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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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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 thout any not ice.

Before the concer t begins, p lease swi tch of f your mobi le phones and elect ronic dev 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 l lowed dur ing the concer t. 

I N T E R M I S S I O N

모차르트 1756-1791
Austria 현악사중주 14번 사장조, K. 387

W. A. Mozart String Quartet No. 14 in G Major, K. 387

34’

I. Allegro vivace assai  빠르게, 매우 활기차게

II. Menuetto  메뉴엣

III. Andante cantabile  느리게, 노래하듯이

IV. Molto allegro  매우 빠르게

슈베르트 1797-1828
Austria 현악사중주 14번 라단조, D. 810  ‘죽음과 소녀’

F. Schubert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38’

I. Allegro  빠르게 

II. Andante con mot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활기 있게

III. Scherzo. Allegro molto – Trio  스케르초. 대단히 빠르게 – 트리오

IV. Presto – Prestissimo  매우 빠르게 – 가장 빠르게

진은숙 1961-
Korea 현악사중주와 테이프를 위한 ‘파라메타스트링’

Unsuk Chin ParaMetaString for String Quartet and Tape

22’

I. Allegro  빠르게

II. Andante  느리게

III. Andantin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IV. Moderato – Allegro  보통 빠르기로 – 빠르게

갈리츠키 1982-
Russia 런던데리의 노래

D. Garlitsky A Londonderry Ai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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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모차르트(1756-91)는 1년 전에 작곡된 하이든의 새로운 현악사중주곡을 들었다. 이들은 ‘러시

아 사중주’라고 불리는 여섯 개의 사중주곡 ‘Op. 33’으로, 높은 완성도와 함께 하이든의 음악적 위트가 번

뜩이는 걸작들이었다. 현악사중주에 대한 새로운 열의를 느낀 그는, 9년 만에 현악사중주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된 열네 번째 현악사중주곡에 1782년 12월 31일 빈에서 작곡했다고 적었다.

모차르트는 <현악사중주 14번> 이후 1785년까지 다섯 개의 사중주곡을 더 작곡하고, 1785년에 

하이든에게 바치는 긴 헌정사와 함께 ‘Op. 10’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머릿속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한 번에 음표를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작업하는 것은 매우 특

이한 경우였다. 이것은 위촉이 아닌, 하이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작품으로써 오로지 예술적 완성도만

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음악 예술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시대 전환의 의미로서 음악사

에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현악사중주 14번>은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로 ‘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1악장 

‘빠르게, 매우 활기차게’. 주제에 등장하는 반음계적 선율은 이 곡을 특징짓는 요소로, 곡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텍스쳐, 선율, 셈여림, 반음계와 온음계 등 대비되는 요소를 잘 배치하

여 계획적이고 수준 높은 작곡 솜씨를 보여준다. 2악장 ‘메뉴엣. 빠르게’는 춤곡인 만큼 리드미컬하며, 다

소곳이 반음계로 상승하는 단순한 멜로디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특히 한 음 한 음에 ‘포르테’와 ‘피

아노’를 번갈아 적어넣어 입체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에 주목하자. 중간 부분(Trio)은 약간 침울한 분위기

로 전환하고, 다시 본래로 돌아온다. 3악장 ‘느리게, 노래하듯이’는 서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악

기가 대화를 나눈다. 이 악장은 다양한 관계 조성으로 조를 바꾸고, 주로 반주에 머물렀던 첼로가 주선율

을 연주하는 등 당시에 흔치 않았던 시도들을 들려준다. 4악장 ‘매우 빠르게’는 신비로운 서주 후 푸가로 

진입한다. 춤곡 리듬으로 분위기를 돋우며, 유연한 반음계 진행도 자주 들린다. 그러다 신나게 놀고나서 

지쳐 쓰러진 듯, 갑자기 조용히 마무리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사장조,

K. 387

Wolfgang Amadeus Mozart
String Quartet No. 14
in G Major, K. 387

진은숙(*1961)의 음악을 특정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조직적으로 설계되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진은숙은 자신의 음악을 “유동하는 소리 조각(彫刻)”이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한노 에를러는 진은숙의 작품을 “음향 건축물”이라고 비유했다. 또 하나의 특징

진은숙

현악사중주와 테이프를 위한

‘파라메타스트링’

Unsuk Chin
ParaMetaString for
String Quartet and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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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민요 <런던데리의 노래>는 1855년에 출판된 ‘아일랜드의 옛 음악’이라는 악보집에 수록되면

서 널리 알려졌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티브로 인해 이 곡은 즉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여

러 가사가 붙여졌다. 그 중 가장 사랑받은 노랫말은 1910년 프레드릭 에드워드 웨덜리가 쓴 ‘대니보이’

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면, 네가 내게 올 때까지 평화롭게 잠들리라.” 라는 애달픈 사랑 노래였다. 

이외에도 프랑크 브릿지, 찰스 스탠포드, 프리츠 크라이슬러 등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이 곡의 모티

브를 인용하여 실내악 또는 관현악곡을 작곡하거나 노래로 편곡하였으며, 글렌 밀러, 빙 크로스비, 해리 

제임스, 빌 에반스 등의 여러 재즈 뮤지션들도 이 곡을 녹음했다. 이처럼 이 선율은 많은 예술가들을 꾀

어 여러 가사와 수많은 편곡을 낳게 했는데,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다니

엘 갈리츠키(*1982) 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다니엘 갈리츠키는 그의 조부가 이끌

다 해체된 ‘차이콥스키 현악사중주단’을 부활시켜 이끌기도 했으며, 연주자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여

러 유명한 선율들을 주제로 흥미로운 현악사중주 곡들을 작곡해왔다.

<런던데리의 노래>는 그의 주 영감의 근원이자 현 시대의 모차르트로 불리워지는 야콥 콜리에

를 비롯, 아르보 패르트의 미니멀리즘부터 프랑스 인상주의, 아이리쉬 전통 음악을 지나 독일 낭만주

의를 아우르는 여러 음악적 언어를 조합하여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

아낸다.

다니엘 갈리츠키

런던데리의 노래

Daniel Garlitsky
A Londonderr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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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색’이다. 에를러가 “진은숙의 음악은 음색음악”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음색은 그녀의 음악적 모국

어이다. 진은숙 자신도 “성격과 표현이 한껏 채색된 음악, 자유롭게 유동하고 유연한, 그리고 종종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음악을 쓰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세계성’도 자주 언급되는 특

징이다. ‘세계성’이란 지역적 특색보다는 절대적인 음악적 가치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폴 그리피스는 진

은숙의 음악이 특별한 문화적 함의를 전달하지 않으며, “이것이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한다.

현악사중주와 테이프를 위한 <파라메타스트링>(1996)은 자신의 상상을 실제 소리로 만드는 방

법을 탐구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진은숙의 키워드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 환상적인 음

악세계와 신비한 매력이 눈앞에 환히 펼쳐질 것이다. 네 개의 악장 각각의 특징을 작곡자의 설명을 토대

로 정리했다. 1악장은 트레몰로 연주법으로 응집시킨 소리 블록을 사용한다. 이 블록은 은연중에 리듬 

구조가 변하면서 다르게 들린다. 2악장은 첼로가 활대로 현을 두드리며 반복하는 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이에 대비되어 하모닉스가 연주된다. 이렇게 느린 베이스와 정교한 고음이 상보적으로 발전한다. 3악장

은 첼로가 느리게 저음으로 미끄러지면서 미세하게 변조한다. 다른 현악기들은 이에 대비되어 5도 간격

으로 오르내린다. 4악장은 1악장의 리듬을 발전시켰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력이 사라져 공중으로 부

양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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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1797-1828)에게 가곡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이지만, 동시에 영감의 원천

으로서 다양한 작품의 모티브로 자주 사용되었다.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1824)도 가곡 <죽

음과 소녀, D. 531>(1817)가 모티브가 되었다. <죽음과 소녀>에는 ‘소녀’와 ‘죽음’ 두 배역이 등장한다. 

코랄 풍의 느린 서주 후에 쫓기는 듯한 빠른 리듬으로 바뀌면 소녀는 다가오는 해골에게 나를 만

지지 말고 지나가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죽음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품에 편히 잠들라고 

읊조리며 유혹한다.

슈베르트가 그동안 작곡된 수많은 가곡을 물리치고 7년 전의 곡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1822년부터 시작된 매독 증상이 심해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심하게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그

는 자신의 악보를 통째로 디아벨리 출판사에 맡겼으며, 오페라 <피에라브라스>의 작곡을 중단했다. 당

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준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랑과 우정 대신 

고통만이 주어진 사람, 미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봐.” 놀랍게도 이런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의 아가씨>와 <팔중주>, <로자문데>,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등 밝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다. 그

런 점에서 음습하면서도 격렬한 <현악사중주 14번>은 그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곡이 인용된 부분은 2악장으로, 서주와 죽음 부분의 앞부분이 주제로 제시되며 다섯 개의 변주

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변주에서 죽음의 뒷부분이 등장하여 평온하게 마친다. 죽음을 거부하는 소

녀 부분은 격렬하게 상승하는 음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슈베

르트가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는 다른 악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욱 과격하고 격렬한 표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곡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어떨까? 1악장은 죽음에 대한 저항, 2악장은 죽음의 유혹, 3악장은 죽음의 승

리, 그리고 4악장은 죽음의 광란의 춤(타란텔라). 각 악장의 장면들은 자유롭게 상상해보기 바란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프란츠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라단조,

D. 810

‘죽음과 소녀’

Franz Schubert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한국에서 온 반짝이는 별들; 그들은 마치 ‘한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하는

착각이 들만큼 솜털처럼 부드러운 피아노부터 다양한 형태의 포르테까지 극적인 범위의 악상을 선보였다. "

 -스위스 <Luzerner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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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 에스메 콰르텟은 창단 1년 6개월만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위그모어 홀 국

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 혜성같이 등장했

다. 동시에 베토벤과 모차르트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팀에게 주어진 알란 브래들리 모차르트상, 브람 

엘더링 베토벤 상을 각각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에스테르하지 재단상, 프로콰르텟 재단상, 총 4개의 

특별상을 차례로 석권하며 독보적인 우승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따뜻한 소리, 섬세하면서도 선명한 표현력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세계 각지 청중들의 마

음을 사로잡고 있는 에스메 콰르텟은 2016년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 중이던 한국 출신의 젊고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와 하유나, 비올리스트 김지원과 첼리스트 허예은이 실내악에 대한 순수한 애

정과 열정으로 의기투합하여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참가한 모든 콩쿠르에서 입상을 놓치지 않은 쾌거를 보여주고 있는 에스메 콰르텟

은 창단 직후 참가한 쾰른 국립음대 실내악 콩쿠르에서 1위에 오르며 실내악단으로서의 잠재력과 가

능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듬해인 2017년 독일 바이커스하임에서 열린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ampus에서 그 해의 신인상을, 노르웨이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3

위, 2018년 독일 Irene Steels-Wilsing 현악사중주 콩쿠르의 청중상과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

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돋보이는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다. 

2018년 겨울, 그들은 독일 포셀 재단 음악상 수상,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 선정 가

장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HSBC Laureate 수상자에 한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으며, 

HSBC그룹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 음악계의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필하모니 드 파리, 오페라 드 릴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연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Esmé, 옛 프랑스어로 ‘사랑받다’ 라는 그들 이름의 뜻처럼, 에스메 콰르텟은 세계 각지 청중들

의 많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2018년 여름, 벨기에 Flagey Musiq3 페스티벌 초청 연주, 오스트리

아 Herbstgold Festival 초청 연주,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 캐나다 몬트리올 Misqa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현악사중주 페스티벌, 에스테르하지 궁정의 상주 음악가로 선정되어 유럽과 북미에서 

“에스메 콰르텟은 내가 들은 젊은 세대 콰르텟 중 단연 으뜸이다. 그들의 테크닉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 네 명의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적인 감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 귄터 피힐러 (알반 베르크 콰르텟 제 1 바이올린)

에스메 콰르텟

Esmé Qu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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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았다. 상기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재 초청 러브콜을 받고 있는 에스메 콰르텟은 2019

년 가을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의 데뷔 콘서트와, 런던 위그모어 홀을 

비롯한 15회 이상의 영국 전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함께 평단

의 극찬을 이끌어내었다.

2020년 이들은 프랑스 HSBC 재단 선정 ‘올해의 음악가’로서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된 리사이

틀과 스페인 L’Auditori de Barcelona에서의 데뷔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독일의 유서 깊은 하이델

베르크 스프링 페스티벌 초청 연주를 비롯, 벨기에 Musiq3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대표 아티스트로 초

청되며 유럽 클래식 무대에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중이다. 

올해 아트실비아 실내악 콩쿠르 대상 수상으로 유럽을 넘어 한국 음악계 공식 데뷔의 포문을 

연 이들은 6월 전국 투어 연주를 비롯하여 8월, 크리스토프 포펜 예술감독과 롯데콘서트홀이 주최하

는 대형 여름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2020 베토벤’ 에 초청되어 현악사중주로 표현된 베토벤의 일

생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금년 2월 에스메 콰르텟은 프랑스의 음반사 Alpha Classics 레이블에서 인터내셔널 데뷔 음반 

<To be Loved>을 발매하였다. 영국의 BBC 뮤직 매거진에서 “이 성공적인 데뷔앨범은 젊음과 활기

를 가득 담고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앙상블의 미래가 

기대된다.” 라는 호평을 받은 이 앨범은 작곡가 진은숙의 현악사중주를 담은 첫 번째 음반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2021년에는 영국의 Champs Hill 레이블에서 그들의 두번째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 

에스메 콰르텟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을 비롯하여 알반 베르크 콰르텟의 바

이올리니스트 귄터 피흘러와 크리스토퍼 포펜, 에버하르트 펠츠, 카잘스 콰르텟, 켈러 콰르텟의 지도

를 받으며 실내악단으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단단히 하였고 현재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리니

스트 하이메 뮬러(아르테미스 콰르텟의 전 멤버)의 지도 아래 실내악 전문 석사과정을 수학 중이다.

독일 Violin Asset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는 안드레아 과르네리 1690년

산을,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는 페르디난드 갈리아노 1770년산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에스메 콰르텟

배원희, 제 1바이올린   |   하유나, 제 2바이올린   |   김지원, 비올라   |   허예은, 첼로

www.esmequart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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