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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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계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관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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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흐 1838-1920
Germany 콜 니드라이, Op.47  · 현악 편곡 버전

M. Bruch Kol Nidrei, Op.47  · Arranged for Strings

12’

모차르트 1756-1791
Austria 레퀴엠 D단조, K.626

W. A. Mozart Reqiem in D minor, K.626 

60’

1. I. Introitus  입당송

2. II. Kyrie  자비송

3-8. III. Sequenz  부속가

9-10. IV. O�ertorium  봉헌송

11. V. Sanctus  거룩하도다

12. VI. Benedictus  찬미 받으소서

13. VII.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

14. VIII. Communium  영성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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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상을 덮친 죽음의 발걸음은 우리 곁에도 와 있다. 성경이 예언한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이 시간이 곧 세상의 종말과 마주한 때라는 생각이 짐짓 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의지를 공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음악회는 이를 위해 서로를 위로하며, 앞날을 

향해 당당히 악수를 나누는 시간이다.

첫 곡은 독일 작곡가 막스 브루흐(1838-1920)의 <콜 니드라이>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다. 브루흐

는 10대 시절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세 개의 교향곡과 다섯 개의 

협주곡, 네 개의 오페라, 다수의 실내악과 가곡 등을 작곡하여 독일 낭만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분명한 존재감

을 드러냈으며, 그의 음악 활동 전반에 걸쳐 지휘자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의 음악은 선율이 풍부하고 낭만적이며 서사적인 특징을 지니며,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풍부한 화음을 들려준다. 그러면서도 긴밀한 대위법적 성부 진행 등 전통적 양식을 즐겨 사용했다. 당

시 유럽의 주요 관심사였던 민족음악에도 관심을 가져, 그의 음악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대인 등 그

가 가까이했던 사람들의 민족음악이 들리곤 한다.

브루흐는 생전에 합창음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비롯한 몇 작품만이 주로 연주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콜 니드라이>는 브루흐가 리버풀 교향악단의 지휘자

로 재직(1880-83)했던 1880년에 작곡되었으며, 이듬해에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콜 니드라이>는 후에 브

람스의 <이중협주곡>을 초연하게 되는 첼리스트인 로버트 하우스만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그에게 헌정되

었다.

‘콜 니드라이’란 ‘모두 경배’라는 뜻의 아람어로, 유대교의 축일 중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속죄일

(Yom Kippur) 전날 밤에 부르는 기도문의 첫 시작 부분이다. 브루흐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 신자도 아니

지만, 리버풀 이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유대 합창 협회와 긴밀하게 교류했었기에 유대 음악을 잘 알고 있었

다. <콜 니드라이>에 사용된 두 주제 또한 베를린에서 들었던 선율이었다.

전반부는 엄숙한 낭독에 가까운 ‘콜 니드라이’ 기도 선율을 음악적으로 다듬어 제시한 후 변주하며 진

행한다. 후반부 주제는 아이작 나단(Issac Nathan: 1791-1864)의 노래 <오! 바벨의 강가에서 울었던 자들을 위

해 울어라>의 중간 부분에서 가져왔다. 이 노래의 가사는 로드 바이런(Lord Byron: 1788-1824)의 시집 ‘히브

리 멜로디’에 들어있는 시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신이 버린 땅, 무덤이 되어버린 땅이라고 말하며 슬픔

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삶을 잃은 옛 이스라엘의 슬픔이 바이런과 나단, 그리고 브루흐의 손을 거쳐 팬데믹 

시대의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낸다.

막스 브루흐

콜 니드라이, Op.47

Max Bruch
Kol Nidrei, O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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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넋을 달래고 명복을 빌기 위해 남은 자들은 제례를 올린다. 하지만 모차르트(1756-1791)는 <레퀴엠

(진혼곡)>을 작곡하면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자신을 위해 의식을 준비했다. 고단했던 자신의 영혼을 달

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갈 후대가 들을 음악, 즉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아닌, 자

신과 후대를 위한 음악이었다. 이것은 분명 당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모차르트는 짧은 생

애의 마지막에서 <레퀴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또한 미래의 삶을 보았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은 세상을 떠난 자가 걸었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또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이렇게 미

완성으로 남겨진 악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1780년대 후반, 모차르트는 시간이 갈수록 궁핍해져 갔다. 큰 인기를 누렸을 때 수입을 잘 관리했다

면 말년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을 테지만, 대부분 겉치레에 허비하고 말았다. 그리고 아내인 콘스탄체의 건

강이 나빠지면서 많은 요양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빈의 애호가들은 심오하고 길어진 모차르트의 관현악을 

어려운 음악으로 여겨 음악회 티켓을 사지 않았다. 웬만한 아마추어가 연주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

고 어려워진 실내악 악보도 팔리지 않았다. 이에 모차르트는 작곡이든 편곡이든 어떤 위촉도 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원자와 프리메이슨 회원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편지

를 보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790년, 지친 모차르트는 거의 펜을 놓다시피 했다.

1791년 7월,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모차르트를 찾아왔다. 그리고 <레퀴엠>을 위촉하는 서명이 없

는 편지를 가져왔다. 사례금도 두둑했고 선수금으로 절반을 건넸다. 모차르트는 누구의 위촉인지 물었다. 그

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건 알 필요 없소.” 모차르트는 어떤 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

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심지어 여섯째 아이(성인으로 성장한 둘

째 아들 프란츠)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작곡 기간은 4주일로 약속했다.

약속 날짜가 되자 그 남자가 찾아왔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남자가 

다녀간 후 프라하 국립극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가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을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갈 사자로 보였던 탓에, 작품 구

상을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모차르트는 아내인 콘스탄체와 제자들에게 <레퀴엠>은 자신을 위한 곡이

라고 얘기하곤 하지 않았던가. 그 남자에게 4주일의 시간을 추가로 요청했다. 하지만 그 기간도 <티토 황제

의 자비> 공연으로 프라하에서 시간을 보냈고, 9월 중순에 집에 돌아와 2년이나 미루고 미룬 <마술피리>를 

급히 마무리 짓고 무대에 올려야 했다.

<레퀴엠>은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더욱 쇠약해졌고 지쳐서 

혼자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티토 황제의 자비>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ßmayr: 1766-1803)가 함께 했다. 그런데 11월 20일, 손발이 붓고 부분적으로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병세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K.626

Wolfgang Amadeus Mozart
Reqiem in D minor, K.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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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다. 모차르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작곡을 이어갔다. 하지만 12월 4일 ‘눈물의 날’ 여덟 마디를 마지막

으로 펜을 더 쥐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시간은 고작 두 달, 그는 눈물을 쏟았다. 모차르트는 쥐스마이

어에게 뒷부분에 대한 작곡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5일 0시 55분, 세상을 떠났다. 신부들은 프리메이슨 

회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했고, 콘스탄체는 심신이 지쳐 장례 행렬에 따라가지도 못했다. 장례식은 약소

하게 치른 후 소수의 친한 친구들에 의해 공동분묘에 안치되었다.

이제 남은 자들의 차례이다. 모차르트가 남긴 부분은 약소했다. 그가 온전히 완성한 부분은 ‘입

당송’(Introitus)이 유일했고, ‘자비송’(Kyrie), ‘눈물의 날’(Lacrymosa)을 제외한 ‘부속가’(Sequenz), ‘봉헌

송’(O�ertorium)은 뼈대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도 노래와 통주저음 부분이 완전히 기록되었고, ‘신비한 나

팔소리’(Tuba mirum)의 트롬본 솔로와 같이 부분적으로 관현악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관현악 구성에 큰 어

려움은 없었다. 콘스탄체가 완성을 의뢰했던 모차르트의 제자이자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요제프 아이블러

(Joseph Leopold Eybler: 1765-1846)도 ‘부속가’는 차질 없이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의 날’에서 겨우 두 마

디만 추가하고는 포기하고 악보를 돌려주었다. 결국 아쉬운 대로 쥐스마이어에게 맡겨졌다. 그는 아이블러

의 작업을 참고했고, ‘거룩하도다’(Sanctus)부터는 온전히 작곡하면서 모차르트의 여러 작품을 인용했다. 마

지막 ‘영성체송’(Communium)는 ‘입당송’과 ‘자비송’의 선율을 가져와 수미쌍관으로 구성했다.

쥐스마이어는 1792년 3월에 <레퀴엠>을 완성했지만, 악보는 이듬해 12월 초가 되어서야 위촉자

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12월 14일 빈의 노이슈타트-노이클로스터 교회에서 프란츠 폰 발제크(Franz von 

Walsegg) 백작의 작곡으로 발표되었다. 의뢰인이 확인된 순간이다. 그는 1790년 2월에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부인을 위한 진혼곡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

고 닷새 후에 그를 추모하며 ‘입당송’과 누군가가 완성한 ‘자비송’이 연주되었고, 1793년 1월 2일에 콘스탄체

가 쥐스마이어의 완성본을 바탕으로 미망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서 빈에서 비공개로 전곡 초연되었다.

세상을 등진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삶

의 기쁨을 누리기를,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통해 기원한다.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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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당송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시온의 하느님, 당신은 찬미 받아 마땅하오니,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서원이 바쳐지리다.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사람이 당신께 나아가리다.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II. 자비송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III. 부속가

진노의 날

진노의 날, 바로 그 날

세상은 재가 되어 없어질 지니,

다윗과 시빌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심판관께서 강림하여

엄한 판결을 선포하실 때,

그 떨림이 어떠하랴!

I. Introitus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Te decet hymnus, Deus in Sion,

et tibi reddetur votum in Jerusalem.

Exaudi orationem meam.

ad te omnis caro veniet.

Dona eis Domine, dona eis requiem aeternam

et lux perpetua luceat eis.

II. Kyrie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III. Sequenz

Dies irae

Dies irae, dis illa

solvet saeclum in favilla:

teste David cum Sibylla.

Quantus tremor est futurus,

quando judex est venturus,

cuncta stricte discussurus!

1

2

3

M O Z A R T  R E Q U I E M



9

LY
R

IC
S

 
가
사

신비한 나팔소리

신비한 나팔소리가 울리면

온 세상의 무덤을 뒤덮어,

모든 이들을 옥좌 앞으로 불러 내리라.

모든 피조물이 다시 일어나

심판하실 분께 대답할 때

죽은 자도 산 자도 두려움에 떨리라.

모든 것이 씌어 있는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그것으로 온 세상은 심판 받으리라.

심판하실 분께서 앉으시면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지리라.

내가 그때 비탄 속에 무엇을 말하리오?

의로운 자도 간신히 화를 면할 때

누구에게 변호를 부탁하리오?

두렵기만 한 위엄의 왕이시여

두렵기만 한 위엄의 왕이시여,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자비의 샘이시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를 위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계셨으니

그 날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Tuba mirum

Tuba mirum spargens sonum

per sepulchra regionum.

coget omnes ante thronum.

Mors stupebit et natura,

cum resurget creatura,

judicanti responsura.

Liber scriptus proferetur,

in quo totum continetur,

unde mundus judicetur.

Judex ergo cum sedebit,

quidquid latet, apparebit:

Nil inultum remanebit.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Quem patronum rogaturus?

cum vix justus sit secures.

Rex tremendae

Rex tremendae majestatis,

qui salvandos salvas gratis,

salva me, fons pietatis.

Recordare

Recordare, Jesu pie.

quod sum causa tuae viae,

ne me perdas illa die.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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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기 위하여 지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정의로운 갚음의 심판자시여,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용서의 선물을 베푸소서.

제가 죄인으로 신음하나이다.

제 얼굴은 죄로 붉어졌나이다.

주여, 애원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나이다.

제 기도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좋으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불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양 떼 가운데 제 자리를 주시고

염소 떼에서 건져 주시어

당신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주받은 이

저주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뜨거운 불꽃 속으로 던져질 때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저를 부르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참회하는 제 마음이 재와 같습니다.

제 마지막 순간에 저를 도와주소서.

M O Z A R T  R E Q U I E M

Quaerens me, sedisti lassus:

redemisti crucem passus:

tantus labor non sit cassus.

Juste judex ultionis,

donum fac remissionis,

ante diem rationis.

Ingemisco, tamquam reus:

culpa rubet vultus meus

supplicanti parce Deus.

Qui Mariam absolvisti,

et latronem exaudisti,

mihi quoque spem dedisti.

Preces meae non sunt dignae:

Sed tu bonus fac benigne,

ne perenni cremer igne.

Inter oves locum praesta,

et ab haedis me sequestra,

statuens in parte dextra.

Confutatis

Confutatis maledictis,

�ammis acribus addictis.

Voca me cum benedictis.

Oro supplex et acclinis,

Cor contritum quasi cinis,

Gere curam mei �ni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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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날

눈물의 그 날, 바로 그 날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그 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로운 주 예수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IV.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시여.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고통과

깊은 심연으로부터 구하소서.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고,

지옥이 그들을 삼키지 않게 하시며,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천사들의 기수 성 미카엘이

그들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예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소서.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찬미와 기도의 희생제물을 바치오니,

저희가 오늘 기억하는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그들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하소서.

Lacrimosa

Lacrimosa dies illa,

qua resurget ex favilla

Judicandus homo reus:

Huic ergo parce, Deus.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Amen.

IV. Offertorium

Domine Jesu Christe

Domine Jesu Christe, Rex gloriae.

libera animas omnium �elium decuntorum

de poenis inferni,

et de profundo lacu.

Libera eas, de ore leonis,

ne absorbeat Tartarus,

ne cadant in obscurum:

sed signifer sanctus Michael

repraesentet eas in lucem sanc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Hostias

Hostias et preces tibi Domine laudis o�erimus:

tu suscipe pro animabus ilis,

quarum hodie memoriam facimus: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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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예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소서.

V.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VI.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VII.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fac eas, Domine, de morte transire ad vi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V. Sanctus 

Sanctus, Sanctusm,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VI. Benedictu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VII.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M O Z A R T  R E Q U I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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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Communium

Lux aeterna luceat eis, Domine: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quia pius es.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Cum sanctis tuis in aeternam,

quia pius es.

VIII. 영성체송

주여,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자애로우신 주여,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자애로우신 주여,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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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 김대진은 ‘건반위의 진화론자’ 라는 음악계의 평가처럼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다시 한 번 진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치밀한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뛰어난 지휘자로서의 능

력을 각인시켜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가장 두터운 순

수 음악팬을 확보하고 있는 연주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음악

인으로 불릴 만큼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한국음악협회 기악부문 한국음악상, 동아일보사 국내 

최고의 연주가 선정, 문화관광부 올해의 예술상, 예총예술문화상 대

상, 금호아트홀 챔버뮤직소사이어티를 창단하여 음악감독을 역임

하였다. 퀸엘리자베스, 클리브랜드, 클라라 하스킬, 파다레프스키, 

라흐마니노프, 하마마츠, 베토벤, 부조니, 지나 박하우어, 리즈 국제

콩쿠르,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 등 세계 주요 음악 콩쿠르의 심사위

원으로 위촉되었다.

예술의전당 <김대진의 음악교실>을 통해 피아니스트 겸 지

휘자로 영역을 넓힌 그는, 2005년 수원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데뷔

하여, 뉴욕 카네기홀, 예술의전당 Great 3B Series <베토벤 2010>, 수

원시향 창단 30주년기념 전국순회연주, 2012 수원국제음악제, 2012 

랑랑 피아노협주곡 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제2번, 제5번 음반 발매, 

2013 예술의전당 <Great Composer Series – Tchaikovsky> 공연실황, 

시벨리우스 교향곡 실황연주를 소니 클래시컬 레이블 음반 발매하

였다. 또한 2014 유럽투어와 2014 이태리 메라노 페스티벌 초청-폐

막공연을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지휘로 남미에서도 성공적 데뷔를 마친 김대진은 2016년 독일 

헤렌킴제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나 페스티벌, 이태리 메

라노 페스티벌의 공식초청을 받으며,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 나아가

고 있다.

마에스트로 김대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음악원 원

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창적인 기획과 진취적 추진력,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감독을 전달하여 진심을 담은 연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며,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김대진  지휘자

Daejin Kim  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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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

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

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

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

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

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

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

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

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

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 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악장 
이석중

제1바이올린 
김지윤  ◆

박경화

송태진

이지민

류아영

허준화

이신행

이수진

전의석

최상아

조하정

제2바이올린 
김범구  ◆

이지윤

장새로미

신동진

류새라

이연준

경태현

김우형

서채은

이승희

비올라  
조윤주  ◆

정윤영

김정희

안은지

안지원

김진록

김은지

이선경

첼로  
정다운  ◆

박소진

김지현

최영

이수연

김경단

더블베이스 
배기태  ◆

유이삭

정두웅

이훈

클라리넷 
윤보라  ◆

박인성

바순  
이은호  ◆

조세나

트럼펫  
안석영  ◆

강한나

트럼본  
손상우  ◆

이윤호

전태일

팀파니  
최금성  ◆

오르간  
양하영

◆ 수석

ⓒ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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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국은 제 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대상, 2011년 제 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

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4위에 입상하였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

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다수 연주를 하며 수

원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

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바 있다. 2014 부산국제음악제 라이

징스타를 시작으로 교향악축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

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헝가리에서 열린 안익태 110주년 기념

음악회 등에 참가하며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했으며 2019년 까지는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활동을 겸하였다.

만 4세에 첼로를 접한 문태국은 수원 일월초등학교 졸업 후 

2007년 도미하였고 한국에서는 양영림,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는 클라라 민혜 김(Clara Minhye Kim)을 사사하였다. 이후 보스턴

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로렌스 레서 (Laurence 

Lesser)를 사사하였고 현재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랄프 커쉬바움

(Ralph Kirshbaum)을 사사하고 있다.

(재) 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문

태국은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 G.rium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제1

회 야노스 슈타커 상과 제5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 

수원시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크레디아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

이며 2019년 2월에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Warner Music International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했고 현재 삼성문화재

단의 후원으로 밀란 Milan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 Giovanni 

Grancino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문태국  첼리스트

Taeguk Mun  Ce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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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합창단의 제11대 단장 겸 예술감독 윤의중은 뛰어난 음악성

과 세밀하고 정확한 지휘로 감동적이고 세련된 합창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합창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음

악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작하였으며 예원

학교 및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 도미하여 

University of Cincinnati 음악 대학원에서 미국 합창 음악계의 거장 

Dr. Rivers에게 합창지휘를 사사하며 석사 및 박사를 졸업했다. 유학

시절 Cincinnati Renaissance Consort와 CCM Concert Choir의 단원

과 부지휘자로 수년간 다양한 합창 경험을 쌓으며 많은 레퍼토리를 

직접 연주하였고, 귀국 후에는 수원 · 성남 · 부천 · 울산 · 부산 · 대구 

· 포항 · 창원 · 마산 · 김해 · 제주시립합창단 등 수많은 프로합창단을 

객원 지휘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창원시립합창단의 예술감

독 및 상임지휘자로 재임하며 획기적인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공연

으로 창원시립합창단을 일약 최고의 시립합창단으로 성장시킨 윤

의중은 창원시합창연합회로부터 ‘창원합창인의 상’을 수상, 창원 

그랑프리 경연대회와 합창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합창

지휘아카데미와 세미나를 통하여 창원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및 중 

· 고등학교 청소년합창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국제적으

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2004년에는 Salt Lake City에서 실시한 

International Women’s Chorale Festival에 초청받아 공연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005년에는 Minneapolis에서 열린 International Men’s 

and Boys’ Choir Festival에서 한국인 최초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아 세

계 각국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연합 합창단을 지휘하였다. 2006년 

3월에는 덴마크에 있는 Herning시의 Boys & Men’s Choir에 객원지

휘자로 초청받아 정기연주를 지휘하였고 2019년 미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인 Seraphic Fire의 미국 순회공연을 객원지휘하여 극찬을 받

았다.

지휘자 윤의중은 한세대학교 합창지휘과 교수 및 학부장으

로 역임하여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현재 국립합창단의 단장 겸 예술

감독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깊이 있고 세련된 합창음악으로 국립합

창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무

대에서 한국 합창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윤의중  국립합창단 단장/예술감독

Euijoong Yoon  Artistic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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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

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의 효시로서, 본격적인 합창 예술운

동의 선두주자이자 합창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명

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

으로 독보적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2000년에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연주회와 60여 회의 기획연주, 지방연주, 해외연주, 외부

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합창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며 한국 합창음

악의 예술적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국립합창단은 중세음악

부터 현대음악, 창작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합

창음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 합

창곡 개발과 보급,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앞장서며 한국합창음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은 물론 합창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의 연주 기량은 세계 유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

히 할 만큼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

국 등 세계무대에서 그 진가를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이 

배출한 합창지휘자들은 국내 합창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주

역으로 부상했으며 국립합창단에 몸담았던 성악가들은 오늘날 오

페라 무대와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11대 윤의중 단장 겸 예술감독이 재임명되어 국립합창

단의 음악적 사명과 예술적 비전을 균형 있게 구현해 나가고 있다.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단장/예술감독

윤의중

부지휘자

장민혜

연수지휘자

박선이

반주자

서미경

김민환

총무

박동석 

소프라노

장영숙

박미자

진지영

조윤정

정경임

신영미

김은정

이정미  ◆

박송이

이은보라

김경하

신연정

김명희

박준원

류수진

최다솔

노수정

박현아

알토

김미경

조연선

김옥선

최윤정  ◆

박정민

강문선

박혜연

유송이

사이안

이도희

김해인

오승은

강인선

김희민

테너

조정환

윤인하

원종윤

김영욱  ◆

문형근

최성철

김종갑

박의준

최정현

오영인

지재엽

노동수

김재성

이성현

베이스

김문섭

강명원

주호남

길은배  ◆

차광환

박동석

조대현

유지훈

정태준

함신규

김주영

이화음

박덕영

◆ 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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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 소프라노 정수연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국립합창단에서 재직 후 도미하여 미국 피바디 음대에 입학하여 석

사과정과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쳤으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오페

라 전문학교인 Academy of Vocal Arts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Artist 

Diploma 과정을 이수하였다. Liederkranz Foundation Voice 콩쿠르, 

International de Montreal des Jeunesses Musicales 콩쿠르, 메트로폴리

탄 오페라 콩쿠르, Mario Lanza Voice 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 입상

하였고, <노르마>, <나비부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마술

피리>, <파우스트>, <피가로의 결혼>, <안드레아 쉐니에>, <어린

이와 마법>, <박쥐> 등 여러 오페라의 다양한 배역마다 자신만의 또

렷한 색깔과 탄탄한 실력으로 소화하였다.

또한 Mexican Symphony Orchestra, 국립합창단, KBS교향악

단, 울산시향, 유라시안 필하모닉, 국립 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대전 오페라단 등 국내외 여러 단체와 협연으로 큰 호평을 얻었다.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

으며, 동시에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 아시아인 최초로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 

우승을 차지한 소프라노 홍혜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대학원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인 Artist Diploma in 

Opera Studies 과정을 마친 후 줄리어드 재학 중 줄리어드 오페라, 포

페아의 대관식에 출연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3년에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미국 순회연주 독창자

로 초청되어 뉴욕 링컨센터,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LA 포드 극

장 순회 연주에 출연하였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

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

며, 2017년 플로리다 그랜드 오페라단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2018년 보스톤 오디세이 오페라단의 <잔 다르크>에서 주역을 성공

적으로 소화하였다.

2019년 9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2곡의 한국가곡으로 이루어진 첫 정

규앨범 <희망가>를 발표한 홍혜란은 고국의 관객들과도 더욱 깊이

있게 소통하는 무대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혜란  소프라노

정수연  메조 소프라노

Haeran Hong  Soprano

Sooyun Chung  Mezzo Sop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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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박종민은 2011년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히는 제14회 차이

콥스키 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우승했으며, 영국 BBC 방송국이 

주최하는 제17회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가곡 부문 우승을 

차지한 자랑스러운 성악가이다. 

빈 국립음대와 동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2007년 오

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벨베데레국제성악콩쿠르 도중 심사위원

인 밀라노 라 스칼라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

아로 유학, 3년간 이탈리아 정부장학생으로 라 스칼라 극장 전문연

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3년간,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7년간 전속 주역 가수로 활동

했으며, 2019/20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보엠>의 콜리

네역으로 데뷔했다.

현재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마드리드 왕립극장, 베를린 국

립 오페라 극장 등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6년

까지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제20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 노

는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

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오페라 가수로서 지난 5년간 20개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대표적으로는 MetLive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카네기홀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엄,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털리 홀 등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

주로 활약했다. 

최근 인기리에 마친 <팬텀싱어 3>에 참가하며 ‘천재 테너‘로 

불렸으며, 그가 소속된 팀 ‘라비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존노  테너

박종민  베이스

John Noh  Tenor

Jongmin Park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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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혼란의 시간을 겪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동이 현격히 

줄어들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쩌면 간과하고 있었던 더 큰 문제

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공백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음악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장 문이 닫히고, 수백여 개의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여타 예술장르와는 달리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 음악 공연은 큰 타격을 입었

습니다. 듣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사람들이 겪는 아쉬움과 공허함도 컸겠지만, 무대에 설 자리와 기회를 잃은 

음악가들의 어려움은 가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백신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은 지금도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와 우리 주변,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입니

다. 기독교의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절기에 따른 종교적인 곡들이 교회, 성당은 물론 콘서트홀에

서 많이 연주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하게 될 ‘레퀴엠’은 수백 년 전부터 연주되어 온, 그야말로 클래식 음

악이지만, 생명과 죽음, 비통과 소망 사이에서 위로가 절실한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음악이 아닐까 싶습

니다. 

첫 곡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신의 날)는 유대교의 옛 성가를 바탕으로 한 곡인만큼 종교적인 경

건함이 담겨 있습니다.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이중창이 대단히 아름다운 이 곡은 초반에는 고통과 비

통, 우울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이내 평안과 희망을 꿈꾸게 하는 모드로 전환되면

서 곡을 마무리합니다. 우울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소망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전하며 사랑받

는 곡입니다. 첼로 선율이 전하는 깊고 따스한 음색, 평안함과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K.626>입니다. 라틴어로 ‘안식’을 의미하는 이 곡은 가톨

릭 미사에서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곡’으로 작곡된 것인데, 동시에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

는 곡이 되기도 합니다. 

베르디나 포레, 브람스와 브리튼 등 여러 작곡가들이 레퀴엠을 썼지만,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작곡가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결국 작곡가 스스로의 죽음을 위로하는 레퀴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

니다. 특히 이 곡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모차르트의 몇몇 작품을 보좌해왔던 제자 프

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가 모차르트 사후 3개월 만에 이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쥐스마

이어가 완성한 악보로 연주하지만, 후대 음악학자들은 어디까지가 모차르트의 곡인가, 쥐스마이어는 어떤 

흐름에서 악보를 완성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가지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곡을 써서 또 다른 버전으로 연주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위로의 음악 

모차르트 레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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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지금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는 쥐스마

이어 판본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작품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립니다. 지휘는 창원시립교

향악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대진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지휘자 이전에 피아니스트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선욱, 이진상, 문지

영 등 세계적인 연주자를 길러낸 명교수이기도 합니다. 

김대진과 함께 ‘콜 니드라이’를 연주하게 될 문태국은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첼리스트 중 한 사람입니다. 야노스 슈타커 상을 수상한 문태국은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우승, 파블

로 카잘스 국제 첼로콩쿠르 우승, 차이콥스키 콩쿠르 첼로 부문 4위에 입상하였고, 워너뮤직 전속 아티스트

로서 데뷔 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하며 어떤 무대에서든 첫 손에 꼽히는 첼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2008년 조직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출발해 정통 심포니, 오페라 

연주는 물론 디즈니 인 콘서트,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키즈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소화하고 있는 

젊은 교향악단입니다. 

한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국립합창단과 함께 할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에는 네 명의 솔리스트 소프

라노 홍혜란, 메조 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존 노, 베이스 박종민이 출연합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

스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소프라노 홍혜란과 역시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성악부문 우

승자인 베이스 박종민, 성신여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 중인 메조 소프라노 정수연, 마지막으로 줄리아드 음악

원과 피바디 음대 출신 성악가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노가 테너 파트를 맡습니다. 존노는 줄리아드 

졸업연주회 때 카네기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의 테너 솔리스트를 맡았었기에 이 곡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

니다. 

꽤 오랫동안 합창음악과 규모를 갖춘 오케스트라 공연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음악애호가라

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의 조합을 꼭 챙겨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음악적인 완성

도에 대한 기대도 남다르지만,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듣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연주는 의미가 각별할 것

입니다.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그간의 힘들고 아프게 했던 많은 일들을 덜어내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 이지영(클럽발코니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 (주)코스모스악기 3층  TEL (02)522-8844 

자세한 정보는 S T E I N WAY. K R  을 방문하세요.

Steinway.kr 에서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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