오기 싫다면 나는 너를 억지로라도 데려가겠다!”

[아들]

“Mein Vater, mein Vater, jetzt faßt er mich an!
“아버지, 아버지 절 꼭 안아 주세요!

Erlkönig hat mir ein Leids getan!”
마왕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끌고 가요!”

[해설자]

Dem Vater grauset's, er reitet geschwind,
아비는 공포에 질려 급하게 말을 달렸네,

Er hält in Armen das ächzende Kind,
신음하는 아이를 팔에 안고서

Erreicht den Hof mit Müh' und Not,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아들은 품 속에서 죽어있었다네.

4. 가곡(성악) l V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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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도 디 카푸아 이태리 칸쵸네 ‘오 나의 태양’  
E. di Capua O Sole Mio

해설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의 ‘나의 태양’>은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칸초네로 원제는 ‘오 솔레 미오’입니다. 나폴리 민요로 밝은 분위기이죠. 학교에서 원어 가사로 가창 시험 보는 

단골 노래고요. 선율이 친숙합니다.

그런데 디 카푸아가 이 곡을 지중해의 햇빛 강렬한 나폴리에서 작곡한 게 아니고요.

흑해 연안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디 카푸아는 조반니 카푸로의 짤막한 시를 받았습니다.

‘폭풍우 지난 후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나의 태양이 사랑하는 너의 이마에 빛나다’

란 내용이었죠.

바이올린 악사인 아버지와 흑해 연안으로 연주여행을 떠난 디 카푸아는  

호텔방에 어스름히 비쳐 들어오는 봄 햇살을 보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음반 취입을 하며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더 파급력이 커진 건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의 스리테너 콘서트 때였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오 솔레 미오’를 돌아가며 부르고 미성을 뽐내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햇빛이 비치듯 건강한 표현이 우리 감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사

테너 l 김승직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2016 Concours de Genev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rd Prize.

20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inalist

KBS한전 음악콩쿠르 1위,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1위 등 

국내 다수의 콩쿠르 입상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릉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서울시립오페라단 30주년 기념오페라 <파우스트>의 파우스트 역, 국립오페라단 <봄

봄> 길보 역,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레드슈즈> 어린 목사 역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으로 활동

테너 김승직

[1절]

Che bella cosa e na iurnata e sole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릅답다

Laria serena doppo na tempesta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Pe’llaria fresca pare gia ’na festa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Che bella cosa ‘na iurnata’e sole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치인다

Ma n’a tu sole chiu bello, ohi ne
나의 몸에는 사랑스런

O sole mio stanfronte a te
나의 햇님뿐 비치인다

O sole, O sole mio stanfronte a te
오 나의, 나의 태양

Stanfronte a te
찬란하게 비치인다

[2절]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치인다

Ma n’a tu sole chiu bello, ohi ne
나의 몸에는 사랑스런

O sole mio stanfronte a te
나의 햇님뿐 비치인다

O sole, O sole mio stanfronte a te
오 나의, 나의 태양

Stanfronte a te
찬란하게 비치인다

4. 가곡(성악) l V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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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디건 프랑스 샹송 ‘샹젤리제’  
M. Deighan Les Champs-Elysée

해설

<샹송 ‘샹젤리제’>는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파리 하면 떠오르는 샹송이죠. 1969년 조 다생이 불러서 히트했습니다.

제목은 파리의 가장 화려한 거리인 샹젤리제 거리를 의미합니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내용이죠.  

원래는 런던의 거리에 대한  영어 노래였습니다.

마이클 앤소니 디건이 가사를 쓰고 마이클 윌쇼가 작곡한 ‘워털루 로드’란 곡이었는데요. 

1968년 영국 록 그룹인 제이슨 크레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프랑스 작사가 피에르 들라노에 가 프랑스어 가사를 썼고 조 다생의 노래는 유럽 전역에서 히트를 하며 대표적인 샹

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가사

바리톤 임재석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Deutchland Lied Forum 연주 독일 Hagen symphony 협연 독일 Düsseldorf, Dortmund, Detmold국립극장 공연

테너 김승직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쿨입상

20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inalist 2016 Concours de Genev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rd Prize.

다수의 음악회와 가곡 음반에도 참여하면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중.

테너 장주훈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뉴욕 매네스음대 석사과정 재학중

제25회 한국성악콩쿨, 제62회 이화경향콩쿨, 제20회 수리콩쿨, 2019 Metropolitan International Competition 에서 입상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과정 재학중

미국 Career Bridges Competition 2위, Florham Violetta Competition 3위 2019 Schyler Foundation Opera Gala 연주 (뉴욕, 

미국) 2018 예술의 전당 오페라 ‘돈죠반니’ 마제또역 출연[1절]

Je m'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난 거리를 거닐며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어요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누구에게든지 인사하고 싶어요

N'importe qui et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그리고 당신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아무 얘기나 던졌어요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당신과 친해지는 것은 대화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어요

Aux Champs-Elysées, aux Champs-Elysées
샹젤리제 거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햇살 아래, 빗속에서, 정오에나, 자정에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é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건 샹젤리제 거리에 있어요

[2절]

Tu m'as dit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avec des fous
당신이 제게 말했죠 "전 지하에서 밤부터 낮까지

Qui viv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기타를 치며 사는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요"

Alors je t'ai accompagnée, on a chanté, on a dansé
그래서 저는 당신을 따라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어요

Et l'on n'a même pas pensé à s'embrasser
서로 키스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Aux Champs-Elysées, aux Champs-Elysées
샹젤리제 거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햇살 아래, 빗속에서, 정오에나, 자정에나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é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건 샹젤리제 거리에 있어요

[3절]

Hier soir, deux inconnus et ce matin sur l'avenue
어젯밤까진 서로가 낯설던 두 사람이 오늘 아침 거리에선

Deux amoureux tout étourdis par la longue nuit
긴 밤 동안 서로에게 푹 빠진 연인이 되었어요

Et de l'Étoile à la Concorde, un orchestre à mille cordes
예뜨왈 광장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와

Tous les oiseaux du point du jour chantent l'amour
이른 아침의 모든 새들이 사랑을 노래해요

Aux Champs-Elysées, aux Champs-Elysées
샹젤리제 거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햇살 아래, 빗속에서, 정오에나, 자정에나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é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건 샹젤리제 거리에 있어요

Aux Champs-Elysées, aux Champs-Elysées
샹젤리제 거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햇살 아래, 빗속에서, 정오에나, 자정에나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é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건 샹젤리제 거리에 있어요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Elysé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건 샹젤리제 거리에 있어요

남성중창

4. 가곡(성악) l Vocal

피아니스트 정서완

바리톤 임재석 ㅣ 테너 김승직 ㅣ 테너 장주훈 ㅣ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ㅣ 피아니스트 정서완

바리톤 l 임재석   테너 l 김승직   테너 l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l 한종원   피아니스트 l 정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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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폰드 오드웨이 미국 민요 ‘여수’  
J. P. Ordway Dreaming of Home and Mother

해설

<미국 민요 ‘여수’>는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수’는 존 폰드 오드웨이가 작곡한 ‘Dreaming of Home and Mother’란 곡을 번안한 제목

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존 오드웨이는 의사 겸 작곡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1851년 오드웨이가 쓴 원곡은 전쟁 중 한 병사가 죽어가며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눈을 감

는다는 애틋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잊혔지만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는 아직도 애창되는 곡이죠.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수’로, 중국에서는 ‘송별’이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갑수가 작사한 ‘고향집’이란 가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바리톤 임재석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Deutchland Lied Forum 연주 독일 Hagen symphony 협연 독일 Düsseldorf, Dortmund, Detmold국립극장 공연

테너 김승직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쿨입상

20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inalist 2016 Concours de Genev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rd Prize.

다수의 음악회와 가곡 음반에도 참여하면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중.

테너 장주훈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뉴욕 매네스음대 석사과정 재학중

제25회 한국성악콩쿨, 제62회 이화경향콩쿨, 제20회 수리콩쿨, 2019 Metropolitan International Competition 에서 입상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과정 재학중

미국 Career Bridges Competition 2위, Florham Violetta Competition 3위 2019 Schyler Foundation Opera Gala 연주 (뉴욕, 

미국) 2018 예술의 전당 오페라 ‘돈죠반니’ 마제또역 출연

남성중창

[1절]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이 나 홀로 서러워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2절]

명경같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등불가에 젖는 달빛 고즈넉히 내릴 제

(우물가에 닿는 달빛)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4. 가곡(성악) l Vocal

피아니스트 정서완

바리톤 임재석 ㅣ 테너 김승직 ㅣ 테너 장주훈 ㅣ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ㅣ 피아니스트 정서완

바리톤 l 임재석   테너 l 김승직   테너 l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l 한종원   피아니스트 l 정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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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한국 가곡 ‘남촌’

해설

<김규환의 ‘남촌’>은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김동환의 시 ‘산너머 남촌에는’에 1975년 김규환이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일찍이 조두남과 박찬석이 김동환의 시에 붙였었지만 김규환의 곡이 가장 사랑받습니다.

곡 흐름을 점점 느리게, 본래 빠르기로, 여리게, 점점 세게를 섞으면서 4월의 꽃향기, 5월의 보리냄새 등 자연의 

변화와 사물을 관찰하는 시적표현이 음악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김규환은 ‘기다림’ ‘님이 오시는지’ 등의 곡으로 은근하고 고운 우리 정서를 잘 표현했습니다.

가사

바리톤 임재석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Deutchland Lied Forum 연주 독일 Hagen symphony 협연 독일 Düsseldorf, Dortmund, Detmold국립극장 공연

테너 김승직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쿨입상

20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inalist 2016 Concours de Genev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rd Prize.

다수의 음악회와 가곡 음반에도 참여하면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중.

테너 장주훈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뉴욕 매네스음대 석사과정 재학중

제25회 한국성악콩쿨, 제62회 이화경향콩쿨, 제20회 수리콩쿨, 2019 Metropolitan International Competition 에서 입상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과정 재학중

미국 Career Bridges Competition 2위, Florham Violetta Competition 3위 2019 Schyler Foundation Opera Gala 연주 (뉴욕, 

미국) 2018 예술의 전당 오페라 ‘돈죠반니’ 마제또역 출연

바리톤 l 임재석   테너 l 김승직   테너 l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l 한종원   피아니스트 l 정서완

피아니스트 정서완

남성중창

바리톤 임재석 ㅣ 테너 김승직 ㅣ 테너 장주훈 ㅣ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ㅣ 피아니스트 정서완

[1절]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이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불 때 나는 좋대나

[2절]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들엔 호랑나비 떼

버들가지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4. 가곡(성악) l Vocal



게오르그 프레데릭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G. F. Händel 'Lascia Ch'io Pianga' from Opera <Rinald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포근한 산들바람’
W. A. Mozart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
W. A. Mozart ‘Non più andrai’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쟈코모 푸치니 오페라 <쟌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G. Puccini 'O Mio Babbino Caro' from Opera <Gianni Schicchi>

죠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G. Bizet 'Habanera' from Opera <Carmen>

쥬세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G. Verdi ‘La donna è mobile’ from Opera <Rigoletto>

오페라(성악)
Opera

05



74 75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해설집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해설집

게오르그 프레데릭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G. F. Händel 'Lascia Ch'io Pianga' from Opera <Rinaldo>

해설

<헨델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는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리날도’는 1711년 헨델이 런던에서 선보인 3막 오페라죠.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가 이 작품의 2막에 나옵니다.

리날도는 십자군의 영웅입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여인 알미레나가 있습니다. 

둘의 사랑을 질투하는 아르미다는 알미레나를 마법의 정원에 가둡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라센의 왕 아르간테를 외면하며 알미레나가 부르는 노래가 ‘울게 하소서’입니다. 

헨델이 사라방드풍으로 쓴 이 슬프고 애절한 노래는, 카스트라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에 쓰이면서 

알려졌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퍼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의 잔인한 운명, 난 자유를 열망해요! 괴로움으로 이 속박을 끊게 해 주세요. 내가 받

는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내버려둬야 할 슬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알미네라 l 한경성(소프라노)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성악과,리트과 Diplom,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음악저널,음악춘추 콩클 1위, 독일 Rheinsberg Opera 콩클입상.독일 라인스베륵 오

페라 극장, 독일 쾰른 캄머오퍼 솔리스트.국립오페라단 <나부코>,<리골렛토>,<휘가로

의결혼>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창작오페라 <달이 물로 올라가듯>를 

비롯하여 오페라 <사랑의묘약>,<마술피리>,<박쥐>,<루살카>,<메리위도우><헨젤과그

레텔>,<시집가는 날>,<봄봄><라보엠>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이태리밀라노 엑스포 

초청공연, KBS생방송 가는는해오는해 KBS 충주방송, 경남MBC 창사50주년축하공

연,KCTV 제주방송, CTS방송 초청공연.독일 스위스,뉴욕,보스턴,토론토 초청연주회.

코리안심포니,서울심포니,강릉시립오케스트라,대전시립교향악단,수원시립,부산시립,

서울울모테트합창단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롯데콘서트홀에서 솔리스트로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동아대학교,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선화예고,서울시립대 외래교수

소프라노 한경성

5. 오페라(성악) l Opera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II duolo infranga queste ritorte 
이 애통함이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De' miei martiri sol per pieta si
나의 고통들을 오로지 불쌍히 여겨주어

De' miei martiri sol per pieta
나의 고통들을 오로지 불쌍히 여겨주어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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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포근한 산들바람’ 
W. A. Mozart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수잔나 l 한경성(소프라노)   백작부인 l 백재은(메조소프라노)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성악과,리트과 Diplom,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음악저널,음악춘추 콩클 1위, 독일 Rheinsberg Opera 콩클입상.독일 라인스

베륵 오페라 극장, 독일 쾰른 캄머오퍼 솔리스트.국립오페라단 <나부코>,<리골

렛토>,<휘가로의결혼>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창작오페라 <달

이 물로 올라가듯>를 비롯하여 오페라 <사랑의묘약>,<마술피리>,<박쥐>,<루살

카>,<메리위도우><헨젤과그레텔>,<시집가는 날>,<봄봄><라보엠>등 오페라 주

역으로 활동.이태리밀라노 엑스포 초청공연, KBS생방송 가는는해오는해 KBS 

충주방송, 경남MBC 창사50주년축하공연,KCTV 제주방송, CTS방송 초청공

연.독일 스위스,뉴욕,보스턴,토론토 초청연주회.

코리안심포니,서울심포니,강릉시립오케스트라,대전시립교향악단,수원시립,부

산시립,서울울모테트합창단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롯데콘서트홀에서 솔리스

트로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동아대학교,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선화예고,서울시립대 외래교수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뉴욕 메네스 음대 석시 및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수

상,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등을 수상

오페라 <카르멘> <코지 판 투테> <리골레토> <나비 부인> <호프만의 이야기><

오텔로> <피가로의 결혼> <신데렐라><팔스타프>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활동

베토벤의 나인심포니,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 전쟁 미사, 모차르트 레퀴엠, 대관

식 미사, c 단조 미사,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바흐의 ’b단조 미사‘, 말러의 

’대지의 노래‘, 시마노프스키의 ’슬픔의 성모‘ 등 다수의 작품 국내외 오케스트

라 협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출강

소프라노 한경성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5. 오페라(성악) l Opera

[수잔나]

Sull'aria
불러요

[백작부인]

Che soave zeffiretto
포근한 산들바람아

[수잔나]

zeffiretto
산들바람

[백작부인]

Questa sera spirerà
오늘 밤 불어오리

[수잔나]

Questa sera spirerà
오늘 밤 불어오리

[백작부인]

Sotto i pini del boschetto
숲 속의 소나무 아래

[수잔나]

Sotto i pini
나무 아래?

[백작부인]

Sotto i pini del boschetto
숲 속의 소나무 아래

[수잔나]

Sotto i pini... del boschetto...
나무 아래 숲속으로

[백작부인]

Ei già il resto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Certo, certo il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백작부인]

Certo, certo il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백작부인]

Canzonetta sull'aria...
소리 맞춰 노래해

[수잔나]

Che soave zeffiretto...
포근한 산들바람아

[백작부인]

Questa sera spirerà...
오늘 밤 불어오리

[수잔나]

Sotto i pini del boschetto.
숲 속의 소나무 아래

[백작부인]

Ei già il resto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Certo, certo il capirà.
나머지 그가 알리

[백작부인]

Il capirà...
그가 알리

[수잔나]

Il capirà...
그가알리

[백작부인]

Ei già il resto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Certo, certo il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백작부인]

Ei già il resto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Certo, certo il capirà.
나머진 그가 알리

[수잔나]

Il capirà...
그가 알리

[백작부인]

Il capirà... Il capirà...
나머지는 그가 알리

[수잔나]

Il capirà...
그가 알리

[수잔나, 백작부인]

Il capirà...Il capirà...
알게 되리 알게 되리

해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포근한 산들바람’>입니다. 

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스물 두 곡에 달하는 오페라 중에서도 으뜸가는 걸작인 ‘피가로의 결혼’은 보마르셰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 격인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는 알마비바 백작이 바르톨로의 딸 로지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고 싶어했는데, 

후견인인 의사 바르톨로가 재산에 눈독을 들여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죠. 

이 때 백작의 시종이자 이발사인 피가로의 재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백작이 로지나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2부격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세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알마비바 백작이 피가로와 곧 결혼할 시녀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의 행동을 눈치챈 사람들은 백작을 골탕먹이려고 이런저런 해프닝을 벌이지만 결국 유쾌한 결론으로 막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포근한 산들바람’은 3막에서 백작부인과 수잔나가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등장하고 백작에게 가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둘이 옷을 바꿔 입고 밀회 장소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백작부인이 한 소절을 부르면 수잔나가 반복하면서 받아쓰는 형식의 아름다운 곡이라 ‘편지의 이중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와 유명해졌죠. 그럼 백작부인과 수잔나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갑수가 작사한 ‘고향집’이란 가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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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 
W. A. Mozart ‘Non più andrai’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피가로 l 김광현(바리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베르디 국립음악원 만점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졸업

이화경향 콩쿠르 2등, Papam 콩쿠르 1등, 이탈리아 베르디아니 바리톤,베이스 콩쿨 

1등 및 청중상, Salice d’oro, citta di Pienza, Magda Olivero 콩쿠르에서 입상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에서 베르디 오페라인 <Rigoletto>의 Rigoletto 역, 2010 예

술의 전당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La Traviata>의 Germont 역으로 데뷔

라 스칼라 극장에서 헨델의 <메시아>,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La Cenerentola>와 

<Co2>로 데뷔, <Il Barbiere di Siviglia>, <Gianni Schicchi>에서 살아있는 바리톤 

대가들인 Leo Nucci(Figaro 역), Ambrogio Maestri(Gianni Schicchi역) 커버 및 

다수의 공연에 참여

<Rigoletto>, <Le Nozze di Figaro>, <La Traviata>, <Il Barbiere di Siviglia>,

<La Cenerentola>, <L’elisir d’amore>, <Falstaff>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

홍콩, 일본, 벨기에, 독일,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도시

에서 다수의 초청 콘서트에 출연

국내에서 앙상블태리太利 롯데콘서트홀 연주, <세종 예술제> “세종의 꿈을 노래하

다” 연주, 성남시 청소년 ON&OFF 미래학습포럼 토크콘서트 축하 공연, <사랑의 묘

약> 벨코레 역으로 참여

바리톤 김광현

5. 오페라(성악) l Opera

해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인데요.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인데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피가로의 결혼’ 속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죠.

등장인물 중 케루비노는 10대를 갓 넘긴 미소년인데요. 

케루비노가 집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미소를 흘리고 다니는 것을 알아챈 알마비바 백작은 분노해 케루비노에게 군대에 갈 것을 명합니다. 

‘이제는 못 날으리’는 낙심한 케루비노를 보며 피가로가 고소해하며 부르는 아리아죠. 

전쟁터의 진흙탕 속을 헤매게 될 터이니 예쁜 미소와 예쁜 얼굴은 망가질 거란 내용입니다. 피가로의 익살스런 노래 들어볼까요? 

가사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밤낮 없이 이리 저리 날지 못하리라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N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더 이상 달고 있지는 못하리 깃털 장식

Quel cappello leggero e galante,
이렇듯 가볍고 멋진 모자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이렇듯 긴 머리, 번쩍이는 옷맵시

Quel vermiglio donnesco color.
이렇듯 계집애 같은 진홍빛 얼굴

Quel vermiglio donnesco color.
이렇듯 계집애 같은 진홍빛 얼굴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더 이상 달고 있지는 못하리 깃털 장식

Quel cappello
모자도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긴 머리도, 번쩍이는 옷도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밤낮 없이 이리 저리 날지 못하리라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Tra guerrieri, poffar Bacco!
주신 박카스를 따라 용사들의 대열 속에

Gran mustacchi, stretto sacco.
커다란 콧수염, 딱딱한 배낭

Schioppo in spalla, sciabla al fianco,
어깨에 소총, 허리에는 칼

Collo dritto, muso franco,
빳빳이 세운 목에 근엄한 얼굴

Un gran casco, o un gran turbante,
커다란 철모나 큼직한 터번

Molto onor, poco contante!
명예는 잔뜩 있으나, 돈이 적어!

poco contante! poco contante!
돈이 적어! 돈이 적어!

 

Ed invece del fandango,
환당고 춤을 추는 대신에

Una marcia per il fango.
진흙 속을 헤치고 행군곡

Per montagne, per valloni,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Con le nevi e i sollioni.
눈이건 뜨거운 햇빛이건 아랑곳 않고

Al concerto di tromboni,
나팔 총에 구포에

Di bombarde, di cannoni,
대포까지 합해서 쿵쾅 협주곡

Che le palle in tutti i tuoni
포탄은 한꺼번에 귓가에

All'orecchio fan fischiar.
쿵쾅 와르르 요란한 소리를 내네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더 이상 달고 있지는 못하리 깃털 장식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이렇듯 가볍고 멋진 모자도

Non più acrai quella chioma
이렇듯 긴 머리도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긴 머리도, 번쩍이는 옷도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밤낮 없이 이리 저리 날지 못하리라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는 못하겠지

Narcisetto, Adoncino d'amor.
친애하는 나르시스씨, 아도니스 도련님

Cherubino alla vittoria:
케루비노는 대 승리

Alla gloria militar!
빛나는 무공일세

Cherubino alla vittoria:
케루비노는 대 승리

Alla gloria militar!
빛나는 무공일세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빛나는 무공일세! 빛나는 무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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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코모 푸치니 오페라<쟌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G. Puccini  'O Mio Babbino Caro' from Opera <Gianni Schicchi>

라우레타 l 조한나(소프라노)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과정 

재학중 

세일 가곡 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 콩쿨 금상, KBS 한전 음악 콩쿨 은상, 대구 성악 콩쿨 

우수상

글로리아 오페라단 콩쿨 3등, Beijing International Singing Opera Competition Art 

Song 1st Prize

A Classic 콩쿨 대상, 한음콩쿨 1위, 음악춘추, 슈베르트 콩쿨, 음악교육 신문사 콩쿨 2위 

Harbin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Finalist, 금호문화재단 영아티스트

서울대 정기 오페라 W.A. Mozart <Don Giovanni> Zerlina 역 출연

작곡가 김주원 창작 오페라 <너에게 간다> 나나코 역 출연, 국립오페라단 <레드슈즈> 어린

마담 역 출연,  Beijing Winners Gala Concert, 국립오페라단 갈라 콘서트, JTBC 고전적 

하루 갈라 콘서트, KBS 콩쿨 입상자 갈라 콘서트 출연

 KBS 교향악단, 대구 디오 오케스트라, 프라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Harbin City 

Orchestra 협연

소프라노 조한나

5. 오페라(성악) l Opera

해설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중 ‘일 트리티코’ 즉 3부작이란 연작이 있습니다.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잔니 스키키’ 이렇게 세 오페라로 이뤄져 있죠.

이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잔니 스키키’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나오는 짧은 대목, 

남의 유언장을 가로챈 벌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부자 부오소가 죽고 나서 그의 유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탐내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떠들썩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는데요. 

이들 중 빛나는 젊은 남녀가 부오소의 조카 리누치오와 잔니 스키키의 딸 라우레타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축이죠. 

리누치오가 라우레타가 결혼하려면 친척들의 희망대로 상속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전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하라고 돼 있네요. 

친척들은 스키키에게 유언장을 읽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스키키는 이런 집안에 딸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여기서 딸 라우레타가 나서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가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저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베키오 다리에 가서 아르노 강에 몸을 던질거예요.”  

제목에선 효심이 느껴지는데 내용은 정 반대입니다. 사랑에 방점이 찍힌 곡,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어보시죠.  

가사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Mi piace, è bello bello,
저는 그를 사랑해요, 아름다운 그를

Vo'andare in Porta Rossa
우리는 함께 포르타로사로 가서

A comperar l'anello!
반지를 사고 싶어요

Si, si, ci voglio andare!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E se l'amassi indarno,
제가 그를 헛되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Andrei sul Ponte Vecchio
베키오 다리로 달려가겠어요

Ma per buttarmi in Arno!
달려가서 아르노 강에 몸을 던지겠어요!

Mi struggo e mi tormento,
내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O Dio! Vorrei morir!
오 신이시여! 저는 죽고 싶어요!

Babbo, pietà, piet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Babbo, pietà, piet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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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G. Bizet 'Habanera' from Opera <Carmen>

카르멘 l 백재은(메조소프라노)

5. 오페라(성악) l Opera

해설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는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조르주 비제는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카르멘’은 등장인물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표현했고 탄탄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카르멘’에서 비제가 사용한 스페인 풍의 표현은 생생하고 정열적인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하죠.

멜로디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라사테, 왁스만, 후바이, 셰드린 등이 비제의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한 카르멘 환상곡이나 카르멘 모음곡이 사랑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카르멘’은 1820년경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삼아 전개됩니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 카르멘을 둘러싸고 하사 돈 호세와 투우사 에

스카미요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사랑의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바네라는 1막에서 카르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기병대 중위 수니가와 부사관 호세가 도착합니다. 담배 공장의 여직공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오는데요. 그중 매혹적인 집시 카르멘이 유혹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하바네라 (Habanera)”입니다. 쿠바 아바나에서 유행했던 춤곡이어서 붙은 이름이죠.

“사랑은 자유로운 새”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때 당신은 날 조심하세요”라고 끝을 맺는 노래입니다. 카르멘은 춤을 

추면서 돈 호세에게 접근합니다.

과감하고 도발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여인 카르멘의 매력이 느껴지는 ‘하바네라’ 들어보시죠. 

가사

Quand je vous aimerai?
언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까?

Ma foi, je ne sais pas,
맹세코 전 모르겠어요

Peut-tre jamais, peut-tre demain.
사랑하게 될 일이 없을지도,

내일 사랑하게 될 지도 모르죠

Mais pas aujourd'hui, c'est certain.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죠

L'amour est un oiseau rebelle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

Que nul ne peut apprivoiser,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

Et c'est bien en vain qu'on l'appelle,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것은 헛된 일

S'il lui convient de refuser.
그가 싫다면 그만이야

Rien n'y fait, menace ou prire,
위협과 기도, 아무 소용없어.

L'un parle bien, l'autre se tait;
한 사람은 말을 잘하고 다른 하나는 말이 없어

Et c'est l'autre que je prfre
그리고 나는 그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Il n'a rien dit; mais il me plaît.
그는 아무 말이 없지만, 나는 그가 좋아

L'amour! l'amour! l'amour! l'amour!
사랑, 사랑, 사랑, 사랑!

L'amour est enfant de boheme,
사랑은 보헤미안 아이

Il n'a jamais, jamais connu de loi,
절대, 결코 법이라곤 모르지

Si tu ne m'aime pas, je t'aime,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해

Si je t'aime, prend garde toi!
내가 널 사랑한다면 조심해야 해

Si tu ne m'aime pas,
날 사랑하지 않으면

Si tu ne m'aime pas, je t'aime!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해

Mais, si je t'aime,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면

Si je t'aime, prend garde toi!
내가 널 사랑한다면 조심해야 해!

L'oiseau que tu croyais surprendre
당신이 붙잡았다고 생각한 새는

Battit de l'aile et s'envola;
날개짓하며 날아가버렸네

L'amour est loin, tu peux l'attendre;
사랑이 멀리 있다면 기다려도 되지만

Tu ne l'attend plus, il est l!
더 이상 기다리지마, 여기 있는 걸!

Tout autour de toi vite, vite,
당신 주위로 빠르게, 빠르게

Il vient, s'en va, puis il revient!
왔다가,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네

Tu crois le tenir, il t'vite;
단단히 잡았다고 생각하면 달아나고

Tu crois l'viter, il te tient!
놓쳤다고 생각하면 붙잡혀!

L'amour! l'amour! l'amour! l'amour!
사랑, 사랑, 사랑, 사랑!

L'amour est enfant de boheme,
사랑은 보헤미안 아이

Il n'a jamais, jamais connu de loi,
절대, 결코 법이라곤 모르지

Si tu ne m'aime pas, je t'aime,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해

Si je t'aime, prend garde toi!
내가 널 사랑한다면 조심해야 해

Si tu ne m'aime pas,
날 사랑하지 않으면

Si tu ne m'aime pas, je t'aime!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사랑해

Mais, si je t'aime,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면

Si je t'aime, prend garde toi!
내가 널 사랑한다면 조심해야 해!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뉴욕 메네스 음대 석시 및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수

상,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등을 수상

오페라 <카르멘> <코지 판 투테> <리골레토> <나비 부인> <호프만의 이야기><

오텔로> <피가로의 결혼> <신데렐라><팔스타프>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활동

베토벤의 나인심포니,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 전쟁 미사, 모차르트 레퀴엠, 대관

식 미사, c 단조 미사,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바흐의 ’b단조 미사‘, 말러의 

’대지의 노래‘, 시마노프스키의 ’슬픔의 성모‘ 등 다수의 작품 국내외 오케스트

라 협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출강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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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세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G. Verdi ‘La donna è mobile’ from Opera <Rigoletto>

만토바 공작 l 김승직(테너)

5. 오페라(성악) l Opera

해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은 고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쥬세페 베르디는 스물 여섯 곡의 오페라를 남긴 거장입니다.  

베르디의 열 일곱 번째 작품 ‘리골레토’는 그 뒤에 발표된 ‘라 트라비아타’와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죠. 

베르디는 1849년 빅토르 위고가 쓴 '방탕한 왕'을 보고 감명 받아 오페라 ‘리골레토’로 만들었습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만토바 공작은 바람둥이입니다. 광대 리골레토가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자를 유괴해 오도록 명하죠. 그녀는 애인이 아

니라 딸 질다였습니다. 

리골레토는 복수를 맹세하여 자객 스파라푸칠레에게 공작의 암살을 부탁하죠. 

그러나 공작을 사랑하던 질다가 공작 대신 죽고 리골레토는 딸의 주검을 보고 오열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군인으로 변장하고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을 찾아 주막에 들어선 만토바 공작이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을 노래하는 익숙한 선율

입니다. 

베르디는 이 곡이 금방 온 세계에 퍼져나갈 히트곡이 될 걸 예견하고 무대 외에서는 연습 시간 외에는 절대 못 부르게 했다고 하죠. 초연 이튿날 아

침 온 거리에서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만토바 공작의 노래 들어볼까요?

가사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Muta d'accento, E di pensiero.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Sempre un a mabile, Leggiadro viso
항상 사랑스럽고 우아한 얼굴로

In pianto o in riso, è mensognero.
눈물도 웃음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Muta d'accento, E di pensier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E di pensier
(변합니다)

E di pensier!
(변합니다)

E'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여자를 믿거나 의지하는 남자는

Chi a le-confida, Mal cauto il core!
항상 후회하거나, 마음을 다친다네!

Pur 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지

Chi su quel seno non liba amore!
가슴으로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Muta d'accento, E di pensier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E di pensier
(변합니다)

E di pensier!
(변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2016 Concours de Geneve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3rd Prize.

2014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inalist

KBS한전 음악콩쿠르 1위,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1위 등 

국내 다수의 콩쿠르 입상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릉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서울시립오페라단 30주년 기념오페라 <파우스트>의 파우스트 역, 국립오페라단 <봄

봄> 길보 역,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레드슈즈> 어린 목사 역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으로 활동

테너 김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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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페라(성악) l Opera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경필하모닉은 2015년 9월 창단됐다. ‘경제와 문화의 가교’ 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 혁신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였다. 초대 음악감독은 지휘자 금난새가 맡았으며 2019년부터 오스트리아 인스부

르크 티롤 주립극장 수석지휘자인 홍석원이 2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임헌정, 김덕기, 여자경, 김대진, 김

광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들도 한경필의 지휘봉을 잡았다. 매년 신춘음악회, 호국보훈음악회, 가을음악회, 

송년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 연간 30여회의 공연을 개최한다.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실내악단인 ‘이무지치’

와 합동공연을 하였고 그 해 12월 송년음악회에서는 180인조 시민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공연

하며 시민참여형 공연의 성공사례를 남겼다. 2019년 6월 ‘호국보훈음악회’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

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해 가을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콘체르탄테로 연주하여 ‘오

페라’ 장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한경필하모닉은 4월 코로나19 극복 기원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과 6월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며 공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제 6회 블루 다뉴브/ 벨라 바르톡 국제 지휘 콩쿨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지휘자 조정현은 서울대학교 지휘과 및 신시내티 음대 지휘과 석사와 동 대학원 오페

라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28세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비야의 이발사’로 데뷔하였

고, 도미한 이후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

치고 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모교 신시내티 음대로부터 오페라과 교수직을 제안 받아 현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성악가들을 가르쳤다.

데뷔 이래 ‘Rigoletto’, ‘La Traviata’, ‘Tosca’, ‘Cavalleria Rusticana’, ‘I Pagliacci’, ‘Il 

Tabarro’, ‘Gianni Schicchi’, ‘Idomeneo’, ‘La Boheme’, ‘Don Giovanni’, ‘Le Nozze di 

Figaro’, ‘Die Zauberflöte’, ‘Turandot’, ‘Les Dialogues des Carmelites’, ‘Peter Grimes’’, 

‘Mikado’, ‘The Street Scene’, ‘The Rake’s Progress’, ‘L’etoile’, 등 수십편의 오페라를 공

연하였고, 광주시향, 부산시향, 부천시향,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

라,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TIMF 앙상블, 국립 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Cincinnati Opera, 

State Opera Russe, Rochester Philharmonic Orchestra 등 국내외 정상급 단체들과 함께 

연주해오고 있다. 2015년 이탈리아 살레르노 ‘Teatro Giuseppe Verdi’ 에서 유럽 무대에 데

뷔하며 오페라의 본 고장에서 현지 관객들에게 극찬을 이끌어낸 그는, 현대음악에도 깊은 관심

과 애정을 갖고 국내와 미국에서 여러 현대 작곡가들의 관현악곡, 협주곡, 오페라 등의 초연 및 

재연의 지휘를 맡아왔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최근 광주와 여수에서 열린 남도국제음악제에서 

세계 연합 오케스트라 지휘 및, TIMF 앙상블과 함께 George Crumb 의 ‘Lux Aeterna’ 의 한

국초연을 무대에 올렸으며,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롯데콘서트홀 강석우의 ‘온에어 콘서트’, 

‘픽사 인 콘서트’, 세종 카메라타 창작 오페라 ‘비행사’, 국립오페라단 초청공연 ‘리골렛토’, 마

포문화재단 상암월드컵경기장 야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등을 공연하였으며, 올 10월에도 남도

국제음악제와 광주국제음악제에서 지휘봉을 잡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

울대학교 외래교수 및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지휘 조정현



오케스트라(관현악)
Orchestra

06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쾨헬번호492
W. A. Mozart Opera <Le nozze di Figaro> Overture KV492

에드바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16 1악장
E. 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Mov.1st movement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5번 다단조 작품67 ‘운명’ 1악장
L.v. Beethoven Symphony No.5 in Cminor Op.67 ‘Fate’ 1st movement

벤저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B. Britten (헨리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Variations and Fugue on a Theme of Pur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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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쾨헬번호492  
W. A. Mozart Opera <Le nozze di Figaro> Overture KV492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

먼저 감상할 곡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부인의 하인 수잔나가 결혼하려 하는데 알마비바 백

작이 수잔나를 탐내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피가로의 결혼’ 서곡만 들어봐도 이 작품이 얼마나 걸작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중의 어느 주제나 동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대에 바로 몰입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 묘사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모든 서곡이 그

러하지만, 모차르트의 재치와 유머, 우아한 표현을 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현악기들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속삭이듯 질주하는 피아니시모로 제1주제가 나옵니다. 모차르트는 민첩한 이 부분

에 대해서 “아무리 빠르더라도 빠르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피가로를 연상시킵니다. 들뜬 듯한 극의 내용 역시 짐작할 수 있죠. 명랑하게 솟아

오르는 듯한 흐름 속에서 비실비실 웃는 오보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질투하는 듯한 더블베이스 소리도 들려옵니다. 

힘찬 악센트와 안정되지 못한 부산스러움을 나타내는 제1주제가 빠르게 질주하는 사이에 어느덧 서곡이 끝나죠. 그

러면 ‘피가로의 결혼’ 서곡 감상하시죠. 

프로그램 노트

오스트리아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가인 모차르트는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제1비엔나 악파’로 일컬어진다. 그는 음

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소

나타를 작곡했다. 오늘날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널리 존경받고 있다.

바로크 시대에 처음 탄생한 오페라는 고전과 낭만 시대를 거치며 대표적인 성악 장르로 성장했다. 오페라는 보통 다

섯 개 이내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막은 오케스트라만 나오는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 서

곡(Overture)은 막의 시작 부분에 노래 없이 오케스트라만 등장하는 부분으로 작품의 주요 선율이나 분위기를 암시

하는 역할을 한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이발사 피가로와 결혼을 약속한 수잔나가 주요 등장인물로 알마비바 

백작부부의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해 피가로와 수잔나는 계략을 꾸미게 되고 바람기를 들킨 백작이 백작부인에게 용

서를 구한다는 내용을 그린 희극 오페라이다. 이 서곡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는 소나타 형식의 명랑한 

곡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악기편성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팀파니, 제1

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고전시대 오케스트라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한경필하모닉은 2015년 9월 창단됐다. ‘경제와 문화의 가교’ 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 혁신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였다. 초대 음악감독은 지휘자 금난새가 맡았으며 2019년부터 오스트리아 인스부

르크 티롤 주립극장 수석지휘자인 홍석원이 2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임헌정, 김덕기, 여자경, 김대진, 김

광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들도 한경필의 지휘봉을 잡았다. 매년 신춘음악회, 호국보훈음악회, 가을음악회, 

송년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 연간 30여회의 공연을 개최한다.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실내악단인 ‘이무지치’

와 합동공연을 하였고 그 해 12월 송년음악회에서는 180인조 시민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공연

하며 시민참여형 공연의 성공사례를 남겼다. 2019년 6월 ‘호국보훈음악회’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

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해 가을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콘체르탄테로 연주하여 ‘오

페라’ 장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한경필하모닉은 4월 코로나19 극복 기원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과 6월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며 공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6. 오케스트라(관현악) l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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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바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16 1악장  
E. 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1st movement

협연자 l 김규연(피아니스트)

해설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제1악장>은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1868년 에드바르 그리그가 덴마크 쇨레뢰드 전원의 별장에서 작곡한 협주곡인데요.

이듬해 봄 코펜하겐에서 인기리에 초연됐습니다. ‘피아노의 제왕'이라 불린 프란츠 리스트에게 격찬을 받았는데요. 리스트

는 그리그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작품에 큰 감동을 받은 듯 마지막 부분을 다시 연주한 다음 칭찬

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그는 더욱 정진해 일곱 번 이상 곡을 고치며 곡을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오래 손

본 곡이라 젊은 날의 열정과 시정, 원숙기의 관현악 기법이 모두 보입니다. 

1악장에서 팀파니가 우르릉대다가 오케스트라 총주와 함께 피아노가 나와서 연주하는 도입부는 슈만 협주곡으로부터 직접

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1주제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낭만적인 정열과 동경의 느낌에서도 슈만 협주곡의 영향을 알 수 있죠. 1악장의 종결부 직전

에 나오는 카덴차가 화려하고 당당합니다. 역시 제1주제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그럼 그리그 피아노 협주

곡 가단조 제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들어보시죠.  

프로그램 노트

19세기 말 음악의 중심지였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벗어나 폴란드, 체코, 스페인, 러시아 등지에서는 자국의 민

요나 춤곡 등을 소재로 삼아 예술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그는 민족주의 작곡가들 중 가

장 인기 있는 노르웨이 작곡가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우아하고 고요하며 무엇인가를 동경하

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대규모 보다 소규모의 작품에서 그의 서정성이 더욱 잘 드러난다. 

바로크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협주곡은 고전 시대를 거쳐 낭만 시대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장르였으며 독주 악기와 오

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을 일컫는다. 낭만주의 협주곡은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3악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주자

의 기교가 점점 부각되어 어려운 연주기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곡은 그리그의 대규모 피아노 작품 중에서 가

장 유명한 곡으로 1악장은 시작부터 극적이고 강렬한 선율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북유럽의 느낌이 물씬 나는 화려한 

작품으로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의 대표작이다. 특히 독주 악기 연주자가 혼자 연주하는 카덴차(Cadenza) 부분은 작

곡가 자신이 피아니스트 임을 과시하는 듯 매우 어려운 테크닉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예원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커티스 음대 디플로마, 클리블랜드 음

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맨하탄 음대 박사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및 최고의 협연자상, 모차르트 연주상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laureate 입상, 클리블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바트록-카발레브

스키-프로코피에프 국제 콩쿠르 우승, 미주리 서던 국제 콩쿠르 준우승, 지나 박하우어 영 아

티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특별상 수상

한국일보 콩쿠르 대상, 한국음악협회 신인대상, 운파상, 신한음악상, 난파음악상 등 다수 국

내 콩쿠르 수상. 교향악축제, 평창 겨울음악제, 서울 국제음악제, 프랑스 프라드 카잘스 페스

티벌, 폴란드 에미나체 페스티벌, 서울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 부산 국제음악제,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도쿄 PTNA 페스티벌, 뉴욕 NYCA 콘서트, 마이애미 챔버뮤직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 초청 연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벨기에 국립교향악단, 뉴월드 심

포니, KBS 교향악단, 더블린 RTE 내셔날 심포니,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수원시향,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부천시향, 코리안 심포니, 마카오 오케스트라, 왈론 챔버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현재 Young Classical Artists Foundation의 Music Director.

피아니스트 김규연

6. 오케스트라(관현악) l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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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5번 다단조 작품67 ‘운명’ 1악장  
L.v. Beethoven Symphony No.5 in Cminor Op.67 ‘Fate’ 1st movement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은 중등 고등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아홉 곡의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곡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아닐까 합니다. 베토벤의 모토인 

‘암흑에서 광명으로’ ‘투쟁을 통해 승리로’ 나아가는 고난과 극복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곡의 부제인 ‘운명’은 베토벤과 제자의 일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자 쉰틀러가 1악장 도입부 네 음의 동기를 묻는 질문

에 베토벤이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고 답했다고 하죠. 그래서 첫머리 동기를 ‘운명의 동기’라고 부릅니다.

1808년 12월 22일 빈의 테아터 안 데어 빈에서 초연됐는데요.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도 초연됐고, 피아노 협주곡 4번, 

합창환상곡도 함께 연주됐습니다.

1악장 도입부 ‘자자자 잔!’ 하는 강렬한 ‘운명의 동기’는 전 작품을 통해 일관되는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 동기를 시험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열정’ 1악장, 교향곡 3번, 피아노 협주곡 4번, 바이올린 협주곡 

등에서 발견할 수 있죠.

베를리오즈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두고 “베토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내적인 사상이며, 남모를 고뇌이기도 하고, 

억압된 분노이자 실의 속 몽상과 환영이며, 그의 환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대 교향곡 작곡가들에게 크나큰 영향과 넘어서기 힘든 좌절을 함께 부여한 불멸의 운명적인 역작, 베토벤 교향곡 5번 ‘운

명’ 1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빈 고전파 작곡가인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제1비엔나 악파’로 일컬어진다. 그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환기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이며, “음악의 성인(聖人)” 또는 “악성”(樂聖)으로 불릴 정도로 음악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하다. 그는 일생동안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는데 교향곡, 현악4중주, 피아노 소나타는 그 분야에서 표준

적인 레퍼토리의 중추라고 볼 수 있다.

고전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교향곡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다악장형식의 악곡으로 빈 악파 작곡가들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베토벤은 총 9곡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의해 이미 음악적으로 원숙해진 교향곡 

양식을 최고의 예술 장르로 승화시킨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청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던 시기에 

운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을 음악으로 구현한 듯한 걸작이다.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강렬한 4음을 두고 베토벤은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는데 이 모티브는 1악장 뿐만 아니라 전 악장에 걸쳐 끊임없이 등장함으로써 작품에 

통일성을 느끼게 해 준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베토벤이 얼마나 고전주의 양식과 형식에 통달하였

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경필하모닉은 2015년 9월 창단됐다. ‘경제와 문화의 가교’ 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 혁신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였다. 초대 음악감독은 지휘자 금난새가 맡았으며 2019년부터 오스트리아 인스부르

크 티롤 주립극장 수석지휘자인 홍석원이 2대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임헌정, 김덕기, 여자경, 김대진, 김광

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들도 한경필의 지휘봉을 잡았다. 매년 신춘음악회, 호국보훈음악회, 가을음악회, 송

년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 연간 30여회의 공연을 개최한다.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실내악단인 ‘이무지치’와 

합동공연을 하였고 그 해 12월 송년음악회에서는 180인조 시민합창단과 함께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공연하

며 시민참여형 공연의 성공사례를 남겼다. 2019년 6월 ‘호국보훈음악회’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해 가을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콘체르탄테로 연주하여 ‘오페

라’장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 한경필하모닉은 4월 코로나19 극복 기원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 공

연과 6월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며 공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6. 오케스트라(관현악) l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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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저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헨리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B. Britten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Variations and Fugue on a Theme of Purcell)

지휘 l 김광현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곡은 영국의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1946년 서른 세 살 때 쓴 작품이죠. 

원래 영국 정부에서 청소년의 시청각교육용으로 만든 ‘오케스트라의 악기’라는 교육 영화에 쓰였는데요. 악보로 출판돼서 

연주회용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지휘자가 악기를 하나 하나 친절하게 설명해가면서 연주하

지만 음악만 들어도 이해가 잘 되는 작품이죠.

총 3부로 구성되고 ‘퍼셀의 주제에 따른 변주곡과 푸가’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1부에서는 영국의 대작곡가 헨리 퍼셀의 멜로디를 기반으로 주제가 제시됩니다.

‘압델레이저’ 혹은 ‘무어인의 복수’라 불리는 이 멜로디는 1676년 아프라 벤의 희곡 ‘욕망의 지배’에 쓴 극 부수음악입니다.

2부에서는 개별악기 순으로 변주곡이 진행됩니다. 피콜로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 호른, 트럼펫, 트롬본 12차례의 변주를 보여줍니다. 각 변주곡 앞에 간단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리튼의 주제에 의한 푸가가 이어지는데요. 목관악기들이 경쾌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현악기와 하프가 분위

기를 띄웁니다. 다시 금관악기들이 이어나가는데 호른이 웅장하게 퍼셀의 주제를 연주하고 막을 내립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곡,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입문, 들어보시죠.

프로그램 노트

피아니스트,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브리튼은 헨리 퍼셀, 에드워드 엘가, 랄프 본 윌리엄스 등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현대 작곡가 가운데 드물게 상당히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던 그는 전위적인 현대음악을 따르기

보다는 조성에 뿌리를 둔 음악을 고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악풍을 창조하였다. 

이 작품은 영국 정부가 제작한 청소년 교육 영화인 《오케스트라의 악기》(Instruments of the Orchestra)를 위해 

작곡한 관현악곡이다. 영국 바로크 음악의 정점이었던 헨리 퍼셀이 작곡한 오페라 《무어인의 복수》에서 유래한 주제

를 바탕으로 관현악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특징을 알기 쉽도록 작곡하였으며 악기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 교육

용 음악으로 유명하다.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퍼셀의 주제를 제

시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개별 악기가 13곡의 변주곡 형태로 등장하며 주제를 연주하고, 변주곡 이후 푸가가 이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작품은 제1바이올린·제2바이올린·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하프의 현악기와 피

콜로·플루트·오보에·클라리넷·바순의 목관악기, 호른·트럼펫·트롬본·튜바의 금관악기, 팀파니·큰북·작은

북·탬버린·심벌즈·트라이앵글·우드블럭·실로폰·캐스터네츠·공 등의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6. 오케스트라(관현악) l Orchestra

연주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마에스트로로써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지휘자 김광현은 예원학교 피아노과와 서울예고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여 임헌정과 김덕기를 사사하였다. 대학재학 중 세계적

인 거장 샤를 뒤트와에게 한국대표 신예지휘자로 발탁되어 일본 미야자키 페스

티벌에서 규슈 심포니를 지휘하였고, 재학생 최초로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정기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지휘했으며, 한국지휘자협회 주최 지휘캠프에서 

수차례 우수 지휘자로 선발되어 수원시향과 제주시향을 지휘하는 등 일찍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독일로 유학하여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

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휘자협회’에서 우수 지휘자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명훈, 헤름헤르트 블룸슈

테트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어 사사받기도 하였다. 

그는 귀국 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재직하였으며, KBS교향악단, 강남심포니, 대구시향, 부천

필, 부산시향, 수원시향, 코리안심포니, 프라임필,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로이틀링겐 필하모니,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하모니, 슈투트가르트 실내악단,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심포니 등 국내.외 다수 교향악단을 지휘하였

다. 또한 오페라 지휘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

약, 에프게니 오네긴, 카르멘,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 등을 지휘하였다.  

그는 2016년에 세계 3대 콘서트홀 중 하나로 꼽히는 프라하 스메타나 홀에서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를 지휘하

였고, 2018년 4월에는 독일 튀링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와 잘츠부르크 순회연주를 성공적으로 지

휘하여 유럽 관객과 평론의 열광적인 기립박수와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지휘자 김광현은 만 33세이던 2015년에 국공립 음악단체의 수장으로는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대한민국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취임 후 ‘원주시민에게 사랑받고 원주

시민의 자랑이 되는 오케스트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신선한 기획과 최고의 연주로 수차례 전석 매진을 비

롯하여 객석점유율과 정기회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에서의 연이은 성

공적인 연주로 지방 교향악단으로서는 보기 드문 유료관객점유율을 기록하여,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일약 국내 최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휘자 김광현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사업현장 스케치

Field Sketch











피아노
Piano

01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작품번호1007
J. S. Bach (프렐류드 - 미뉴에트 - 지그)

 Cello Suite No.1 in G Major BWV1007

카미유 생상스 죽음의 무도 작품40
C. Saint-Saëns Danse Macabre Op.40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현악 4중주 ‘종달새’ 작품64-5번 1악장
F. J. Haydn String Quartet ‘The Lark’ in D Major Op.64-5 1st movement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여름’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Summer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A. Vivaldi Violin Concerto in F Major, RV.293 The Four Seasons - Winter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Á. Piazzolla Libertango

현악(챔버)
Chamber

02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바흐작품번호565 
J. S. Bach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565

요한 파헬벨 카논
J. Pachelbel Canon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W. A. Mozart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에 의한 12변주곡)

 12 Variationen über ein französisches Lied
 ‘Ah, vous dirai-je, maman’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번호13 ‘비창’ 3악장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8 in Cminor Op.13
 ‘pathétique’ 3rd movement

프레데릭 쇼팽  폴로네이즈 작품번호53 ‘영웅’ 
F. Chopin Polonaise in A flat major Op.53 'Heroic'

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작품번호244 2번
F. Liszt Hungarian Rhapsodies, S.244 No.2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제3곡 ‘달빛’ 
C. Debussy Suite Bergamasque – 3. Clair de lune

아놀드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25
A. Schoenberg Suite for piano, Op.25



목관.금관
Woodwind.Brass

03
안토니오 비발디 플루트 소나타 작품13 ‘충직한 양치기’ 6번
A. Vivaldi Sonata for Flute Op.13(Rv.58) ‘Il Pastor Fido’ No.6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71 중 ‘꽃의 왈츠’
P. I. Tchaikovsky The Nutracker Op.71 ‘Waltz of Flowers’

보리스 이바노비치 아니시모프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시’
B. I. Anisimov ‘Poem’ for Horn and Piano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트럼펫 협주곡 라장조 바흐작품번호972
[비발디] [비발디작품230]
J. S. Bach [A. Vivaldi] Concerto in D Major BWV972 [RV230]

흑인영가 성자들의 행진
Gospel Music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프란츠 슈베르트  독일 가곡  ‘마왕’
F. Schubert  Erlkönig 
  바리톤 정록기 피아노 김민주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 이태리 칸쵸네 ‘오 나의 태양’
E. di Capua  O Sole Mio

마이클 디건  프랑스 샹송 ‘샹젤리제’
M. Deighan  Les Champs Elysees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존 폰드 오드웨이 미국민요 ‘여수’
J. P. Ordway Dreaming of Home and Mother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김규환 한국가곡 ‘남촌’
 바리톤 임재석   테너 김승직  테너 장주훈 베이스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정서완

가곡(성악)
V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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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그 프레데릭 헨델 오페라<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G. F. Händel 'Lascia Ch'io Pianga' from Opera <Rinald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피가로의 결혼> 중 ‘포근한 산들바람’
W. A. Mozart ‘Sull'aria...che soave zeffiretto'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못 날으리’
W. A. Mozart 'Non più andrai' from Opera<Le Nozze di Figaro>

쟈코모 푸치니 오페라<쟌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G. Puccini 'O Mio Babbino Caro' from Opera<Gianni Schicchi>

죠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G. Bizet 'Habanera' from Opera <Carmen>

쥬세페 베르디 오페라<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G. Verdi ‘La donna è mobile’ from Opera <Rigolett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쾨헬번호492
W. A. Mozart Opera <Le nozze di Figaro> Overture KV492

에드바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16 1악장
E. Grieg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Mov.I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5번 다단조 작품67 ‘운명’ 1악장
L.v. Beethoven Symphony No.5 in Cminor Op.67 ‘Fate’ 1st movement

벤저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B. Britten (헨리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Variations and Fugue on a Theme of Purcell)

오페라(성악)
Opera

05
오케스트라(관현악)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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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l Cast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1. 피아노  Piano

2. 현악(챔버)  Chamber

3. 목관 . 금관  Woodwind . Brass

이민준*

선 율*

정지원*

박영성

유성호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현남   정진희   백수련   박지현   김하은   이자윤 

한재민   홍윤희   김신아   김효진   홍선영

서성광   문여진   이효원   김선주

한재민*  성채은   차성준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이재현

유채연*  안영지

안중연

박진오

이은호

손 석*  임은진

백향민   임윤경

이우석

정보민

안평강

바 이 올 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피 아 노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트 롬 본

튜 바

타 악 기

4. 가곡(성악)  Vocal

ㅣ

ㅣ

ㅣ

ㅣ

정록기

김승직

임재석   김승직   장주훈   한종원

김민주   정서완

바 리 톤

테 너

남 성 중 창

성 악 반 주



출연 l Cast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5. 오페라(성악)  Opera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김현남   정진희   백수련   홍윤희   김하은   김효진

한재민   강진희   김은영   김정하*

박지현   이자윤   홍선영   정창화   김신아   이하은 

노진희   조희윤

서성광   장지민*  문여진   김선주   이효원   권유경

길희정   성채은   차성준   임예지   윤요셉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정민정

안영지   유채연*

안중연   박인영

박진오   김상훈

천영학   유제빈*

임은진   배소연   최선율*  권영진

백향민   임윤경   김다영*

김동석

전효봉   마민창

조정현

한경성   조한나

김승직

백재은

김광현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하 프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팀 파 니

타 악 기

지 휘 자

소 프 라 노

테 너

메조소프라노

바 리 톤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출연 l Cast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6. 오케스트라(관현악)  Orchestra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정진희   김현남   백수련   김상우   홍윤희   홍예린 

김하은   백유진   김효진   하정화   한재민   유현지 

조은희

박지현   이자윤   김신아   박준원   홍선영   강은혜

김지윤   피예나   노진희   조희윤   윤예아

서성광  문여진   김선주    장지민*  이효원   권유경 

이관지   양효정

성채은   차성준   김소은   채송아   김민소   박혜진 

김현지

서지은 김미경 정세라 윤영진

정민정

안영지   유채연*  한지수(피콜로)

안중연   박인영

박진오   신예은*

김진현   고수경

임은진   배소연   이규성   최선율*

백향민   임윤경   김다영*

설용빈   김승규   박창원

이세범*

김동석

이준환   문지연   이정진   전효봉   윤한샘                                               

김광현

김규연(피아니스트)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 올 라

첼 로

더블베이스

하 프

플 루 트

오 보 에

클 라 리 넷

바 순

호 른

트 럼 펫

트 롬 본

튜 바

팀 파 니

타 악 기

지 휘 자

협 연 자

(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조동균 (한경필하모닉 사무국장)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조동균   류혜린

조동균   류태형   류혜린   권유경   이재현

이아름   류혜린

셈쁘레라무지카

팀원미디어

한국영상연합

케이알루

제 작 총 괄

진 행

자 막

프로그램감수

스코어리더

음 향

영 상

영 상 편 집

해설자료집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 제작진 l Sta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