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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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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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든 1732-1809
Austria 피아노 소나타 60번 C장조, Hob.XVI:50

J. Haydn Piano Sonata No.60 in C Major, Hob.XVI:50

16’

I. Allegro  빠르게 

II. Adagio  느리게 

III.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브람스 1833-1897
Germany 세 개의 간주곡, Op.117

J. Brahms 3 Intermezzi, Op.117 

16’

I. Andante moderato  안단테보다 빠르게 

II. Andante non troppo e con molto espressione  느리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풍부한 표정으로 

III. Andante con moto  느리지만 활기있게

브람스 1833-1897
Germany 네 개의 피아노소품, Op.119

J. Brahms 4 Klavierstücke, Op.119

17’

I. Intermezzo. Adagio  인터메초. 느리게 

II. Intermezzo. Andantino un poco agitato  인터메초.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조금 흥분하여 

III. Intermezzo. Grazioso e giocoso  인터메초. 우아하면서 활발하게 

IV. Rhapsody. Allegro risoluto  랩소디. 빠르고 힘차게

베토벤 1770-1827
Germany 피아노 소나타 30번 E장조, Op.109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30 in E Major, Op.109 

20’

I. Vivace ma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Prestissimo  매우 빠르게 

III. Andante molto cantabile ed espressivo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표현을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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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고전파의 문을 연 것은 요제프 하이든이었다. 하이든 음악은 가장 높은 차원의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 다양한 계층의 청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성과 친근미를 아울러 지녔다는 점에서 진정 고전적이

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사중주 못지않게 피아노 소나타 장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거의 반

세기에 걸쳐 건반 소나타를 썼는데,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와 더불어 하프시코

드와 클라비코드가 피아노로 바뀌고 장르 이름도 디베르티멘토, 파르티타에서 소나타로 바뀌는 전환기를 

주도했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하다. 그의 건반 음악은 1760-70년대에 에마누엘 바흐의 작품과 저서 <건반 연

주에 관한 에세이>를 깊이 있게 연구한 뒤 본격적인 실험(위트와 의외성, 돌발적인 요소 등)을 하며 근본적

으로 바뀌게 된다.

하이든 건반 소나타는 대개 네 단계로 나누곤 하는데, 소나타 C장조는 1780년 이후 작품 수는 적지만 

걸작들을 만들어냈던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졌다. 특히 1794-95년에 런던에서 작곡한 최후의 소나타 세 곡,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럽 음악의 변방이던 독일은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약진을 시작

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스베일링크(Jan Pieterszoon Sweelinck) 이후 생겨난 이른바 ‘북독일 오르간 악

파’의 대가들이 시작한 건반 음악의 전통은 독일 음악의 핵심이었다. 하프시코드와 피아노 등 대부분의 건

반 악기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눈부시게 꽃을 피운 곳은 독일이었던 셈이다. 샤이데만(Heinrich 

Scheidemann), 프로베르거(Johann Jakob Froberger), 라인켄(Johann Adam Reincken),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등을 거쳐 大바흐(Johann Sebastian Bach)로 이어진 독일의 건반 대가들은 독일 고유의 전통에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의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며 바로크 음악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다. 특히 바흐는 

당대 건반 음악의 모든 형식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장르의 본질적인 정체성마저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건

반 음악의 미래를 열었다.

오늘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그 후 1세기 동안 독일 건반 음악이 걸어간 길을 거시적으로 보여준다. 바

로크와 짧은 과도기, 즉 변화무쌍한 감정 표현을 그대로 드러냈던 다감 양식(Emp�ndsamkeit)을 뒤로 하고 

다시 음악 예술이 안정된 형식미를 구축했던 빈 고전파의 완성자 하이든, 고전파 전통을 이어받은 동시에 바

로크 대가들의 음악에 깊이 공감해서 자신의 개성으로 이를 한 데 엮어 결국은 해체한 베토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다시 한 번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았던 브람스를 통해서 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 독일 건반음

악의 흐름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늘 듣게 되는 작품은 모두 세 작곡가가 가장 원숙한 시기에 쓴 

걸작으로, 만년의 대가들이 도달한 깊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요제프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 C장조,

Hob.XVI:50

Joseph Haydn
Piano Sonata No.60 in C Major,
Hob.XV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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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완성한 빈 고전파는 베토벤이라는 세 번째 거인을 통해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된

다. 혹은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토벤은 중년 이후 점점 더 자아를 향해 안으로 침잠

하기 시작했는데, 고전파의 유산은 물론 바로크 대가들의 음악에 깊이 공감해서 새로운 형식과 음향을 실험

했다. 그리고 만년에 이르면 홀로 기이한 상념의 바다를 항해하며 전대미문의 영역에 들어섰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은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자신이 걸었던 음악적 여정, 그리고 

당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던 피아노라는 새로운 건반악기의 모든 양식과 표현을 피아노 작품에 그대로 담아

냈다. ‘발트슈타인(Waldstein)’에서 ‘열정(Appassionata)’을 거쳐 ‘고별(Les Adieux)’로 이어진 이른바 중기 피아

노 소나타에서 고전파 소나타 형식의 틀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의 한계에 도달한 베토벤은 그 후 소나타 형

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어린 시절 그의 음악적 뿌

리가 되었던 바흐의 음악이었다. 바흐 작품을 깊이 연구한 결과는 단순한 인용이나 표현 수단의 확장을 넘어

선 근본적인 음악 언어의 변화, 즉 대위법적인 음악 사고로 나타났다. 그렇게 빈 고전파 음악의 극적인 대조, 

단절된 서사와 바흐 음악의 밀도 높은 구조, 일관된 서사가 하나로 결합되며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가 

빈 고전파 음악의 ‘내재적 모순’이라고 불렀던, 소나타 형식의 약점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이렇게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E장조, 

Op.109

Ludwig van Beethoven
Piano Sonata No.30 in E Major,
Op.109 

C장조, D장조, E플랫장조는 걸작으로 꼽힌다. C장조 소나타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런

던’이다. 하이든이 잘로몬(Johann Peter Salomon)의 초청을 받아 두 번에 걸쳐 방문했을 무렵, 런던은 인구가 

100만(빈의 네 배였다)에 도달한 유럽 제일의 대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음악에 열광하는 부유한 시민 계

층이 문화 활동을 주도했다. 또한 당시 영국 피아노는 빈 피아노보다 음량이 풍부하고 음역도 넓고(6옥타브) 

강해 긴 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넓은 공공장소에서 연주하기에 적합했다.

소나타 C장조는 자매작 E플랫장조 소나타와 더불어 피아니스트 테레제 얀센-바르톨로치(Therese 

Jansen-Bartolozzi)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영국 피아노의 영향이 엿보이는 표현과 음역(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중 ‘오픈 페달’ 지시가 있는 유일한 작품이며,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 영국 피아노에서만 가능했던 a'''

음까지 올라간다)이 돋보이며, 같은 시기의 교향곡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해 쓴 이전 소나타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규모도 대폭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작곡가의 후

기 교향곡이나 현악사중주에 뒤지지 않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1악장은 하이든이 쓴 가장 엄격한 단주제

(monothematic) 소나타 형식인데, 첫 주제가 제시부의 모든 음형과 연결되며 변주곡과 결합된다. 환상곡 풍

의 느린 악장은 촘촘한 화음과 우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이 돋보이며, 랜든(Robbins Landon)이 ‘하이든이 

처음으로 쓴 진정한 스케르초’라고 부른 당당한 마지막 악장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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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은 후기로 진입한다.

1820-22년 사이에 만들어진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세 곡은 교향곡 9번, ‘디아벨리’ 변주곡, ‘장엄 미사’

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피가 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나타 세 곡은 소나타 

형식의 첫 악장(및 두 번째 악장)과 대위법적이고 이질적인 마지막 악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무게 중심은 모

두 마지막 악장에 있다. E장조 소나타는 이른바 ‘불멸의 연인(Unsterbliche Geliebte)’으로 가장 유력한 안토니

에 브렌타노(Anthonie von Brentano)의 딸인 10대 소녀 막시밀리아네(Maximiliane)에게 헌정되었는데, 작품 

전반(특히 1악장)에 아련한 노스탤지어가 감도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

지만 관습적인 형태를 벗어나 있으며 엄격한 형식 사이사이로 환상곡 풍의 음악(Adagio espressivo)이 간주곡

처럼 끼어든다. 짧지만 격정적인 2악장에 이어 등장하는 마지막 악장은 베토벤이 쓴 가장 감정이 풍부한 곡

이 아닐까 싶다. 형식적으로는 주제와 여섯 곡의 변주곡으로, 작곡가가 특별히 ‘노래하듯이, 마음 깊은 곳으

로부터 감동을 지니고(Gesangvoll, mit innigster Emp�ndung)’라고 지시한 주제는 사라방드, 혹은 코랄 풍이

며 각각의 변주곡은 베토벤 후기 작품의 진열장과도 같다. 체르니(Carl Czerny)는 변주곡 피날레를 가리켜 

‘전체 악장은 헨델과 바흐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알라 브레베(Alla breve)로 지시한 다섯 번

째 변주곡은 바흐에게 바치는 오마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그랬듯이, 마지

막에 첫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마무리된다.

브람스는 베토벤처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작곡가로서는 초기작인 피아노 소나타 세 곡을 쓴 이후 피

아노 작품에 그다지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독주 악기보다는 오히려 실내악 악기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

겠다. 50대로 접어든 이후 음악적 영감이 쇠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브람스는 결국 1890년, 현악오중주

(Op.111)를 끝으로 절필을 선언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듬해부터 클라리넷 오중주를 필두로 만년의 걸작들

을 잇달아 쓰게 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뿌리인 피아노로 돌아와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걸작을 남

겼다. 

작품번호 116번부터 119번의 피아노 작품들은 1891-93년에 만들어졌다. 이 네 작품집에 담긴 곡들

은 랩소디, 카프리치오, 발라드 등 다양하지만 절반 이상은 인터메초라는 모호한 제목을 달고 있는데,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환상곡’이나 ‘무언가’, 혹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독백(monologue)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스스로도 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고 

한 바 있다. 오늘 연주회에서 듣게 될 작품번호 117번과 119번도 한 곡(랩소디, Op.119-4)을 제외하면 모두 인

터메초로, 만년의 노작곡가는 여기서 사색과 우수의 깊은 감정을 헤매다 문득 격정으로 치솟곤 한다. 악곡 형

요하네스 브람스

세 개의 간주곡, Op.117 

네 개의 피아노소품, Op.119

Johannes Brahms
3 Intermezzi, Op.117
4 Klavierstücke, O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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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거의 다 단순한 ABA 형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음악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작품번호 117번의 인터메초 세 곡은 특히나 쓸쓸하고 몽환적인데, 브람스는 첫 곡의 자필 악보에 ‘불

행한 어머니의 자장가’ 가사를 적어 놓았다. 함부르크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 것일까? 아니면 예부

터 잠이 상징하던 죽음을 표현한 것일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터메초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가곡 ‘소녀의 

노래(Mädchenlied)’의 마지막 부분(‘나도 모르겠어요’)를 인용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내성부에서 투명하게 

흐르는 선율은 미묘하게 변하는 박자와 신랄한 화성에 의해 균열을 일으킨다.

한편 브람스 최후의 피아노 작품으로 그의 예순 번째 생일에 출판된 ‘네 개의 피아노소품

(Klavierstücke, Op.119)’은 세 곡의 인터메초(클라라 슈만은 첫 곡 B단조를 가리켜 ‘잿빛 진주’같다고 말했다)

와 한 곡의 랩소디로 이루어졌다. 정서적으로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멜랑꼴리와 체념을 헤매지만, 음악적으

로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조성과 불협화음의 새로운 실험을 통한 표현은 인상적이다. 마지막 

랩소디는 거의 중세풍으로 들리는 ‘영웅적인’ E플랫장조로 시작해서 어둡고 비극적인 E플랫단조로 끝나며 

마치 세상에 고별을 던지는 듯하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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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은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1979년 거장 카를

로 마리아 줄리니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조지휘자로 

경력을 시작하여, 2년 후 이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임명되었다.

1984-1990년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87-1992년 피렌체 테아트로 코뮤날레

(플로렌스 시립극장) 수석객원지휘자, 1989-1994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00년

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대

한 애정으로 1997-2005년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하며, 수년간 이탈리아를 기반

으로 밀접하게 활동해왔다. 정명훈은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나비부인> <시몬 보카네그라> <오텔

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오페라 작품을 정기적으로 지휘했으며, 빈 슈타츠오퍼에서도 오페라 <라 트

라비아타> <리골레토>를 지휘했다. 2012/13시즌에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 객원지

휘자로 임명되었으며, 이외에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 예술 고문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 감

독을 맡아 아시아에서의 음악적, 사회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왔다. 

2020/21 시즌의 하이라이트로는 라 페니체 극장에서 그리스 국립 오페라와 <피델리오>, 스위스 로

망드 오케스트라와의 베르디 <레퀴엠>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정명훈은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

트라, 뮌헨 필하모닉과의 연주를 비롯하여,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과의 정기적인 연주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명훈은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라 스칼라 필

하모닉 이외에도 런던과 파리의 주요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

케스트라와 공연하였다. 

지휘자 & 피아니스트

정명훈

Conductor & Pianist
Myung-Wh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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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정명훈이 레코딩한 많은 

음반들은 세계 유명 음반상을 휩쓸었다. 최근 발매된 앨범으로는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메

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과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과 녹음한 말러 <교향곡 2번, 9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그리고 베토벤 앨범 등이 있다. 2013년 

ECM 레이블로 첫 피아노 앨범을 발매했으며, 2021년 4월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의 후기 피아노 작품들을 수록한 <Haydn, Beethoven, Brahms - Late Piano Works> 앨범을 발매했다. 

정명훈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프레미오 아비아티 상’과 ‘아르투로 토스카

니니 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1992년)’을 비롯하여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1995년에는 ‘음악의 승리상’에

서 3개 부문을 석권하였다.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7년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인 ‘콤멘다토레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탈리아’를 받았다.

인권과 환경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명훈은 1994년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 및 환경 프로젝트들을 기획하였으며, 유엔마약퇴치기구(UNDCP)에서 친선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과 한국신문협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었으며, 이듬해 한국 

정부로부터 그의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한국 정부 역

사상 최초로 명예 문화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지휘자로는 최초로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로 선정

되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08년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 미라클오브뮤직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광

범위하게 인도주의적인 대의를 음악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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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앨범에 수록된 세 작품을 선정한 바탕에는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고 싶다는 개인적 열망

이 있다. 세 작품 모두 작곡가의 인생 말년에 완성된 피아노 곡이다. 

음악은 출생에서 사망 그리고 그 이후라는 삶의 모든 단계가 담긴 삶의 표현 그 자체이다. 유년에 접

한 음악과 말년에 접한 음악은, 특히 위대한 작곡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온

다. 간단히 말하자면 삶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이동한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과 소나타 30번 또는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1번과 말기 피아노 작품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음악은 영적인 언어라고 한다. 위대한 작곡가가 완성한 음악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천재 음악

가들도 피해 갈 수 없는 시간의 가치와 감내해야 하는 삶의 역경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다. 슈만은 브람스의 음악을 처음 듣고 “세계가 독수리를 발견했다”고 했다. 브람스라는 독수리는 마지막 

교향곡에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면 말기 피아노 작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11번 D장조는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공식 연주한 작품이다. 하이든은 말기 작품에서 베토벤에게 배턴을 넘

겨주고 싶었던 것 같다. 피아노 소나타 C장조 1악장의 발전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이든 특유의 고전주의자

로서의 면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음악이라는 가장 진실한 언어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단계는 영혼의 세계에 그 어느 때보

다 가깝다. 그 어느 때보다 마법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충만하다.

글 | 정명훈 (유니버설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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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후기 

피아노 작품집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지휘자 정명훈

위대한 세 작곡가의 

인생 말년을 탐구하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브람스 4개의 소품 Op. 119 수록

“음악은 출생에서 사망 그리고 그 이후라는

삶의 모든 단계가 담긴 삶의 표현 그 자체이다. 

유년에 접한 음악과 말년에 접한 음악은,

특히 위대한 작곡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온다.”

-
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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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건반 앞에 앉았다. 새로운 음반 발매와 함께 리사이틀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사

이틀’이라는 말에서 예상하다시피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음악가 

정명훈은 지휘자일 때도 좋겠지만, 피아노를 사랑하는 팬들은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무대를 늘 기다리고 기

대해왔다.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말년의 작품들을 모아 앨범을 발매하고, 이 프로

그램으로 4월 28일과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리사이틀을 갖는다.

명절의 의미는 조금씩 퇴색하더라도 없어지면 정말 아쉬운 것들 중 하나가, 오랜만에 만난 집안의 어

른들이 손주들을 위해 해주는 덕담이나 옛날이야기다. 어른들은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훌쩍 키가 큰 아이들

을 보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기 마련인데, 만약 그 아이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말을 한다면 으레 반응은 이렇

다. “그래, 반드시 정명훈같이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

굳이 어른들의 격려나 응원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음악을 평생 업으로 살아야 할 운명임을 깨달은 소

년들에게 정명훈이라는 이름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친구들 이상으로 심각하고 진지한 목표였다. 단 세대

에 따라 그 방향은 조금 달랐는데, 최소한 내 또래의 친구들에게 정명훈은 ‘피아니스트’로서 반드시 다다르고 

싶은 꿈이었다.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작은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명훈이 지휘계의 마에스트로로 자리 잡으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가지 않게 된 것이라고 틈만 나면 얘기해왔다. 아울러 그가 피아노 앞에 앉을 공연이 

생긴다면 절대 놓치지 말라는 조언도 자주 한다. 나조차도 여러 번 놓쳤던 그의 실내악과 반주 무대 등에서의 

피아니스트로서의 활약은 단순히 희소가치만 있는 연주가 아니라 그 높은 완성도로도 지나치기 아까운 이

벤트였던 것이 분명하다.

정명훈의 피아노에 대한 간절함을 오래 간직해온 팬들에게 ‘피아노’라는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타

이틀로 발표한 ECM 레이블의 2013년 앨범은 그간의 기다림을 기분 좋게 보상해 준 소식이었다. 자신의 손주

들에게 들려주고자 녹음했다는 소감을 담았지만 소품들 속에 담긴 음악적 긴장감과 톤에 대한 집중력, 가벼

우면서도 사려 깊게 조절된 기교적 면모 등은 자애롭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길 그 이상을 담은 명품이었다.

달콤하게 녹아들면서도 단단한 중심이 느껴지는 음상으로 맛깔나게 요리한 드뷔시의 ‘달빛’과 쇼팽

의 녹턴 두 곡은 피아노 음색에 대한 그의 감각이 시들기는커녕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슈만

의 ‘트로이메라이’와 ‘아라베스크’는 지휘자가 아닌 연주자로서 아직도 청중들에게 건네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 흥미로운 해석이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E♭장조와 G♭장조는 굳이 독일식 아카데미즘에 기대지 않아도 청중들에게 시

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에 실린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은 60대의 연

주자라는 것을 잊게 하는 깔끔하고 매끈한 비르투오시티를 적절히 나타낸 호연이었다.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정명훈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 피아노의 거장들

A
R

T
IC

L
E

아
티
클



13

A
R

T
IC

L
E

아
티
클

묵히고 숙성시켜 내놓은 작곡가 말년의 소품집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발매하게 된 이번의 독집 신보는 갑작스럽기에 더욱 반갑다. 이전의 앨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고전과 낭만의 마스터피스들을 골고루 담아 팬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언뜻 보아서는 여

느 피아니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는 작품을 담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곡가의 개인적 상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영감 등을 다채롭게 고려해 배열해놓은 사려 깊은 프로그램이다. 지휘는 물론이고 피아노 연

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풀어놓는 일이 극히 드물었던 정명훈이기에, 새 앨범 라이너 노트에 쓰

인 짧은 글은 그의 해석을 짐작하기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세 작품을 선정한 바탕에는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고 싶다는 개

인적 열망이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 작곡가의 일생 말년에 완성된 곡입니다.”

하이든과 베토벤의 소나타, 브람스 말년의 피아노 소품집은 한 작곡가의 삶 전체를 짧고 굵게 고찰하

고 경험하는 데 참으로 적절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평생을 음악에 바친 그들의 소중한 발자국이 고스란히 

찍혀 있음도 분명하다.

“유년에 접한 음악과 말년에 접한 음악은, 특히 위대한 작곡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음악들은 삶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영혼의 아름다

움으로 이동합니다.”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오래 두고 바라봐온 그들의 진실이 들어 있는 세 작곡가의 작품들은 

60대 후반에 들어선 피아니스트의 넉넉한 관조와 더불어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듯하다. 이번 내

한 공연 프로그램 역시 앨범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브람스의 소품집 한 세트가 더해져 청중들의 주목을 끈다.

마법 같고 사랑이 충만한

요제프 하이든이 영혼에 서린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장소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영국이었다는 사실은 강

한 음악사적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말년의 위대한 교향곡들이 만들어진 시기였던 1794년에 창작된 소나타 

세 곡 중 첫 작품인 C장조 Hob.50. 이 곡은 개성 있는 모티프와 그 사용법, 창의적인 페달링 등에서 위대한 후

배 베토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다. 실험적인 동시에 음표 하나하나마다 하이든 특유의 유머 감각이 살아 

있는 걸작인 이 소나타는 무대에서 연주자가 나타내는 즉흥적 표현이 그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신비로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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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중 가장 낙천적이고 삶을 포용하는 넉넉함이 느껴지는 30번 E장조 작

품109는 간결하지만 분명한 특징을 지닌 세 악장이 교묘하게 연결돼 있는 형태다. 상반된 두 가지 음악적 요

소가 번갈아 나타나는 1악장은 정제된 소나타 형식이며, 프레스티시모의 2악장은 스케르초인 동시에 간주

곡이다. 주제와 변주로 이루어진 마지막 악장은 소나타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며, 베토벤이 말년에 

와서야 시도한 ‘피날레로서의 변주곡’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함축적인 음악 언어로 만들어진 초월의 경지는 

언제 들어도 인상적이다.

간결한 표현과 원숙한 음악적 내용이 공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는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곡들에서 

찾을 수 있다. 카프리치오, 간주곡, 광시곡, 로망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이 걸작들이 그리는 말년

의 브람스는 회한과 체념, 달관의 모습이자 완성된 로맨티시즘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 특별히 연주되는 

세 개의 간주곡 117은 쓸쓸함이 감도는 선율미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악상 배열이 눈길을 끄는 걸작들

이다. 스코틀랜드 자장가 선율을 기초로 한 1곡은 따뜻하며, 우수에 찬 아르페지오가 인상적인 2곡은 작곡

가의 슬픔을 차분하게 다스린다. 민요풍의 가락이 지배하는 3곡은 ‘비탄에 잠긴 자장가’가 전달하는 매력이 

넘친다.

작품119의 네 곡은 1893년 완성되었으며, 초연은 클라라 슈만의 제자인 일로나 아이벤슈츠에 의해 

이뤄졌으나 어디까지나 클라라를 위한 작품이다. 쌉싸름한 뒷맛이 느껴지는 불협화음이 깊은 정감을 더하

는 1곡,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으로 마음의 흔들림을 전하는 2곡, 기품 있는 율동감으로 브람스적인 정서를 깊

이 있게 전달하는 3곡은 모두 간주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마지막 4곡은 광시곡이다. 다섯 부분으로 이

루어진 피날레는 웅장하고 단호한 느낌과 절제된 오케스트레이션이 느껴지며, 전곡에 걸친 당당함은 노년

에도 잃지 않았던 브람스의 호방함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이라는 가장 진실한 언어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단계는 영혼의 세계에 그 어느 때보

다 가깝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법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음악과 더불어 삶의 조각들을 멋지게 맞추고 가꿔온 행복한 음악가 정명훈의 결정적 순간이 어떤 모

습일지, 그의 팬들은 머지않아 그 진실한 모습과 마주하리라 생각한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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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에 한국인 최초로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아노 리사이틀

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피아노 독주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제가 21살 때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지 않은 지가 삼

십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제 첫사랑은 피아노고 아직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피아노하고 초콜렛입니다. 지금은 가족과 피아노에요. 

그만큼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 피아노고, 피아노가 항상 제 옆에 있는 것을 바랬고, 피아노 곁에 있는 것

을 좋아했습니다. (피아노 독주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은) 그냥 좋아해서 치는 것과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공연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면 둘째 아들이 레코딩 

프로듀서입니다. 아이들(손주)을 위해서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할것 같아 그 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연주가 한 90프로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집에서 조용히 공

부할 수 있었고, 주로 피아노만 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앨범을 또 녹음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

가 피아노 리사이틀을 한다는 것이 잘하는 모든 피아니스트한테는 미안한 소리죠. 그럼에도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유는 제가 음악을 처음 사랑하게 된 계기가 피아노고, 아직까지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항상 지휘자는 완벽한 음악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직접 소리를 내야 음악가라

고 생각하는데 지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곡가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쓴 작품들을 레퍼토리로 선정한 배경이 있나요?

브람스가 생전에 작곡한 마지막 곡이 네 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119번입니다. 제가 브람스 심포

니를 지휘했을 때, 브람스의 마지막 심포니였던 4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시에 소화시키지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한) 그 

해의 제 나이가 브람스가 그 심포니를 쓴 나이었어요. 인간으로서 그만큼 살았다는 건데, 그게 가치가 있더군

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를 못 했던 게 저절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계속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1초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Inter view with Myung-Wh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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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이번 레퍼토리의 곡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젊었을 때는 손가락이 훨씬 더 잘 돌아갔죠. 하지만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 

대신, 그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것이 지금은 더 많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어느 정도 재능은 타고나야 하고, 지독히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돼요.

속도는 다르지만, 사람은 발전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지휘에 대해서도 저한테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느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

만 많이 했던 곡도 다시 하고 그래야 하죠. 음악이 그만큼 힘들어요. 노력만 갖고는 안돼요. 시간도 흘러야 하

고, 다른 경험도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은 못 하지만, 저는 음악을 표현할 때 나타난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과 리사이틀 레퍼토리로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연주한 곡이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으로 시작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소나타라고도 하고, 마

지막 세 작품 중 하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가장 큰 거인

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 소나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

습니다. 또한 저는 지휘자로서 주로 대곡을 많이 지휘했는데, 흥미로운 것이 브람스도 작곡을 큰 규모로 했다

는 점이에요. 제일 처음 쓴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대곡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곡들은 아주 조

용한 곡들이죠. 나이가 들면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지나치게 빠르고 신나는 그런 곡보다는 점점 더 조

용하고 아름다운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 곡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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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앨범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음악가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신다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간단히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사

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저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

요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것(사랑)이에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 지점이 같은 그런 것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피아노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저는 제가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창피

한 일이죠.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너무 많거든요.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는 농담을 아주 잘하는데요. 그 친

구가 연주 직전에 항상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엠쏘리(I am sorry) 제가 실수할 것에 대해 용서해 주

십시오.’ 하고 미리 용서를 구하고 무대에 나가요. (하하) 그래서 저도 이번 공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이엠쏘리(I am Sorry).

· 본 인터뷰는 2021년 4월 22일에 진행된 정명훈 기자간담회의 질의응답 중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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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S T E I N WAY. K R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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