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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snart

갈대에 초록빛이 물들듯 

하늘에 갈매빛이 스며들듯 

싱싱한 바람에는 따뜻한 빛이 반짝이고 

대지의 숨결에는 은은한 빛이 감돈다

방금 갈매기 바람칼이 중천에서 

눈이 아리게 은빛으로 빛나듯 

갈매기 지나간 뒷자리에 은은히

만 갈래 날갯짓 소리가 햇빛으로 흐르듯

시인의 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빛이 

순결한 우주를 우주이게 한다

우주의 손끝에서 출렁, 출렁이는 빛이 

야생의 생명을 생명이게 한다  

글. 허형만 시인   

사진. 성종윤 

허형만: 1945년 전남 순천 

출생. 중앙대 국문과 졸업. 

1973년 『월간문학』 등단. 시

집 『그늘이라는 말』『첫차』『영

혼의 눈 등 13권과 활판시선

집 『그늘』, 중국어시집 등이 

있음. 영국 IBC 인명사전 등

재(2002년). 한국시인협회상, 

영랑시문학상, 월간문학동리

상 등 수상. 현재 국립목포대

학교 명예교수.

빛



◉ 월간 <아트뷰>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존중과 인쇄출판

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오른쪽 상단 페이지마다 삽입된 음성변환 바코드 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인식기를 대면 본문의 텍

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어 읽힙니다. 

◉ 월간 <아트뷰>는 성남시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뷰> 비치에 협조해주시는 곳 : 성남시 48개 주민센

터,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금융기관(은행ㆍ저축은행ㆍ새마

을금고), 병원(종합병원ㆍ개인병원ㆍ한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 사단법인 푸른학교, 성남문화원, 수정도서관, 중원

도서관, 성남시립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하랑청소년도

서관, 성남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서현문화의집, 성

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성

남시청소년지원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

관, 판교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AK플라자 문화센터, 이마트 분당점 문화센터, 이마트 성

남점 문화센터,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문화센터, 성남시민

회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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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옛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는 바로크 극장 음악의 대표자

이다. 또한 민코프스키는 바로크 음악에 그치지 않고 

19세기와 20세기 음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음

악가이기도 하다. 3월 5일 내한 공연에서 들려줄 라

모와 글루크를 통해, 예술적 도전을 서슴치 않는 민

코프스키라는 음악가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

월간 아트뷰 2013년 2월호 • 통권 89호(비매품) 2012년 1월 28일 발행 • 등록번호 경기 라 0045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월간

발행인 신선희 • 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명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미디어실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 디자인/인쇄 진흥문화(주) 02-4600-70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아트뷰>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무료 전자책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일부 기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원 파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자원봉사자의 목소리 기부와 FM분당의 녹음실 및 편집 기부로 제작되는 음원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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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거트현을 매고 바로크 활로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나 나무로 만든 플루트, 혹은 악보에는 없는 즉흥적인 장식음

을 넣어 연주하는 모차르트 협주곡이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

장한 ‘고음악 부활’이 한 세기를 지나 이제 우리 음악 생활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

어진 일은 아니었다. 사라진 옛 전통과 옛 악기를 복원하고자 했던 개척자들은 순수하고 신념이 강한 만큼 공격적인 

경향이 있었고, 주류 음악가들은 낡은 악기를 갖고 씨름하며 조악한 소리를 내는 이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

었다. 역사주의 연주가 ‟렘브란트 그림의 먼지를 벗겨내서 거장의 진정한 면모를 밝혀내는 작업”이라는 찬사와 ‟학문

을 끌어들여 연주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빈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비난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이나 오해와 과장

이 있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 세기에 걸친 갈등과 화합, 이해와 오해를 거친 지금, 옛 악기와 역사주의 연주

는 확고하게 음악계에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결코 ‘원전성Authenticity’이 아니라 다양함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전문성

Specialty’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자들이 옛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 여전

히 모르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 역사적 연주 양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한때 아마추어라는 혹평을 받기

도 했던 연주 기량이 현대 악기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음악학자 겸 

피아니스트 찰스 로즌은 ‟음악가들에게 음악학이란 새들에게 조류학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로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의 영감과 상상력은 학문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학문적 탐

구를 통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 연주자들은 옛 문헌과 음악가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았던,  

‟규범을 지키면서도 언제 그것을 깨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알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를 찾았던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나 줄리아노 카르미뇰라, 하프시코드 연주자 안드레아스 슈타이어 같은 이

들의 변화무쌍하고 대담하며 상상력이 충만한 연주는 어떤 현대 악기 연주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크 음악 지휘자 중에서 그런 존재를 한 명만 꼽아야 한다면, 이번에 한국을 찾을 마크 민코프스키야말로 첫 번째 선택

이 아닐까 싶다. 특히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낯선 프랑스 음악의 전문가라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다.

잠들어 있던 미녀, 프랑스 바로크
프랑스 바로크 음악은 서양 음악사의 ‘잠들어 있는 미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중세 시대 이후 쌓

아 올린 전통을 바탕으로 루이 14세가 군림했던 ‘위대한 세기’에 장-바티스트 륄리를 필두로 샤르팡티에, 프랑수아 

쿠프랭, 마레, 라모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엄하면서도 섬세한 음악 문화를 이룩했고, 프랑스 음악은 독일이나 영국, 플

랑드르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바흐나 헨델 음악에 담긴 다양한 춤곡이나 퍼셀 오페라의 형식, 더 나아가 모차르트 오

페라 <이도메네오>의 최후를 장식하는 장대한 샤콘은 모두 프랑스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구체

제를 무너뜨리면서 프랑스 음악의 전통 역시 심각한 단절을 겪었으며, 19세기에 접어들어 바흐로부터 시작된 독일

이 유럽 음악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프랑스 음악의 영광은 희미한 옛 기억이 되고 말았다. 1894년에 작곡가 뱅생 댕디

Vincent D’Indy 등을 중심으로 옛 음악을 연구하는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이 파리에 세워지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일어났지

만 정작 프랑스 음악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매우 느린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정된 독일 음악에 비해 악보에 적혀 있

지 않은 요소가 훨씬 더 많은 프랑스 음악에 숨결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기 힘들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가 파리로 이주하면서 극적인 전기가 일어났다. 크리스

티는 파리에서 프랑스 음악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면서 연주 양식을 재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상에 공명하는 젊은 

프랑스 음악가들과 함께 레자르 플로리상Les Arts Florrisants를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음악의 대대적인 부활

그토록 우아했던
황금시대 속으로

3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한국을 찾아 라모와 글

루크의 음악을 들려줄 마르크 민코프스키

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옛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구보다도 현대적

인 감각으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는 바로크 극장 음악의 

대표자이다. 또한 민코프스키는 바로크 음악에 그치지 않고 19세

기와 20세기 음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음악가이기도 하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 프랑스 바로크 음악은 어떻게 잠에서 깨어

나 민코프스키의 손에서 마법을 부리게 된 것일까?

글•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cover STORY | Preview

Ⓒ Marco Borggreve / naΪ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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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이 이루어졌다. 1987년에 파리에서 현대 초연된 륄리의 오페라 <아튀스>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자 프랑스 고음악 운동의 일

대 전환점이었다. 이 공연에서 크리스티가 지휘했던 오케스트라 파트에는 마크 민코프스키(바순), 에르베 니케와 크리스토프 루세

(하프시코드), 위고 레인(리코더)이 앉아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훗날 각자 자신의 앙상블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프랑스 바로크 음

악의 선두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극장 음악 분야에서 크리스티와 민코프스키는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표자로 군

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랑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인 <이폴리테와 아리시>를 들어보면 우리 시대의 

양대 라모 해석자인 크리스티와 민코프스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두 사람 모두 녹음했다), 크리스티가 가수와 연주자

들의 양식적 통일성─거의 ‘악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 을 기반으로 한 일사분란한 조화와 세부적인 효과를 넘어선 총체적

인 양식미, 미학적 일관성에 주력한다면 민코프스키는 가수와 연주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이들의 자발적인 활력과 다

양한 색채감,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이끌어내서 더 넓은 청중과 소통하는 대중적인 매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바로크, 그 이상의 스펙트럼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크 민코프스키는 본래 바순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지휘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언제나 목관 파

트가 유독 생생하게 들린다는 점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바순이 바로크 시대의 매우 중요한 콘티누오 악기였다는 사실

이 의미심장한데, 실제로 젊은 시절 민코프스키는 19세기나 20세기 작품도 연주했지만 즉흥연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티누오 

악기로서 바순에 주목했다. 1980년대에 리체리카르 콘소트나 클레멘치치 콘소트 같은 바로크 앙상블이 녹음한 음반을 들어보면 젊

은 민코프스키의 통통 튀어오르는 바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그는 윌리엄 크리스티의 레자르 플로리상, 필립 헤레베헤의 라 샤

펠 르와얄 같은 단체에서 바순을 연주하면서 바로크 음악, 특히 프랑스 음악 해석에 관한 역량을 길렀고, 곧 바순 연주와 병행해서 

지휘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민코프스키는 1982년, 20세의 나이로 자신만의 앙상블인 루브르의 음악가들(Les Musiciens du Louvre, 

1996년부터는 그레노블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뒤에 그레노블을 붙였다)을 조직했으며 이 콤비는 곧 그보다 3년 전인 1979년에 

만들어진 크리스티-레자르 플로리상과 함께 프랑스 바로크 음악계의 쌍두마차가 되었다.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1980

년대 후반부터 에라토Erato에서 일련의 음반을 녹음했는데, 스트라델라의 <성 세례자 요한>이나 무레의 <라공의 사랑> 같은 음반들이 

연이어 그라모폰상이나 디아파종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런 음반들은 초창기 민코프스키의 불타오르

는 표현 욕구와 쾌활한 유머 감각을 잘 보여준다. 지금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소 날카롭고 성마른 데가 있지만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음악적 전개나 다채로운 색감은 그만의 매력이다. 특히 최초 녹음이었던 륄리의 <파에통>이나 라모의 <플라테>의 밀도 있는 표현을 

들어보면 그가 경력의 초창기부터 프랑스 극장 음악의 복잡한 성격을 얼마나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1994년에 

아르히프Archiv와 계약을 맺은 후로는 라모의 <이폴리테와 아리시>를 필두로 륄리의 <아시스와 갈라테> 글루크의 <타우리드의 이피

게니>, 프랑스어판 <오르페와 유리디스>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극장 음악 레퍼터리 대부분을 녹음했다. 이때 나온 녹음들은 초창기

의 활력에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원숙함을 더했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민코프스키의 음악적 관심사는 프랑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 전통을 매개체로 해서 시대와 지역을 확장하며 다

른 영역으로도 진출한 점은 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헨델과 글루크는 그가 일찍부터 애정을 기울였던 작곡가로, <아

마디지> <테세오> <아르미다> 등 잊혀졌던 여러 편의 오페라를 다시 살려낸 것은 큰 업적이었으며 아르히프에서 녹음한 오라토리

오 <부활>이나 오페라 <아리오단테>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최상의 명연으로서 지금도 그 활력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프

랑스 바로크 음악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민코프스키가 다른 프랑스 음악 스페셜리스트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그

가 다루는 음악은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의 몬테베르디에서 시작해서 바로크 음악 전체를 통과해 최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빈 고전파의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지난 다음 베를리오즈, 비제, 오펜바흐, 토마, 마스네 같은 19세기 프랑스 음악을 거쳐 

20세기 초의 드뷔시, 더 나아가 거슈윈과 존 애덤스에 이른다. 물론 악단 역시 루브르의 음악가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베를린 필하

모닉,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등 현대 오케스트라도 폭넓게 지휘하고 있다. 그야말로 프랑스 극장 음악의 역사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1993년에 리용 국립 오페라 극장이 재개관식을 가질 때 민코프스키가 <파에통>을 지휘한 것을 필두로 베르사유의 바

로크 음악 센터,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샤틀레 극장, 액상-프로방스 축제, 잘츠부르크 축제, 토론토의 오페라 아틀리에, 취리히 오

페라 극장 등이 앞다투어 민코프스키를 초청해서 프랑스 오페라와 바로크 오페라를 맡긴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드뷔시의 <펠

레아스와 멜리장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민코프스키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2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가 초

“민코프스키가

 다른 프랑스 음악

 스페셜리스트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의 활동이 

프랑스 바로크 음악에 

한정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연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에 러시아의 스타니슬라프스키 극장이 이 작품을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 무대에 올리면서 그를 초

빙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다. 

더불어 민코프스키는 21세기에 접어든 후부터는 본령인 오페라 지휘뿐만 아니라 교향곡 지휘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6년에는 루

브르의 음악가들과 함께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 시리즈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돌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2009년과 2012년

에 빈 고전파 음악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빈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실황으로 녹음한 하이든과 슈베르트의 교향곡집(Naïve)은 

이제 그가 원숙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과거의 민코프스키는 표현 욕구가 지나친 나머지 지나치게 격렬한 다

이내믹이나 빠른 템포, 음악적 쇼맨십에 몰두해서 위험 수위에 도달하거나 정신없이 휘몰아치다 음악적인 알맹이를 잃고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하이든과 슈베르트에서는 쾌적하면서도 음악적 밀도가 흩어지거나 서두른다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않

는다. 이는 비슷한 성향의 르네 야콥스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에 탐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자신의 기질을 

적절하게 다스리는 데 성공한 민코프스키는 이제 확실히 거장의 반열의 올랐다고 할 만하다. 더구나 얼마 전부터는 많은 프랑스 지

휘자들이 상대적으로 멀리하는 바흐 음악에 본격적으로 도전해서 20세기 후반의 모든 학문적 논의와 다양한 해석을 철저하게 섭렵

한 독자적인 B단조 미사 음반Naïve을 발표하는가 하면 마태 수난곡으로 전 세계를 도는 등 대규모의 바흐 음악 순례에 들어간 상황이

다. 2007년부터 시작된 나이브 레이블과의 녹음 작업 역시 기존의 프랑스 바로크나 헨델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흐를 비롯해서 비제, 

하이든, 슈베르트 등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담아내고 있다.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이 이번 내한 무대에서 들려줄 음악은 음반으로도 발매되어 큰 찬사를 받았던 라모의 ‘상상 교향

곡(생포니)’과 글루크의 발레 음악이다.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 전곡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프로그램은 프랑스 음악의 정수이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정체성인 ‘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가 우

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모 해석자라는 점에서 한국 청중과 갖는 첫 만남으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본래 프랑

스 극장 음악의 화려한 춤은 전체 작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페라를 떠나 몇 곡만 떼어서는 그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없지만 민코프스키는 ‘상상 교향곡’에서 단지 춤곡을 짜깁기한 모음곡 형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모의 여러 오페라와 

실내악곡의 백미를 이루는 춤곡을 완전히 재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진정한 의미의 음악적 변용Metamorphosis을 이루는 데 성

공했다. 때로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 만큼 격렬한 화성 변화와 날카로운 불협화음, 자극적인 리듬과 쾌활한 선

율이 한데 어우러진 라모의 춤곡은 우아함과 쾌활함, 심오함과 관능미가 교차하는 프랑스 음악의 정수이자 ‘좋은 취향’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예술적 도전을 서슴지 않는 민코프스키라는 총체적 음악가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번 내한 프로그램은 우아함과 

쾌활함, 심오함과 관능미가 교차하는 

프랑스 음악의 정수이자 예술적 도전을 

서슴지 않는 민코프스키라는 총체적 

음악가의 본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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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della 오라토리오 <세례자 성 요한>
Erato 2292-45739-2

1993년에 그라모폰상을 수상했던 이 음반은 민코프스키의 흔치 않은 이탈리아 음악 연주이기도 하다. 바로

크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개성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트라델라는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가 다룬 『신약성서』의 요한과 살로메, 헤로데의 이야기를 강렬한 표현과 풍부한 기악 편

성으로 빚어냈는데, 젊은 시절 민코프스키의 집요하고 성마른 표현과 가수들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서

로 다른 개성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오페라 지휘자로서 역량이 잘 드러난 명연이다.

Handel <딕시트 도미누스> <살베 레지나> <라우다테 푸에리> 외
Archiv 459 627-2

헨델은 민코프스키의 레퍼토리 중에서 프랑스 바로크 음악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그

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 최고의 헨델리언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면서 적지 않은 녹음을 남겼는데, 

굳이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바로 이 이탈리아 교회음악 선집을 들고 싶다. 민코프스키와 연주자들은 빠른 템포와 

강렬한 표현, 극적인 감각으로 청년 헨델의 용솟음치는 상상력과 패기를 잡아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질주하다 

돌연 부드럽게 부유하는 완벽한 연주력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Essential 
Minkowski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에라토, 아르히프, 나이브 등 여러 음반사를 거치

면서 수많은 음반과 영상물을 발표했다. 초창기에는 륄리, 라모, 샤르팡티에 등 프랑스 바로크 음악으로 이름

을 알렸지만 1990년대부터 헨델 오페라를 시작으로 글루크, 하이든, 모차르트를 거쳐 최근에는 베를리오즈와 

비제 같은 19세기 음악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런 다양함이야말로 민코프스키가 윌리엄 크리스티나 에르베 니

케 같은 다른 프랑스 바로크 전문가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방대한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장르

와 시대를 대표하는 명반 8장을 꼽아보았다.

글•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Essential Minkowski

Rameau 상상 교향곡(생포니)

Archiv 00289 474 5142

이번 내한 연주회에서 들려줄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역작이다. 륄리, 라모 등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

는 ‘춤’인데, 이 음반에서는 단지 라모의 여러 오페라에 나오는 관현악 춤곡을 하나로 모아서 짜깁기하는 차

원이 아니라 완전한 재배치와 편곡 작업을 거쳐 하나의 ‘상상 교향곡생포니’으로 변용을 이루었다. 민코프스키

의 과감한 도전 정신과 상상력이 라모의 진보적이면서도 흥겨운 음악 언어와 큰 공명을 이룬 음반이다.

Bach B단조 미사

Naïve V5145(2CDs)

2008년에 나온 이 음반으로 민코프스키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 지휘자들은 바흐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

버렸다. 필리프 헤레베헤가 이끄는 라 샤펠 르와얄La Chapelle Royale에서 바순을 연주하며 바흐를 배웠다는 민코프스

키는 여기서 최소 편성 이론을 비롯한 20세기 바흐 해석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최첨단 오페라까지 당대의 모든 음악 양식이 총망라된 작품의 다채로운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템포 대비와 격렬한 다이내믹스로 빚어낸 ‘라틴적인 바흐’이자 기악의 비르투오시티를 내세운 개

성적인 해석이다.

Gluck 오페라 <오르페와 유리디스>
Archiv 471 582-2(2CDs)

글루크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민코프스키는 <아르미드> <타우리드의 이피게니> 등 작곡가의 오페라들을 꾸준하

게 연주・녹음했는데, 그중에서 아마도 최대의 성공작이자 글루크 여행의 완성을 알린 음반이 <오르페와 유리디

스>일 것이다. 이탈리아어로 된 빈 초연본1762년이 아니라 프랑스어로 바꾼 파리본1774년을 썼다는 점이 가장 큰 특

색인데, 오트-콩트르하이 테너가 부르는 오르페우스와 다양한 춤곡을 통해 ‘오페라 개혁자’가 아닌 ‘프랑스 전통의 

계승자’ 글루크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Schubert 교향곡 전집

Naïve V5299(5CDs)

2012년에 빈에서 실황으로 녹음된 연주로,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의 최신작이자 하이든-모차르트로 

이어졌던 빈 고전파 음악 탐구의 종착역이다. 민코프스키는 하이든 <런던> 교향곡집과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에 

이어 슈베르트에서도 옛 악기와 빈 전통을 따른 악기 배치, 악곡에 따른 다양한 규모를 구사하며 유리알처럼 맑

은 텍스추어와 매혹적인 목관 앙상블, 위트와 멜랑콜리를 모조리 담아낸 깊은 혜안을 보여준다. 작품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은 신선함과 초기 교향곡의 진정한 매력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음반이다.

Offenbach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Arthaus Musik 107 506(DVD)

EMI 5 56725 2(2CDs)  

민코프스키는 일찍부터 루브르의 음악가들에 한정되지 않고 지휘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

쳤다. 특히 리옹 국립 오페라 극장과의 작업이 돋보이는데, 가장 매력적인 음반을 하나만 꼽으

라면 단연 이것이다. 흥겹고 유쾌한 코미디에 특히 강한 민코프스키가 오펜바흐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휘자와 가수, 오케스트라가 한데 뭉쳐 진정한 패러디가 무엇인지

를 보여준다. 연주의 완성도는 음반EMI이 좀 더 훌륭하지만 가수들의 열연과 포복절도할 연출, 

실황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영상물도 매력적이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Rameau 오페라 <플라테>
Kultur D2919(DVD)  

<플라테>는 라모가 가장 단순한 수단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풀어냈던 걸작이자 청년 지휘자 민코프스키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킨 출세작이기도 하다. 다양한 극장 전통을 하나로 모은 작품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민코프스키는 생생한 묘사와 교묘한 언어유희, 감각적인 화음과 짜릿한 춤곡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터져 나오는 광기와 웃음의 사랑 이야기를 멋지게 재현했다. 옛 음반Erato도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폴 애그뉴

가 늪의 요정인 개구리 공주 역을 맡아 종횡무진 활약하는 영상물은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유

흥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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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희 성남문화재단 제3대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4일 부임했다. 한국을 대

표하는 무대미술가이자 대학 강단에서 수많은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이며, 서

울예술단 이사장 겸 총감독과 국립극장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공연예술 발

전에 기여한 예술경영 중진이다. 섬세함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우아한 리더

십’으로 신 대표이사가 새롭게 그려낼 성남아트센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글•남소연 홍보미디어실 과장   사진•최재우 홍보미디어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예술 

허브를 꿈꾸다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우선 성남문화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가슴이 벅차면서도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

습니다.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이 시민・지역사회와 함께 일궈온 성과

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콘텐츠를 통해서 성

남문화재단이 제2의 도약을 이루는데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바라보는 성남문화재단이 정체성과 예술성을 강화하고, 생

활예술을 통한 공공성을 확고히 다지며, 균형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

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허브로 웅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는 국내 3대 복합공연장으로서 2005년 개관 이래 세계

적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

니다. 2014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

하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요?

성남아트센터가 세계의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

연 시즌제와 국제예술제 및 청소년관현악축제를 개최하여 운영의 체

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 시즌제는 봄・가을 시즌으

로 나눠 오페라하우스(음악극, 무용), 콘서트홀(음악), 앙상블시어터

(연극), 시민회관(시민공연)과 성남미디어센터(미디어장르)가 연계

성을 가지고 동시에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봄 시즌에는 청소년관현

악축제를 주축으로, 가을 시즌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국제예술제

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관현악축제에는 교향악 

이외에도 민속예술과 K팝을 포함시키고, 국제예술제에서는 국악과 

클래식, 월드뮤직, 발레 및 현대무용을 선보이는 등 다양성과 문화상

호주의에 입각한 콘텐츠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특히 예술제의 일부

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산업환경과 연계, 미디어아트와 융합하는 것도 

좋겠죠. 작품의 유치는 1, 2년 전부터 외교기관 및 문화원, 첨단산업

기업과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겁니다.  

신 대표이사는 “모든 공연판은 축제여야 하고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세계 공연장을 다니며 느낀 것은 공연은 공연 자체보다도 음식이나 자

연, 분위기 등 공연장과 관련된 체험과 이미지다. 공연장은 자연 공간이 나를 

맞아주는 것처럼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는 그의 말대로, 우리나

라에도 국가를 대표할 만한 잔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국립극장의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2007~이다. 탁월한 문화외교력과 협상

력으로 성공리에 축제를 탄생시킨 당시 신 대표의 추진력에 미루어, 이제 성남

을 대표하는 새로운 축제의 로드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성남 지역 문화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

의 확립입니다. 대표님은 국립극장 시절에도 탁월한 문화외교력으로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을 성공리에 추진하신 바 있습니다. 성남의 정체

성이 살아있는 시민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남시는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성을 구축

하는 본격적인 축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연시즌제의 비수기인 여

름철에 탄천축제를 열어 민속, 마임, 서커스, 음악연주 등의 공연과 

스포츠 활동을 펼치면 어떨까요? 재래시장의 생산물과 시민생활 저

변에서 발생되는 동아리 활동은 필수적이죠. 탄천은 분당・중원・수정

・판교를 관통하므로 각 구별 네트워킹을 통해 이동형 축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성남시와 사랑방문화클럽, 복지단체, 

학교, 기업과 함께 운영해야 해요.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압박하지 않

는 자유로운 시민문화의 터를 열어야 하겠지요.

판교테크노밸리, 알파돔광장을 아트센터와 연결된 문화벨트로 구축

하는 도시형 축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IT・BT・CT등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

는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성남아트센터의 예술제 및 음악제 일부를 

이동형 축제로 확대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알파돔에 광장극장을 설립, 

국제산업전시회, 오케스트라, K팝 등을 뉴미디어 매체와 융합하여 시

민참여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는 열린 소통의 시대입니다. 도시 중심에 거대한 야외극장 및 개

방형 극장을 설치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축제는 뉴

미디어 아트와 팝아트 예술가들에게 실험과 창작의 장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산업도시의 클러스터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역량을 발전

시켜 나아가는 것이 성남시와 문화재단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국립극장장 재임 시절 공연장의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

템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국립극장에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박물

관을 건립하신 주인공입니다. 성남아트센터에는 어떤 아카이빙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할까요?

복합공연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준 높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장・기

록・연구합니다. 성남아트센터 역시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

people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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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실이 아닌 국립

예술자료원 및 해외의 아카이브와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

개해 나가야죠. 또한 시민들의 축제와 문화 활동을 병행, 생활예술의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기록은 미

래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죠. 13,000권의 서적을 소장한 책테마파크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북카페로서 시민생활예술의 자료를 아카이

빙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

를 이용해 시민들이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생생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죠.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은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외에도 청소년 음

악도들의 오케스트라 리그인 <성남청소년교향악축제>를 개최했고, 성

남형 엘 시스테마 <어울리오>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

남이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

십니까?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음악제의 개최 

역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를 위한 리사이

틀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음악가들의 개인 발표회장으로도 활

성화될 수 있고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남시민회관의 개축 

또는 큐브미술관을 증축해 리사이틀홀 건립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또 성남아트센터에 국내 유일의 악기 박물관을 건립, 클래식을 포함

한 세계의 악기를 총 망라해 전시하고 주말마다 연주법과 역사를 시

범, 강의함으로써 다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합

니다. 악기 박물관과 더불어 바이올린과 피아노,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 각종 악기를 방과 후 학생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악기은행

의 운영도 병행한다면 음악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세계의 음악을 집대성하는 악기들은 연차적

으로 외교기관으로부터 기증받거나 구입한다면 악기박물관은 성남이 

세계적 문화허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교두보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대표이사는 국립극장장 재임 시절 민자 32억원을 유치, 국내 최초의 청소

년극장인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을 지어 청소년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정도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에 애정과 관심

이 크다. 이는 어린 시절 예술을 벗삼아 자라난 신 대표이사의 성장환경과도 

관계가 깊다. 당대의 예술인들을 후원하던 예술애호가였던 부모님의 영향으

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 무용, 미술을 배우며 자라난 신 대표는 열다섯 살 때 지

금의 세종문화회관에서 현대무용가 호세 리몽의 공연을 본 순간을 오늘의 자

신이 있게 한 계기로 꼽는다. “바흐의 서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햇빛 같은 조

명 속에 살색 타이즈를 입은 무용가들이 빛의 입자처럼 뛰어오르며 춤추는 장

면… 공간에 생명이 넘치는 그 무대가 무한한 우주의 축소임을 깨달은 순간이

었다. 집에 와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면서 결심했다. 그 공간의 핵심과 

일체가 되리라고.” 

개관 이후 성남아트센터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점이 접근성이 취약

하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늘상 쉬는 놀이터로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

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성남아트센터는 도심 속에 위치하지만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접근성

이 취약합니다. 이는 문화공간의 조건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죠. 

극장은 자고로 ‟시장 내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권 내에 있

어야 하기 때문에, 아트센터는 반대로 생활공간인 부대시설을 진입

공간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춤의 광장, 야외 또는 지하 주차장 

일부에 예술의전당 비타민스테이션 같은 시민광장을 민간투자로 짓

는 것이 어떨까요? 생활이 있는 시민공간은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이

로써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더욱 공고

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역문화는 저변의 소단위에서 시작됩니다. 예산

을 늘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외계층의 공연・전시관람 등 교

육의 기회를 공급해야지요. 현재까지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랑

방문화클럽을 소외계층으로 확대하고 정서함양과 협동을 위해 다양

한 합창단을 조직했으면 합니다. 매월 진행되는 문화나눔 공연 <나눔 

모락 기쁨 모락>,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의 파크콘서트, 성남시민회관 

시민공연 등이 모두 공공성의 사업으로서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어울리오, 스쿨오브뮤직)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복지 전문인력과 예술강사 인력을 확충해 통합적이

고 단계적인 복지문화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지 복지차원의 문화

공급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창의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이 성남

문화재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가이자 행정가로, 학자이자 교육자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신 대표이

사는 하와이대학 대학원에서 연극학을 전공한 뒤 뉴욕 폴라코프 무대미술학

교 무대디자인과와 작화과를 졸업하며 무대예술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다. 1983년 귀국 후에는 연극과 공연계 현장에서 대한민국연극제 무대미술

상, 백상예술대상 무대미술상, 동아연극상을 비롯한 각종 무대미술상을 휩쓸

며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무대미술가, 무대기술가, 극장

건축가들의 모임인 OISTAT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cenographers, Technicians & Theatre Architects

에서 출간되는 『월드 시노그라피World Scenography 1975~1990』에 신 대표가 작업한 오

태석의 연극 <자전거>1983와 안애순의 무용 <만남>1990 무대디자인이 실렸다. 현

대 연극에서 주목할만한 세계 각국 유수 무대미술가의 작품 430여 편을 실은 

이 책에서, 한국 무대미술가로는 신 대표의 작품이 유일하다.

무대미술과 연출, 극작 등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예술가로, 예술가

와 행정가의 양 측면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특유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선보

일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세계 공연예술의 현장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무대미술가, 극장예술가로서의 경험이 극장행정가로서 업무를 수행하

실 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장행정은 공연과 관객, 혹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

화 콘텐츠를 잘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의 한계를 가

진 극장예술을 영구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김으로써 사회교육의 환경

을 만들어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지적, 정서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에서 예술가는 개인적인 작업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각을 종합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행정에서는 

합의된 목적과 협력체제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

니다. 저는 저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통찰력과 종합능력이 행정을 유

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

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남문화재단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

을 보태고 싶습니다. 

신선희 1945년생으로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 대학원

에서 연극학을 전공하고 뉴욕 폴라코프 무대미술학교에서 무대디자인과 및 작화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에서 연극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총감독과 국립극장장, 서울예대 석좌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국

립극장장 때 민자 32억원을 유치해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을 건립했고, 공연예

술계 숙원이던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창설 등 콘텐츠와 경영

내실을 다졌다.

대학 강단에서 극장사와 세계공연예술사를 강의해 왔으며, 오랫동안 연극현장에서 무

대미술가로 활동하며 <자전거>1983 <봄이 오면 산에 들에>1996 <문제적 인간 연산>1996 <바

리> 1999・2005 <태풍>1999 등의 무대디자인, <청산별곡>2000・2003 <고려의 아침>2002 <무천・산

화가>2005의 가무악 극본 및 연출을 맡았다. 

세계의 존경받는 무대예술가상, 올빛 무대예술가상을 비롯해 <문제적 인간 연산>으로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봄이 오면 산에 들에>로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무대미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무대작화』 『신선희 무대예술 작품집-침묵

과 여백의 공간』 『한국 고대극장의 역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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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허승연, 바이올리니스트 허희정, 첼리스트 허윤정. 세 자매로 구성된 허트리오의 

2013년은 시작부터 활기차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를 펼치고 있는 이들은 하이든과 쇼스타

코비치의 트리오 작품을 담은 첫 음반을 발표했으며, 2월 15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기

념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공연에서는 음반의 수록곡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1

번〉을 비롯해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트리오 4번, Op. 90〉, 체르니의 〈바이올린과 호른, 피아노

를 위한 트리오, Op. 105〉가 연주되며, 특히 체르니의 곡에서는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

트라의 호른 수석인 미샤 그로일Mischa Greull이 게스트 아티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허트리오에게 이번에 출시된 음반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었다.

글•류현정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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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삼색의 조화

허트리오

A  녹음이 진행된 독일의 아쿠스티카 스튜디오는 독일 집 

헛간을 개조해 나무로 만든 곳으로 음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이 장소가 음반 작업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은 무엇이었나요? 

H 아쿠스티카 스튜디오는 스위스 국경 지대의 작은 마

을에 위치한 아름다운 홀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곳은 높이 7m 이상으로 울림이 좋아요. 음악회도 열리

기 때문에 녹음할 때의 분위기도 연주회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 장점입니다. 처음 스튜디오에 갔을 때 친환경적인 

나무 향기와 아늑한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이런 곳이

라면 자연스러운 음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밀하게 계산된 다양한 모양의 조각 나무판들로 뒤덮인 내부벽과 천장 때문에 음향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톤 마이스터인 얀 차첵의 예술적이면서도 친화적인 성격이 녹음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죠.

A  레코딩 세션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전해주세요. 

H 녹음 작업 중간쯤 이르렀을 때 원하는 소리와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바이올리니스트가 급기야 눈물을 흘린 

일, 톤 마이스터와 토론을 하며 새로운 느낌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일, 그리고 녹음실 앞에 위치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본 환상적인 맛의 호박 수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Artview  고전 시대의 하이든, 20세기의 쇼스타코비치를 하나의 음반에 담았습니다. 

두 작곡가의 트리오 작품으로 음반을 프로그래밍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Huh Trio 처음 두 작곡가를 접할 때는 서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하이든의 음악적 유머와 풍부한 수사적 표현은 작곡가들 중에서도 뛰어나며,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서는 현대적 멜로디에서 강조되는 조소, 풍자, 반어적 요

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두 작곡가를 연결해주며, 듣는 이들에

게는 매혹적인 조화를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음반에 담긴 세 곡의 특징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이 음반이 감상자들에게 어떻

게 전달되길 바라나요? 

H 하이든의 피아노 삼중주 E♭장조는 경쾌하고 간단하면서도 악기들이 대화하듯 

살아 있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투명한 감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쉽지 않은 곡이죠. 쇼스타코비치의 어린 시절과 낭만적 감성이 드러나는 피아노 

삼중주 1번은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생각나게 하는 드라마틱한 감성이 특징이며, 

피아노 삼중주 2번은 아이러니하고 시니컬함 속에 숨어 있는 희로애락의 느낌을 

진지하게 전달해주는 곡입니다.

저희 세 자매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으며, 연주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을 거치며 만

들어낸 곡들입니다. 감상하는 분들이 실내악의 깊이와 입체감 있는 음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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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음 허트리오를 창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H 가족이 대부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중 세 명이 피아노 트리오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서 유

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업 중에는 트리오를 운영할 수 없었어요. 그러

던 중 1996년 재외 유명 연주자 초청 연주 시리즈에서 각각 솔로곡과 함

께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첫 데뷔 연주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려움

을 최대한 극복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A  가족으로 구성된 실내악 팀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내악에서는 

특히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만약 리허설 과정에서 해석

의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조율을 하나요? 

H 저희 셋은 개성은 물론 음악적인 배경과 경험, 색깔이 유난히 다른 편

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조율이 많이 요구되는 스타일인데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트리오 작업을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융화되어 있는 상

태입니다. 그러기까지 상당한 조율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했죠. 의견 

조율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세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의 논리적인 설명이 수반된 토

론, 바이올리니스트의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 첼리스트의 마무리 

제안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색깔이 잘 섞이면서도 하나

의 색깔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  멤버들이 솔리스트로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활동이 허트리오

의 활동에 어떠한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H 각자 연주를 통해 경험하고 발전한 부분들이 트리오 작업에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음악 활동에 대한 고민과 방향

성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모으는데요. 그런 공감의 시

간들이 음악 작업에 녹아나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A  클래식의 저변 확대나 관객 개발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을 위한 해설 음악회도 했던 허트리오는 연주회의 주제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고심을 하나요? 

H 해설 음악회를 해오면서 관객들이 더 능동적으로 연주를 듣고 몰입한

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해설 음악회를 지속해가면서 정통

성 있는 레퍼토리들을 잘 선별해, 관객들이 시야를 넓게 열고 연주를 들

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연주되지 

않는 참신하고 좋은 곡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현대곡과 위촉곡들을 기회

가 닿을 때마다 함께 연주하고 싶습니다. 

A  창단 이후 지금까지 허트리오의 음악적인 지향점은 무엇이었나요? 

H 원칙적인 표현을 중시하면서 악기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음악

의 중심에 근접해가는 것, 다양한 표정과 색깔을 추구하고 감동이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또한 잠시 만나 연습해서 보여주는 연주가 

아니라 꾸준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A  2013년, 그리고 앞으로 허트리오의 목표와 계획을 말해주세요. 

H 2013년 첫 음반 출시와 함께 기념 연주회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싶습니

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차별화를 꾀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살아 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트리오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

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랫동안 활동하는 알찬 실내악 팀이 되었

으면 합니다. 

주최

허트리오의 국내 첫 데뷔 무대는 1996년 예술의전당이 주최한 재외 유명 연주

자 초청 연주 시리즈를 통해서였다. 멤버 개개인의 역량과 조화로운 호흡으로 

호평을 받은 이들은 다수의 국내 순회공연과 교향악 축제, 북유럽 순회 연주 등

을 통해 수준 높은 트리오 연주를 선사해왔으며,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에 파견되어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트리오로 수차례 연

주를 펼치기도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앙상블이 노력 없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허승연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공부를 마쳤으며, 현재 

스위스의 컬처 매니지먼트 포럼의 회장 및 취리히 뮤직 콘서바토리의 종신 학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한 허희정은 서울대와 수원대에 출강

하며 서울예술종합학교의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허윤정은 숙명여대와 울산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멤버들은 다른 환경에

서 공부했으며, 허트리오의 멤버로서뿐만 아니라 솔리스트로서도 뛰어난 활약

을 펼치고 있다.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과 활동 영역이 실내악을 하는 데 장점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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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은 행복에 관한 것이다. 다시, 더, 많

이 행복해지는 것. 성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신진작가 공모전 우수상 수상2011에 이어 <성남

의 얼굴>전2012에 참여한 작가는 현재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며 활동 중이다. ‘열정과 도전 정

신을 가진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성남문화재

단 신진작가 공모의 모토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 길이 늘 쉽지만은 않았다. 작가는 차분한 목

소리로 예술로 풍요로워진 자신의 이야기를 들

려주었다. 여정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성실히 성장 중인 것만은 분명히 느

낄 수 있었다.  

글•이혜린 미술 칼럼니스트    사진•서지연

사진을 통해 
소통을 배우다

June Korea조준태

조준태란 본명 대신 ‘June Kore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학 초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유혹이 많았어

요. 어렵게 공부하러 왔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아 남들보다 더 

노력했어요. 점차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진 후엔 친구들이 저

를 ‘Korea’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 그 이름으로 활동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June 

Korea’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 생기더라도 더 옳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물론 이름의 가치에 마땅한 행동을 하려고 신중해졌죠.  

유학 중인데, 많은 전시에 참여하고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등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네요. 

지난 12월, 사진을 배우고자 들어간 학교를 졸업했고, 앞으로 대

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발로 뛰면서 찾아다닌 적도 있고, 전

시를 본 관계자들이 다른 전시를 제안해준 경우도 많아요.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개인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작품을 홍보한 점

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11년 성남문화재단 신진작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인 2012년 성남아트센터 <성남의 얼굴>전에 참여한 이후 체

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공모전 응모할 때, 공학도의 길을 접고 작가로서 길을 선택해 미

국에 체류 중이었어요. 신진작가 공모전이 젊은 작가로서 발돋움

하는 데 큰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상으로 이어져 무척 기

뻤습니다. 전시 기간에는 학기 중이라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성남

문화재단 측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셨고, 제 대신 작품 

설치나 운반 등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작가로서 대중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어떻

게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한편으

로는 제가 왜 예술을 하고,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제 작업들이 어

떤 결과물을 생성하는지 등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립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이 쌓여 작가로 성장

해나가는 데 영향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진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대학 신입생 시절, 우연히 알게 된 타과 선배의 홈페이지를 방문

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대생이었던 선배의 홈

페이지엔, 그가 찍은 사진과 연관된 글들, 일기, 자신의 철학 등이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보곤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철없는 대학 생활을 보

냈고,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지냈죠. 스스로를 아끼거나 위하는 자

존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날 이후로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다

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무작정 사진을 찍었어요. 제 작업을 

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공감한다고 말해주

면서 예술이 지닌 매력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

고 주위에선 전공을 살려 공학도의 길을 가길 바랐지만, 당시 사

진에 빠져 있었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사진을 선

택했습니다.  

June Korea(조준태) 약력 

2012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CA, U.S. | B.F.A. Photography Graduated 

first with Honors 졸업

2012 <As I slept, I left my camera over there>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CA, 

U.S. / <LA Drive Bye 24:00>, Studio For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 

외 3회

2011 <Face Off>, Smashbox Studios, West Hollywood, CA, U.S. / <Thinking 

Outside the Square>, Gallery 207, Santa Ana, CA, U.S. 외 3회

2010 <What was your dream?>, ACCD Public Programs Gallery, Pasadena, CA, 

U.S. / <President Selectio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Pasadena, CA, U.S. 

외 2회

2009 <36.5 project ON>, MayJune Gallery, Seoul, Korea

2006 <EIDF Documentary Exhibition>, EBS Space, Seoul, Korea  

2003 <PHOTO+PLUS>, Jebiwool Art Center, Gyeonggi, Korea 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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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통틀어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기억이 많지 않았는데, 그 후로 무엇이

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진을 찍게 되면서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죠. 

전반적인 작업을 살펴보면, 인형을 이용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요소가 함축된 거 같은데 작품

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와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 작업은 ‘어린 시절’ ‘꿈’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요소를 인형을 통해 이미지화하죠. 어렸을 

때는 누구나 인형을 의인화해 함께 대화하고, 놀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는 순간, 애틋하고 순수했던 

기억들을 완전히 잊는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감을 얻어 ‘As I slept, I left my camera over there(내

가 사진기를 그곳에 놓고 잠들었을 때)’라는 상황에 놓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인형이 때로

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울같이 저의 감정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 작품을 보고 

잃어버린, 혹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이나 추억, 그리고 꿈을 환기시켰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시에서 작품을 본 관람객들이 어떤 

점에 주목하길 바라나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안에 담긴 스토리나 감성을 봐주셨

으면 해요. 아무런 선입견이나 제한 없이, 말 그대로 열린 마

음으로 즐겼으면 해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무엇인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전시에서 만난 아트 브로커가 ‟예술 작품

이 사람 에게 말을 걸 때, 사람들은 그림을 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

을 구입할 거라 생각했는데, 작가로서 그 말이 와 닿았어요. 

저 또한 인물 사진의 거장이라 불리는 유섭 카쉬Yousuf Karsh의 

작품 중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를 찍은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 그 작품이 제게 말을 거는 듯한 느

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거장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한 것처럼 저 역시 관람객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감정을 전달하는 작

업을 하고 싶습니다. 

작가로서 인생 모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할 계획인지 듣고 싶

습니다.  

작품의 측면에서 계속 변화를 줄 예정이지만, 그 안에 담긴 큰 맥락은 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품마다 그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편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작품과 전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 뉴

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전시도 차근히 준비할 예정이고, 대학원에 

진학해 사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요. 

작가로서 끊임없이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말을 걸어 소통하고 싶다는 목

표 외에도 교육자의 길을 꿈꾸고 있어요. 대학 신입생 시절, 누군가의 인

생이 제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듯,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전환점이

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꿈을 잃지 않

고 그들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Inkjet Print, Face Mount / 24×24in

Inkjet Print, Face Mount / 24×16in

Inkjet Print, Face Mount / 19.2×2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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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 Theater

글•김주연 공연 칼럼니스트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사천가>는 기존의 판소리 장르에 대한 새롭고도 신선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자람이 오랫동안 고민

해오고 있는 ‘판소리의 현대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으로, 판소리를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관객 누구나 공

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동시대의 예술로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바람이 담긴 작품이다.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사천가>

‘사천’이 아닌 
바로 ‘이곳’의 이야기  

공연계의 작은 거인, 이자람

아주 오래전,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로 시작하는 노래 

‘내 이름 예솔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깜찍한 꼬마 이자람. 대중

음악으로 이름을 먼저 알린 이자람은 세 번의 완창 무대를 거치며 

젊은 ‘소리꾼’으로 먼저 인식되었다. 12세에 판소리에 입문해 국

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96년, 이자람은 4시간짜리 <춘향가

>를 완창하고 이듬해인 1997년에는 판소리 <심청가>를 완창했으

며 1999년에는 8시간 동안 <춘향가>를 완창해 ‘최연소 판소리 완

창’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그녀는 2007년 창작 판소리 <사천가>를 발표하

고, 이어 또 하나의 창작 판소리 <억척가>를 무대에 올려 전회 매진, 전

회 기립 박수라는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한편으로는 뮤지컬 <

서편제> 무대에 올라 2011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신인상을 받았으며, 인

디밴드인 ‘아마도이자람밴드’에서는 메인 보컬로 활약하고 있다. 동서

남북 종횡무진, 그야말로 ‘잘 자란’ 공연계의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인 활동 중에서도 <사천가>를 비롯한 창

작 판소리 작업은 기존의 판소리 장르에 대한 이자람의 새롭고도 신선

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즉, 판소리를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

늘의 관객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동시대의 예술로 만들고자 하

는 그녀의 바람이 담겨 있는 작업인 것이다. 

이자람은 <사천가> 작업을 위해 대본과 작창, 소리와 음악감독까지 모

두 도맡아 참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빛나

는 순간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다. 무대 위에 선 이자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카리스마, 그리고 팔색조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

는다. 극중 이자람은 주인공 순덕과 사촌 오빠 재수의 1인2역을 비롯해 

수많은 인물을 소리와 연기로 그려낸다. 웬만한 모노드라마보다 더 부

담스러운 역할이지만 이자람은 작은 표정의 변화와 목소리만으로 순박한 

여자 순덕과 악독한 사촌 오빠 재수, 겉멋 들린 소믈리에 견식과 그의 엄

마, 변 사장과 팽 마담 등 다양한 인물을 생생한 개성 속에 살려내고 있다. 

판소리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대사와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

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시간 동안 수많은 소리와 아니리(대사), 

발림(몸짓)을 온전히 혼자 힘으로 해내는 이자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만큼 감동적이다. 소리도 소리지만 

목소리 톤과 표정 변화만으로 자유자재 인물들을 오가는 이자람의 연기

를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소리꾼일 뿐 아니라 타고난 배우란 생각이 

절로 든다. 관객들은 이 작지만 당찬 소리꾼의 에너지와 카리스마에 압

도당해 자발적으로 “얼씨구” “잘한다” “예쁘다”란 추임새를 넣고, 이자

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두 시간 동안 오롯이 작품 속에 몰입한다.

낯설고도 익숙한 이름 브레히트 

이자람은 브레히트의 <사천의 착한 사람>을 각색한 창작 판소리 <사천

가>를 완성한 뒤 이어서 브레히트의 또 하나의 서사극인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을 각색한 <억척가>를 선보인 바 있다. ‘판소리와 브레히

트’ 하면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만 사실 관객의 객관적인 성찰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기법, 그리고 당대 사회

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돋보이는 그의 테마는 관객과 소통하고 

시대상을 담아내던 우리 판소리의 전통과 맞닿는 부분이 많다. 

주제와 내용뿐 아니라 형

식과 표현 면에서도 <사천

가>는 현대의 관객과 만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작품이다. 일단 

이 작품은 고색창연한 한

자어와 낯선 고어들을 걷

어내고,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

게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

적인 사설과 노랫말을 집

어넣었다. 이는 극중 순덕

이 부르는 노래 한 구절만 

들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착하게 살기는 하늘의 별 

따기. 아무리 노력한들 세

상 살기 어려워요. 저는 너

무 뚱뚱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어디 알바라도 

하고 싶지만 뚱뚱한 여자는 아르바이트도 힘들어요. 국민소득 2만 불인

들 배고픈 건 여전하고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도 내 몸 뉘일 곳은 

없어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모든 게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나요.” 

한편 전통적인 판소리가 소리꾼과 고수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이 작품은 북, 장구, 꽹과리 등 전통악기 외에도 전자기타, 퍼커션,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전통과 현대, 그리

고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무대 위에서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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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태헌 음악 칼럼니스트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

폴란드에서 날아온 훈풍 

ARTView  28・29

글•노태헌 음악 칼럼니스트

▶
Preview Classic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폴란드 출신으로는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라파우 블레하츠. 바흐로부터 베토벤, 쇼팽을 아

우르는 첫 내한 프로그램으로 폴란드와 쇼팽이라는 명제에 함몰되지 않은 블레하츠만의 개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
Preview Classic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

폴란드에서 날아온 훈풍 

일시  2월 13일 20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41-3183

1927년에 출범한 쇼팽 피아노 콩쿠르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화에 휩

싸였던 1942년을 제외하고는 5년 주기로 개최되며 수많은 전설을 배

출한 콩쿠르계 최고의 등용문이다. 1위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던 1990

년과 1995년을 제외하면 1회 우승자 레프 오보린 이후 총 15명이 이 

대회를 통해 최고 반열의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승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외로 폴란드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금은 거

의 잊혀가는 1949년의 할리나 체르니-스테파노프스카(벨라 다비도

비치와 공동 우승), 1955년의 아담 하라셰비치, 현재까지도 최고의 쇼

팽 해석가로 군림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정도가 쇼팽의 후예

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임동민・동혁 형제의 참가로 국내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2005년, 1975년의 지메르만 이후 무려 

30년 만에 네 번째 폴란드 출신 우승자가 배출되었는데 바로 그가 이

번 내한 공연을 앞둔 라파우 블레하츠다. 

1985년 폴란드의 나트워 나크 노테치옹에서 태어난 블레하츠는 비드

고슈치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음악원, 펠릭스 노보비에스키 음악원

에서 공부했다. 1996년 11세의 나이에 제13회 요한 제바스티안 콩쿠

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2002년 제5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기념’ 인터내셔널 영 피아니스트 콩쿠르 2위, 

2003년 제5회 하마마쓰 피아노 콩쿠르 2위로 천재 피아니스트의 면

모를 과시했다. 이후 2005년 생애 가장 큰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쇼

팽 콩쿠르에서의 1위로 세계 피아노계에 방점을 찍게 된 것이다.  

하지만 블레하츠의 우승은 국내 팬들 사이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자아

내기도 했다. 화려함과 치밀함을 동시에 갖춘 동민・동혁 형제의 테크

닉에 비해 블레하츠의 정적인 톤은 다소 밋밋하며 소극적으로 느껴졌

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심미안은 적확했다. 당시 20세

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펼쳐낸 크리스털처럼 영롱한 톤과 

과장되지 않은 루바토, 쇼팽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는 들으면 들을수

록 마치 루빈스타인의 재래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절제된 

감성으로 특유의 우수를 발현하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은 최

근 피아니스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기에 블레하츠

만의 차분한 어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것으로 다가온다. 2006

년 DG와의 계약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는 전주곡이라는 야심 찬 

프로그램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이후 쇼팽 프로그램을 탈피, 하이

든, 모차르트, 베토벤이라는 독일-오스트리아 계보의 정통 레퍼토리

부터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에 이르는 자신만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내한 공연 레퍼토리는 바흐로부터 베토벤, 쇼팽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안목을 드러냄으로써(음반으로는 한 번도 발매한 적 없는 레

퍼토리들이다) 폴란드와 쇼팽이라는 명제에 함몰되지 않은 블레하츠

만의 개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2월 13일 해빙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의 따뜻하고 차분한 피아니즘을 맞이하고 싶다. 

ARTView  28・29

일시  2월 23・24일 17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홀

문의  031-783-8000

들이 흥겹게 두들겨대는 타악의 리듬은 작품에 속도

감과 에너지를 더하고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소리꾼의 

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거기에 ‘움직임 배우’들이 등장

해 이야기의 흐름을 더욱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뮤지컬의 앙상블처럼 등장하는 이들 움직임 배우들은 

다이내믹한 춤과 움직임, 노래 등으로 극의 부피와 질

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사천가>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전통 판소리 공

연의 장점을 적극 들여왔다. 본래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무대에 딱 서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객석을 아우르는 하나의 마당에서 소리꾼과 관객 모

두가 한바탕 어우러져 놀았던 놀이판이다. <사천가>는 

이러한 판소리의 공연 방식을 따라 무대와 객석의 상

호작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리꾼

이 공연 중간 중간 관객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추임

새를 유도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관객들을 작품 속

에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이 공연이 행위자와 관객 모

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

시킨다. 

이 시대에 ‘선인’이란 가능한가 

이자람의 <사천가>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사천의 착한 사람>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창작 판소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천의 착한 사람>은 지상에 내려온 세 명의 신의 시

선을 통해 이 세상에 과연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우화적・풍자적 성격의 서

사극이다. 이자람은 브레히트의 이 이야기를 낯설고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가져왔다.  

극의 시공간적 배경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도시. 세 명의 신이 착한 사람을 찾아 이곳에 

내려오지만 행색도 남루하고 신분도 확실치 않은 이들을 재워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때 

마침 붕어빵 장수 왕씨가 ‘사천의 천사’라 불리는 뚱녀 순덕이를 소개해준다. 세 명의 신

은 순덕의 친절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고 떠난다. 순덕은 

그 돈으로 조그마한 분식집을 차리지만 그녀의 돈에 눈이 먼 수많은 거지와 친척들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르고, 결국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상의 사촌 오빠인 ‘재수’로 

변장해 냉정하게 거지들을 쫓아낸다. 

이후에도 순덕은 끊임없이 선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자 하지만, 눈앞의 이익

에 눈이 멀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또 선의를 악의로 갚는 이웃들 때문에 틈날 

때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촌 오빠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순덕의 또 다른 자아인 

사촌 오빠 재수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일 처리로 모든 상황을 단번에 해결한다. 어느 날 순

덕은 소믈리에를 꿈꾸는 청년 견식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순덕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한 뒤 그녀를 버리고 떠난다. 홀로 남게 된 순덕은 순덕과 재수를 오가며 끝까지 사람

답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

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인의 사랑과 희생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자기 밥줄을 위

해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웃을 음해하는 <사천가> 속 인물들의 모습은 재산 때문에 가

족을 버리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

천가>는 저 옛날, 머나먼 사천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다. 브레히트의 원작과 마찬가지로 <사천가> 

역시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선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지 조용히 관객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비록 곧장 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의

미 있는 질문이다.  



특유의 성실하고 열정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휘 스타일로 런던 청

중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나아가 런던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1967~1979, 글라인드본 오페라 음악감독1978~1988, 코벤트 가든 로열 오

페라 음악감독1987~2002 등을 역임했다. 런던 심포니와의 인연은 2000

년대 들어 돈독해졌는데, 악단의 자체 레이블인 LSO Live에서 음반으

로 발매되기도 했던 베토벤 사이클, 브람스 사이클, R.슈트라우스 사이

클 등이 그 단적인 증거다. 

현재 하이팅크는 현역 최고령의 거장 가운데 한 명이다. 일세를 풍미

했던 왕년의 메이저급 거장들 가운데 그보다 연배가 높은 이로는 쿠르

트 마주어,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정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하이팅크

의 활약상은 나이를 무색

케 한다. 런던 심포니와의 

작업 외에도 로열 콘세르

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바

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시

카고 심포니 등을 지휘하

여 가늠할 길 없는 원숙미

를 펼쳐 보이고 있다. 특

히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그가 가장 아끼는 브루크

너를 연주한다는 점! 더구

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

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참고로, 하이팅크의 내한

은 1977년(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이쯤에서 악단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 1904년에 창단된 런

던 심포니는 명실상부 런던, 아니 영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다. 영국

에서 런던 심포니는 ‘여왕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며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가 명예총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독일의 거장 한스 리히터를 초

대 지휘자로 추대한 이래 아르투르 니키슈, 토머스 비첨, 피에르 몽퇴, 

클라우디오 아바도, 콜린 데이비스 등을 거쳐 현재의 발레리 게르기예

프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거장들을 수장으로 내세우는 전통을 면

면히 이어오면서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의 입지를 유지해왔다. 자주 거

론되는 2008년 <그라모폰>지 선정 오케스트라 순위에서는 로열 콘세

르트허바우, 베를린 필, 빈 필에 이어 세계 4위에 랭크된 바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런던 심포니는 전형적인 영국 악단의 우수한 특성을 

대변한다. 일단 단원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충실한 앙상블

을 들려준다. 음색 자체의 개성은 프랑스나 독일의 악단들에 비해 덜하

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품 자체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아울러 지휘자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서 지휘자의 개성과 해석을 고스

란히 드러낸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이팅크의 원숙한 브루크너, 피르스의 단아한 협연

이번 내한 공연에서 이 악단을 지휘할 하이팅크는 현임 수석지휘자인 

게르기예프보다 런던 심포니를 더 잘 알고 있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

다. 지난해 내한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지

휘자’인 게르기예프는 악단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요리하려 하고 그에 

따라 부침도 심한 편이다. 반면에 하이팅크는 악단의 장단점과 레퍼토

리의 성격을 신중히 가늠해 언제나 악단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내

는 타입의 지휘자이다. 따라서 이번 내한 공연은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

는 런던 심포니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

다. 물론 그들이 순도 높게 구현해 보일 베토벤의 교향곡 7번(2월 28

일)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3월 1일),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팅크의 

원숙한 해석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협연자이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곡 17번(2월 28일)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3월 1일)을 연주할 

마리아 주앙 피르스(사진)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 가운

데 한 명이다. 클래식 음악의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드문 포르투갈 출신

의 노장(1944년생)으로, 미츠코 우치다와 나란히 현존 최고의 (여성)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며, 그 밖에 슈베르트, 쇼팽, 슈만, 바흐 

등의 고전적인 레퍼토리에 천착하며 개성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연주

로 각광받아왔다. 그녀 역시 17년 만의 내한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 이번 공연에서도 특유의 섬세하고 단아하면서도 그윽한 맛을 담아

내는 연주로 청중에게 깊은 감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팅크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전히 눈부신 노거장의 귀환 

ARTView  30・31

▶
Preview Music

글•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일시  2월 28일 20시,  3월 1일 17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명실상부 영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런던 심포니가 오는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통산 여덟 번째 내한 공연을 갖는다. 

런던 심포니는 지난해에도 현임 수석지휘자인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함께 내한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2~3월 내

한 공연 시장에서 자칫 뒤로 밀려날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공연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

휘자가 베르나르드 하이팅크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는 누구인가? 아마도 많은 애호가들은 그의 이름과 더불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를 떠

올릴 것이다. 그렇다. 그는 1961년에 급서한 에두아르드 판 베이눔의 뒤를 이어 32세의 젊은 나이로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공동 

수석지휘자(독일의 거장 오이겐 요훔과 함께)로 선임됐고, 1964년에 단독 수석지휘자로 독립한 후 1988년에 퇴임할 때까지 장장 25년 동안 이 

네덜란드 최고의 악단을 이끈 바 있다. 

하이팅크는 콘세르트허바우를 이끌면서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베테랑 지휘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레코딩 작업! 연륜 있

는 음반 애호가라면 과거 필립스 레이블에서 나왔던 하이팅크-콘세르트허바우 콤비의 숱한 명반들을 기억할 것이다. 주요 작곡가들의 교향곡 

전집을 두루 섭렵한 그 음반들을 바탕으로 하이팅크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인정받았다. 또 베를린 필, 빈 필, 보스턴 심포니 등 세계 굴지의 악단

들을 주기적으로 지휘하면서 정상급의 마에스트로로 자리매김했다. 

현역 최고령의 거장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런던은 하이팅크에게 제2의 고향이었다. 지휘 경력 초기부터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모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도시를 자주 왕래하며 



연극 <에이미>

가치관의 충돌과 대립, 우리 시대를 엿보다 

▶
Preview Theater

글•최윤우 연극 칼럼니스트

시대가 변한다. 그에 따른 문화도 변한다. 용어도 바뀌고 행동도 낯설어진다. 자칫 한순간 잠시 머뭇거렸나 싶으면, 자신도 

모르게 옛것을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낡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너와 나를 경계 짓고, 관

계는 수면 아래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가 변화에 순순히 따라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까?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변화의 흐름이기에 받아들여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한 가족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연극  

<에이미> 속에 내재된 이야기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 낀 사람들의 일상   

2010년 2월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에이미Amy's View>가 2월 명동예술극장에서 재공연된다. 연극배우인 에스메와 영화감독을 꿈꾸는 

도미닉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각기 다른 두 세대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에이미의 시선을 통해 낡은 것과 

새것의 대립을 한 가족사를 중심으로 풀어낸 데이비드 헤어의 대표작이다. 영국 초연 당시 “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변화

를 모녀의 갈등과 화해라는 드라마 안에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초연되며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 너머에 

잠재돼 있는 ‘예술’의 가치와 효용, 그것을 품어내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호평받았던 작품이다.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메에게 외동딸인 에이미가 남자 친구 도미닉과 함께 찾아온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신문 동정란에 기사를 기고하

는 도미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에스메는 오랜만에 만난 에이미와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에이미는 아직 도미닉에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에이미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스메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미닉에게 알려준다. 

6년 뒤 결혼한 도미닉과 에이미가 찾아오고, 도미닉과 에스메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충돌한다. 에스메는 연극을 무시하고 미디어만 믿

는 도미닉이 못마땅하고, 연극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도미닉과의 충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세월이 지나고 TV드라마 등에 출

연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던 에스메는 프랭크의 권유로 로이드 회사에 투

자했다가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진다. 이 일로 에이미와 다투게 되고, 에

이미는 현실적인 문제에 서툴고 도미닉과 잘 지내지 못하는 엄마에게 

분노한다. 2년 후 에이미의 죽음을 겪은 도미닉은 웨스트엔드의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에스메를 찾아온다.

현실감각이라고는 없는 이상주의자인 에스메와 현실주의자인 에이미의 

갈등은 영화감독을 꿈꾸는 도미닉의 등장으로 첨예화되고, 연극의 가치

를 주장하는 에스메와 미디어의 가치를 내세우는 도미닉의 갈등은 시간

이 흐를수록 고조된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들의 서로 다른 

견해는 에이미의 죽음 이후, 허름한 분장실에 앉아 있는 에스메를 도미

닉이 찾으면서 화해하고, 그들의 화해 이면에 엿보이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태동은 이 연극이 비단 갈등

과 현실 인식에 머물러 있지 않다

는 것을 목도하게 한다.   

1979년에서 1995년까지 16년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사람

들의 모습을 담아낸 연극 <에이미

>는 영국의 사회, 경제, 정치 상황

이 다각적으로 변화하던 격동의 

시대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의 갈

등과 예술적 ‘가치’ 등 동시대의 

현실 문제를 작품 속에 풀어냈다. 

<유다의 키스> <철도> 등으로 잘 알려진 극작가 데이비드 헤어는 가치관

의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의 날것으로 드러내면서 

아주 작은 일상들을 주목하게 했다. 손바닥 세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소통 부재와 세대 간・계층 간 간극이 심화되고 있는 요즈음, 연극 <에이

미>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소소한 변화를 인식하

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우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예술의 가치, 문화적 화두를 품다

사회적 변화로 야기되는 계층 간의 갈등 외에 이 작품이 지닌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술에 대한 가치와 효용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 이야기는 연

극배우로 일생을 살아온 에스메와 미디어 재벌이 된 도미닉의 대화를 

통해 첨예하게 드러난다.

도미닉은 에스메를 인터뷰하면서 ‘연극의 종말’에 대해 말하라고 주장

한다. 에스메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언제나 항상 ‘연극의 죽음’이야. 뭐든 지들이 꼴리는 것의 죽음이래. 

TV의 죽음, 왜 이런 것들은 안 다루지.” 미디어 재벌이 된 도미닉 역시 

그의 주장을 꺾지 않는다. “우린 대중에게 얘기하죠, 압도되지 말라고. 

그냥 자신의 본능을 믿으라고. 오직 예술만이 고상하고 우월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도미닉은 대중문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

러내고, 스스로 함정에 빠진 도미닉에게 에스메는 비수를 날린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프로그램의 사회자에겐 단 하나의 결

격 사항이 있지. 바로 예술을 혐오한다는 것!” 

연극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화두는 대중을 상실한 예술과 대중의 인

기를 얻기 위해 예술을 희생시키는 대중문화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돌아온다. 연극 <에이미>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오늘날

의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항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허름한 분장실에 

서 있는 노老배우의 신념으로 가슴

을 먹먹하게 만든다. “내 인생은 여

기 극장에 있어. 막이 오르면 내 인

생이 펼쳐지지. 내 공연이 내 삶이

야.” 에스메로 분한 배우 윤소정이 

말하는 연극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현존하는 배우로서의 삶과 만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연극 <에이미>는 세대 간의 충돌

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차이를 통해 단순한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

해와 융합의 필요를 되묻는다. 또한 연극(예술)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한

다. 낡은 것과 새것의 대결이 아닌 이야기, 지난 세대와 지금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을 벗어난 우리 시대의 이야기, 명동예술극장에서 다시 올

라가는 연극 <에이미>가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ARTView  32・33

일시  2월 15일～3월 10일 평일 19시30분, 

         토・일・공휴일 15시(화 쉼)

장소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또 직접 공연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졌던 소박한 작품 <요셉 어메이징>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이듬해 에

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소개가 되고, 뉴욕에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점차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춘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 로열 시어터에

서 브로드웨이 초연의 막을 올리기에 이른다. 749회의 성공적인 공연

을 마친 후에도 1991년 6월 12일 런던 팰러디움에서 2만 명의 관객들

을 모아놓고 대규모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이 작품에 대한 영국인

들의 각별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99년 도니 오스몬드를 캐

스팅한 동명의 영화와 2001년의 영국 투어도 성공적이었지만 최근 가

장 화제가 된 것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직접 제작한 TV 오디션 프로

그램을 통해서 요셉 역에 적합한 신인 배우를 뽑은 2007년 리바이벌 

공연이다. 

꿈꾸는 요셉의 모험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야기다. 열두 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서 아버지에게 유독 사랑받은 열 

한 번째 아들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만 선한 마음과 강한 

의지로 결국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른 가족을 용서하

고 구원하면서 화해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숙한 

서사이기도 하다. 종교적인 의미를 배제하고라도 그 자체로 흥미진진

한 영웅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대중에게도 영화나 만화, 애니

메이션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제목은 몰라도 첫 소절만 들으면 누구

나 “아, 그 노래!”라고 반가워할 ‘Any Dream Will Do’인데 듣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흥겨운 멜로디에 낙천적인 가사가 작품의 분위

기를 짐작하게 해준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요셉의 캐릭터를 암시해주는 곡이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 작품은 현대극단이 라이선스 없이 <요셉과 어메이징 테크

니컬러 드림코트>라는 제목으로 유열과 신효범이라는 스타를 캐스팅해

서 공연한 바 있다. 유열은 당시 “팝음악의 백과사전 같은 뮤지컬 넘버

에 매료됐다”고 밝혔는데 그의 말대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넘쳐났던 스

물두 살의 로이드 웨버가 자신의 창작욕을 아낌없이 발휘한 작품이다.  

재미있는 점은 1994년 현대극단 공연에서 연출과 안무를 맡았던 김덕

남 연출과 서병구 안무가가 이번 2013년 공연에도 참여를 한다는 점이

다. 대본과 악보도 없이 재창작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던 작품을 20여 

년 만에 정식 라이선스 뮤지컬로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된 감회가 새로울 

듯하다. 이번 공연 또한 대본과 음악의 판권만 구입한 스몰 라이선스이

기 때문에 연출가와 안무가의 재해석에 대해 기대해볼 만하다. 

제작사 측에서는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의 초기작이라 다양한 시도

가 있다. 음악적으로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구성부터 보

통 일이 아니다. 규모 면에서는 웅장함은 아니지만 새롭고 대중적이면

서 다양한 시도에서 변화무쌍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권선징악의 주

제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요즘 뮤

지컬에서 흔히 맛

볼 수 없는 해피

엔딩의 극치다.  

전 연령층이 봐도 

좋을 만한, 오랜

만에 만나는 착한 

뮤지컬”이라고 자랑했다. 

21세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착한 뮤지컬이지만 쇼 뮤지컬로서도 흠잡을 

데 없이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가족 관객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요셉 역에는 송창의, 조성모, 그룹 부활의 보컬 정동하,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이자 <해를 품은 달>로 관심을 모은 임시완(사진)이 캐스

팅되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거장의 놀라운 첫 번째 꿈

ARTView  34・35

▶
Preview Musical

글•김영주 월간 <더뮤지컬> 기자

일시  2월 12일~4월 11일 20시(목 일부 15시), 

        토・일・공휴일 14시・18시 30분(월 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77-3363 

이미 전설이 되어 날 때부터 거장이었을 것 같은 마이더스의 손에게도 꿈은 크고 현실은 불확실한 청년이었던 시절은 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Joseph and th Amazing Tedhnicolor Dreamcoat>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장발의 옥스

퍼드 중퇴생이었던 스물두 살에 죽이 맞는 친구 팀 라이스와 의기투합해서 세상에 내놓은 첫 장편 뮤지컬이다.

팀 라이스와 콤비를 이뤄서 첫 작품(<The Likes of Us>)을 썼지만 관객의 평가를 받기는커녕 무대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실패를 맛본 후 

낙담하고 있던 그에게 같은 성공회 교구에 속해 있던 지인이 제안을 한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좋아할 만한 뮤

지컬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완성된 것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15분짜리 오라토리오였고, 보통 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빠른 비트의 재기발랄한 음악이 주를 이루었다. 이 소규모의 작품은 로이드 웨버가 몸담고 있던 교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아이들이 공연하기에 딱 좋은 밝고 긍정적이며 사랑스러운 소품은 성직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

다. 이 작품에 만족을 한 성공회 주교들이 이번에는 신약성서를 배경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앤

드루 로이드 웨버를 지금의 거장으로 만든 문제작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이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두 작품, <오페라의 유령>과 <캣츠>를 썼고 뮤지컬 걸작을 말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에비타>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송 앤 댄스> <텔 미 온어 선데이>처럼 뜻밖의 면모를 보

여주는 작지만 매력적인 성공작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부모에게 첫 자식은 특별하다고 하고, 예술가에게 작품은 아이와 같다고들 한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에게도 <요셉 어메이징>은 각별하게 마음이 가는 첫아이다.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

한국 최초 창작 뮤지컬, 새롭게 돌아오다        

▶
Preview Musical

글•조창욱 공연 칼럼니스트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는 창작 뮤지컬의 효시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예그린 악단이 고전소설 『배비장전』을 각색한 이 작품은, 

1966년 초연 당시 4일간 단 7회 공연으로 1만6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토속 뮤지컬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킨 바 있다. 초연

일인 10월 26일이 ‘뮤지컬의 날’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살짜기 옵서예>가 47년 만에 리메이크된다. 

새로운 시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혀 선보이는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될까.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 살짜기 살짜기 

살짜기 옵서예~”패티 

김의 노래로도 유명한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

>는 1961년 한국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국제화

를 목적으로 창단된 예

그린 악단의 재기를 기

념하기 위해 선보인 공

연이었다. 당시 최고로 

손꼽히던 작가 김영수와 

작곡가 최창권, 연출가 

임영웅, 안무가 임성남 

등의 스태프가 참여하

고, 가수 패티김과 코미디언 곽규석, 탤런트 김성원 등의 스타와 전속 오케

스트라와 무용단, 합창단 등 100여 명의 출연진이 투입된, 당대로서는 보기 

드문 대작이었던 셈이다. 공연에 앞서 패티김이 부른 주제가를 비롯한 뮤지

컬 넘버들을 담은 음반을 발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살짜기 옵서예>는 개막 

전 5배나 비싼 암표가 등장할 정도로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비록 한국을 

방문한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 무대를 내주기 위해 일주일 예정이었

던 공연을 나흘 만에 막을 내려야 했지만, 짧은 공연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를 상회할 만큼의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살짜기 옵서예>는 예그린의 성공

적인 레퍼토리로, 한국 창작 뮤지컬 1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고전소설 『배비장전』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는 제주 목사

를 따라 비장으로 부임하게 된 배 선달이 여색을 멀리하겠다는 아내와의 맹

세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목사의 명을 받아 

그를 유혹하는 천하일색 제주 최고 기생 애랑과 방자의 계략에 걸려 온갖 

망신을 당한다는 원작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간다. 다른 점이 있다면 뮤지

컬은 고고한 척하는 양반의 위선과 허위의식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원작에 애랑과 배비장의 사랑 이야기를 더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꿈

꾸지만 양반들의 지절을 믿지 못하는 애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비장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지만, 사별한 아내를 향한 순정과 지조를 지키려 했던 

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마음을 열게 된다. 

이번 공연은 1996년 여섯 번째 공연 이후로 만날 수 없었던 <살짜기 옵서예>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11 차세대 콘텐츠 동

반성장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획・진행됐다.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

리면서도 현대적인 각색과 편곡을 가미해 선보일 예정이며, 3D 맵핑과 홀

로그램 등 최신 영상 기법을 적극 활용해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입체적

인 제주도를 구현해낼 계획이다. 특히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제주의 특성과 

유채꽃이 핀 들판이나 아름다운 폭포, 몽환적인 숲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신선한 볼거리들로 꾸며진 환상적인 무대도 기대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

붕 위의 바이올린> <파리의 연인> 등을 연출한 구스타보 자작과 <스프링 어

웨이크닝>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김민정 연출이 공동 연출로 참여하

며, <내 마음의 풍금> <사춘기> <미녀는 괴로워> 등을 집필한 이희준 작가

와 피아니스트이자 편곡자인 이진욱이 투입돼 원작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

하고 있다. 공연에 참여할 배우들의 면면도 기대를 모은다. 어떤 무대에서

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 김선영이 패티김의 뒤를 이어 애랑 역에 캐

스팅됐고, 카리스마 넘치는 실력파 배우 최재웅과 ‘꿀 성대’를 자랑하는 홍

광호가 배비장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꾀한다. 이들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

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제주 목사 역의 박철호와 송영창, 방자 역의 김성

기와 임기홍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배우들이 새로운 버전의 <살짜기 옵서예>

에 깊이와 완성도를 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시  2월 19일~3월 31일(2월 16일, 17일 프리뷰 공연)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158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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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루즈 로트렉

<물랑루즈>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고흐는 권총 자살을 택했고, 로트렉은 자신에게 총을 겨눌 

수는 없었지만 죽음을 향해가는 쇠진한 몸을 끝까지 방치

했다. 결국 소극적인 방식의 자살이나 다름없다. 나는 고흐

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로트렉의 감성을 뛰어넘

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상심한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을 보

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슬픔은 아무리 말해도 사

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걸 그림 속

에 덜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고흐와 로트렉은 자신을 지겹도록 따라다니던 시련과 고통

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고,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그

건 고통을 하나의 ‘이미지’나 ‘개념’으로 바꾸어놓는 일이

다. 가령 베르테르는 사랑에 실패한 이미지의 정수를 보여

주었고, 사람들은 세상에는 수만 명의 베르테르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는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지

만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고흐는 힘들게 삶

을 꾸려가는 많은 예술가의 로망이다. 흔히 ‘물랑루즈의 화

가’로 알려져 있는 로트렉은 형편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고 

불운한 화가의 전형이었다. 얼마 전 우디 앨런의 영화 <미

드나잇 인 파리>에 등장하는, 중절모를 쓰고 동그란 안경을 

낀 난쟁이 화가가 바로 툴루즈 로트렉이다. 그에겐 늘 ‘비운

의 화가’와 ‘퇴폐 화가’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곤 했다.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1864년 11월 24일 프랑스 남부의 알비라는 도시에서 앙리 

마리 레이몽 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Henri Marie Raymond de Toulouse-

Lautrec-Monfa라는 긴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의 집

안은 샤를마뉴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가

문이었고, 이 긴 이름 역시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계승자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되고, 귀족의 풍요로움과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유럽의 왕족들은 흔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

해 근친결혼을 했는데, 이로 인해 유전적 결함을 갖는 아이

들이 태어나곤 했다. 로트렉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종사촌 

물랑루즈를 매일 드나들면서 그림을 그리는 로트렉을 본 지배인은 그에게 1891년 물랑루즈의 가을 시즌 개막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줄 것을 부탁

한다. 로트렉은 날카로운 데생 실력과 일본식 판화 우키요예 기법을 조합하여 새로운 포스터 스타일을 개척했고, ‘퇴폐 화가’로 불렸던 그는 ‘물랑루즈 

화가’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는다. 그가 작업한 350점의 석판화 중 30여 점이 포스터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포스터는 지금까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간혹 예술 작품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있다. 작가의 삶이 파란만장하면 할수록 작품 

들은 내게 들이닥친 현실을 환상으로 만들어주곤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았던 예술 

가는 고흐와 로트렉이다. 실제로 고흐와 로트렉은 

사람들이 평행이론이라고 부를 만큼 비슷한 삶을 

살았다. 둘 다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지만 알코올중독과 정신착란에 시달 

리다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모두 37세라는 젊은 

나이였다. 

글•이영선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물랑루즈의 라 굴뤼

1891, 파리 국립도서관

로트렉이 물랑루즈를 담은 최초의 포스터. 그를 파

리의 유명 인사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 풍성한 치

마를 펄럭거리며 캉캉 춤을 추고 있는 댄서 라 굴

뤼와 몸이 너무 유연해 ‘뼈 없는 발랑탱’으로 불렸

던 남자, 그들은 당시 물랑루즈의 스타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로트렉은 포스터에 풍자적으로 담

아냈다(라 굴뤼(본명 루이즈 베벨)는 너무 먹어서 

대식가라는 뜻이다. 그녀는 물랑루즈의 간판스타

였지만 이름 그대로 살이 쪄서 왕년의 스타로 전락

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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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였고, 로트렉은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뼈를 갖고 

태어난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8세 때 의자에서 넘어지

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1년 후 마차에서 떨어져 한쪽 다

리마저 부러지고 만다. 이후 그의 키는 성장을 멈추었고, 

상체는 어른이지만 아이의 하반신을 가진 150cm의 불구

가 되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던 가문에서 온전치 

못한 신체는 그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렸다. 로트렉의 아

버지는 아들을 가여워하기보다는 귀족의 후계자에 어울

리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상속권을 그의 누이동생에

게 넘겨버렸다. 

훗날 술집 여자와 카바레 가수 등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것에 분노한 로트렉의 아버지는 아들의 그림 8점을 불태

워버렸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

유로 로트렉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지시했다. 그의 초

기 작품에 로트렉의 철자 순서를 바꾼 트레클로Treclau라

는 서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미

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로트렉은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더욱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치명적인 

부상과 절망이 그를 화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로

트렉 자신도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푸념처럼 말하곤 했다.

몽마르트의 난쟁이 화가

상처받은 로트렉의 마음을 위로해준 것은 그림과 파리의 

도시 생활이었다. 그는 화가가 될 것을 결심하고 파리에

서 본격적으로 화가 수업을 받는다. 파리 미술학교에서 5

년 동안 페르낭 코르몽의 화실에서 습작을 하는데, 이때 

고흐, 드가 등 인상파 화가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

어진다. 그중에서도 로트렉은 인물화에 탁월했던 드가에

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다. 고흐와

는 짧은 만남이었지만(불과 2년 후, 고흐는 로트렉의 만

류를 뿌리치고 아를로 떠나버렸다) 남다른 우정을 유지

한다. 

로트렉은 20세가 될 무렵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

페라의 아파트를 나와 몽마르트의 

카바레나 술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한

다. 불구의 처지인지라 돈이면 무엇

이든 해결되는 홍등가가 그에게는 

오히려 안식의 장소였던 셈이다. 그

는 술과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 쾌락

의 공간 ‘물랑루즈’의 밤에 빠져들었

고, 댄서들과 매춘부 앞에 스스럼없

이 다가섰다. 여자들은 작은 키에 슬

픔과 뛰어난 그림 실력을 지닌 로트

렉에게 거침없이 옷을 벗어던졌다. 

로트렉은 물랑루즈에 지정석을 두

고 매일같이 출입하며 굵어진 허리

를 치마로 감싸고 처진 피부를 화장

으로 감춘 그녀들의 모습을 끊임없

이 화폭에 담았다. 당시 금기 사항이

었던 동성애자의 모습도 그렸는데 이로 인해 그에게는 ‘퇴폐 화가’란 낙인이 찍히고 

만다. 그의 전시회가 열릴 때면 경찰들의 감시가 이어졌고 강제 철거를 당하기도 했

다. 로트렉은 물랑루즈의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파리의 유명 인사로 떠올랐고, 그의 

데생과 판화들은 예술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어떤 

부와 명성도 결코 로트렉을 절망에서 꺼내주지는 못했다. 

로트렉이 사랑한 여인,  수잔 발라동 

물랑루즈의 댄서들의 특징을 캐치한 익살스러운 스타일에 비해 사뭇 어둡고 애잔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림이 내 눈에 들어온다. <세탁부>와 <술 마시는 여자> <몸단장>

이란 작품들로 모두 같은 모델을 그린 그림이다. 그녀는 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

고는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을 절반쯤 가리고 있지만 묘한 매력을 풍긴다. 문득 고흐

의 <슬픔>이라는 그림이 떠올랐다. 고흐는 거리에서 임신한 몸으로 구걸을 하고 있

는 시엔이라는 여자를 보살펴주었고, 그녀를 사랑했다. <슬픔>은 그런 시엔을 모델

로 그린 그림이다. 분명 <세탁부>를 그린 화가도 그림 속 이 여인을 사랑했을 것이

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어눌한 매력을 지닌 모델이 바로 르누아르와 로트렉, 드가의 모델이자 애인으로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수잔 발라동이다. 세탁녀의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의 본명은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다. 마리는 어머니에게마저 버림을 받았고 레스토랑과 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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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부

1889,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로트렉이 사랑했던 수잔을 모델로 그린 작품

몸단장

1896, 오르세미술관

물랑루즈를 떠나는 잔 아브릴

1893, 워즈워스 미술관

물랑루즈의 스타 댄서는 라 굴뤼였다. 우아한 

말투에 지적인 매력이 있었던 잔 아브릴은 곧 

라 굴뤼의 자리를 대신한다. 크리스티나 아길레

라의 ‘레이디 마말레이드’가 강렬했던 영화 <물

랑루즈> 속 니콜 키드먼의 모델이 바로 아브릴

이다. 말년에는 대중에게 잊힌 채 궁핍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침대에서

1893, 오르세 미술관

1890년대 초 로트렉은 파리의 사창가를 매일 

드나들며 매춘부들의 생활을 담아 <그녀들Elles>

이란 제목의 판화집을 출간한다. 이 그림은 그 

판화집의 작품 중 하나이며, 그림 속 두 여인은 

사창가에서 흔히 있었던 동성애 커플이다 

로트렉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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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의 관계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수잔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로트렉에게 구혼

했지만 그는 결혼에 뜻이 없었다. 로트렉은 드가에게 그녀를 소개해주었는데 드가는 그녀가 데생에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 그렇지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애인으로 삼는다

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결국 로트렉은 그토록 존경하던 드가와 결별하고 수잔과도 두 번 다시 만나

지 않았다(훗날 수잔은 드가의 도움으로 등단에 성공하고 누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화가로 인정

받았으며 그녀의 사생아 또한 몽마르트의 풍경화로 유명한 화가 모리스 위트릴로이다). 

로트렉의 작품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축해간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하지만 예술의 절정기를 맞이할수록 그는 더욱더 술과 여자에 빠져들었다. 로트렉은 당대의 예술가

들의 마음을 몽땅 훔칠 만큼(여성 혐오주의자였던 드가마저!) 매력적인 이 여인을 볼품없는 불구에

게 예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절망은 그녀와의 달콤한 로맨스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아

마 그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믿었던 모양이고, 또다시 깊은 수

렁에 빠지고 싶은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닌 건 절망과 콤플렉스였다 

로트렉이 몽마르트에서 활동한 19세기 말이 바로 예술의 황금시대라 불리던 ‘라 벨 에포크La Belle 

Epoque’이다. 1890년대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학, 미술이 찬란하게 피어났지만, 그것은 퇴폐

와 향락의 불길한 전조이기도 했다(그 긴장감은 결국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현실화되었고, 라 벨 

에포크는 1914년 전쟁으로 막을 내렸다). 예술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던 이 시기에 정신분석학이 

발전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세기말의 우울을 가장 견디지 못한 건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알

코올중독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몇몇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카미유 클로델은 정신병원에

서 생을 마감했고, 폴 고갱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반 고흐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

다. 명단은 끝도 없다. 우리가 라 벨 에포크라 부른 찬란한 시절의 예술 작품들은 불안과 좌절에 시

달리던 예술가들의 고통을 발판으로 태어난 것이다. 

로트렉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에 술을 매달 수 있게 바꾸어 어디서든 

술을 마실 정도로 폭음을 일삼았다. 지인들은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애썼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로트렉은 매독과 알코올중독으로 1901년 9월, 37세의 나이에 “어머니, 당신뿐이에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몽마르트는 이미 피카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콤플렉스’와 ‘에로티즘’이 그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내 마음을 움직인 비운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은 귀족 집안의 불구자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에로티즘에 빠졌고, 에로티즘에서 

구출해줄 사랑이 찾아오지만 이번엔 콤플렉스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로트렉은 끊임없이 수렁에 빠

져들었고 매춘부들에게서 위안을 얻고 술에 취해 그녀들을 그리는 일만이 유일한 돌파구였다.

그는 5,000여 점의 데생, 440여 점의 판화와 포스터, 737점의 유화를 어머니에게 남겼는데, 어머니

는 파리미술관에 기증하려고 했지만 미술관 측에서는 그림이 너무 문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결

국 작품들은 로트렉의 고향 알비의 시립미술관에 기증됐고, 시는 ‘툴루즈 로트렉 미술관’이라는 이

름을 붙였다. 불운한 예술가였던 그의 열정과 눈물은 지금도 몽마르트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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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단, 세탁실을 전전하며 살아가다가 돈을 벌기 위해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르누아르는 그녀

를 그리면서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부유한 화가와 가난한 모델이 가까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리는 몽마르트의 술집을 매일 드나들었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수많은 

남자와 염문을 퍼뜨렸다(아름다운 <짐노페디>를 남긴 몽마르트의 음악가 에릭 사티도 그녀와 연인 사

이였는데, 사티는 평생토록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한다). 

로트렉은 친구로부터 그녀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마리는 이미 르누아르의 애인이었고, 아버지가 누구

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돈이 많았던 로트렉의 주변에는 늘 창녀들이 모여들었지만, 

로트렉은 마리에게 그동안 그녀들에게 바라지 않던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사랑이었다. 마리에게 수

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로트렉이다. 그녀는 자신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캐내어 그렸던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친 삶과 고단함을 발견한 로트렉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낀다(르누아르의<

부지발의 무도회>와 <세탁부>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라고 난 생각하지 못했다). 이내 마리는 르누아르

를 버리고 로트렉의 수잔이 되었고, 로트렉은 <세탁부>와 <술을 마시는 여자> 등에 그녀의 모습을 묵

묵히 남겼다.

부지발의 무도회 

1882, 보스턴 미술관

르누아르가 마리(수잔)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다. 

맑고 화사해 보이는 이 여인이 바로 <세탁부>에 

등장하는 수잔과 동일 인물이다  

물랑루즈의 춤

1890, 필라델피아 미술관

물랭루즈의 내부 풍경이다. 여성 무용수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화면 왼쪽의 남자는 ‘뼈 없는 발랑탱’, 원

경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성은 라 굴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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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 문학 속의 예술 

소설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어느 소년원의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출소한 소년들이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탁월한 교화 교육으로 명성을 떨치는 곳이죠. 재범률을 떨어뜨리

기 위해 수많은 심리학자가 고용되어 있고, 그들은 수감생들의 행위와 언어 하나하나를 두고 고

루하게 분석해내느라 바쁩니다. 이 소년원의 특징 중 하나는 작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시키는 것이죠. 이날도 심리학자는 ‘의무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소년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수감생 중 하나인 

지기 예프린이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채 백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반항을 위한 명령 불복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심리학자는 그를 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러나 원장은 심리학자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것

이 떠올라 기억의 난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몹시 두려우며, 그 많은 것 중 단 한 가지

라도 놓칠까봐 아득해져 글을 쓸 수 없다는 소년의 말을 차분히 경청한 그는 지기에게 “차분한 

격리 상태”를 선고합니다. 즉, 독방에 감금하고 작문을 완성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그저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처럼 보이지만 원장은 그런 의도가 아님을 애써 강조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거라구. 

나는 아직 한 번도 만족해본 적이 없단다. 

지기야, 내 충고를 들어라. 만족해서는 안 된다. 늘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한다.”  

-  지그프리트 렌츠, 『독일어 시간』 중 

글•노승림 칼럼니스트, 영국 워릭대 문화정책 박사과정   그림•홍주미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무엇

지그프리트 렌츠, 『독일어 시간』

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완성해야 할 만큼 그 작문의 주제는 소년에게 중요한 것이니 그가 온전히 

글에 몰입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병명을 갖다 붙이기에 바빴던 다른 심리학자들에 비해 원장은 제대로 소년의 심리를 간파한 듯 

보입니다. 지기는 정말로 자신의 기억을 차례차례 끄집어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문은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지기의 글은 10년 전, 고향 루크뷜로 되돌아갑니다. 아직 제2차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 나치 치

하였고, 그의 아버지 옌스 올레 예프젠은 정직하고 사람 좋은 파출소장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베를린에서 날아온 한 전문에서 비롯됩니다. 루크뷜에 머물고 있는 화가 막스 루드비히 난젠의 

창작을 금지한다는 명령문이었죠.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라기보다는 외려 올게 왔다는 

듯 담담하게 대응합니다. 지기의 아버지 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를 올라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날, 결국 그를 출발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습관에서 연유한 책임 완수 정신
이었을 것이며, 열성이라든가 직업적인 즐거움이라든가 더욱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 그 자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막스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예술가였습니다. 나치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향에 내려와 있

던 것이었죠. 옌스는 그런 막스의 막역한 고향 친구였습니다. 베를린에서 내려온 명령을 전달하

며, 옌스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실 그는 막스의 그림에 아무런 감정이 없

었습니다. 막스의 그림을 보며 “베를린에서는 저런 걸 못 그리는 모양이지?”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이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막스는 당연히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밝힙니다. 

갈등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옌스는 실은 자신이 막스를 감시하는 역을 맡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할 것임을 막스에게 말합니다. 

“베를린은 베를린이니까”

권력이 내리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미덕이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옌스는 

우정이 의무를 약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반면 막스는 개인의 자유

를 수호하는 것이 예술가적 양심이자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삶의 가치관이 다른 그

들의 대결은 아무리 죽마고우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러한 

갈등이 그들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옌스는 막스의 이미 완성된 그

림들을 압수하고, 난젠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빼앗으려 하며, 심지어 파괴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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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옌스의 억압에 막스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며 도리어 옌스를 

자극합니다. 막스를 감시하는 일이 옌스에게는 

차츰 강박이 됩니다. 그는 주어진 의무에 너무 충

실한 나머지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나라에서 내

리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철

석같이 믿는 그는 군대에 가기 싫어 탈영한 아들

을 자신의 손으로 고발하고, 막스의 모델이 되었

다는 이유로 딸을 집에서 내쫓는 인물입니다.

지기는 바로 이러한 옌스와 막스의 가운데에 서 

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경직된 가정에서 아

버지에게 복종하는 것 말고는 할 줄 모르는 아들 

지기로 하여금 옌스는 막스 가까이서 몰래 그가 

그림을 그리는지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종적

인 기질의 지기는 그러나 아버지 옌스가 모르는 

재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을 

알아보는 심미안이었죠. 화가와 함께 지내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지기는 화가의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의 작품들에 함부로 태울 수 없는 가

치가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막스의 그림을 

감시하라는 아버지의 명령과 자신의 그림을 지켜

달라는 막스의 부탁 사이에서 어린 지기의 불안

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기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

어집니다. 자신이 아지트로 사용하

던 풍차에 불이 난 것이죠. 이 풍

차에 지기는 그동안 아버지 몰

래 달력에서 오려낸 그림이며 이

미 찢어져 폐기 처분된 막스의 그

림을 몰래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지기는 불을 낸 범인이 아버지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처럼 화가의 그림에 집착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림

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강박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지기의 수

집벽은 도벽으로 발전하고, 지기는 막스의 그림을 훔치다가 발각되

어 아틀리에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그러던 사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는 멸망합니다. 예술가

들은 다시 자신이 원하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되었습

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옌스는 그러한 변화를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정신병자처럼 막스의 

그림을 압수하러 다니는 한편 절도죄를 범한 아들 지기를 추적

합니다. 그리고 막스의 전시회를 보러 온 지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

어 소년원으로 오게 됩니다.

살고 있는 사회가 집단주의적일수록 스스로 사고하는 개인의 능력은 떨어지

기 마련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생각을 국가가 대신해주겠다고 하며 집단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 가치관을 인류 전체의 미덕인 양 주입시키죠. 그렇게 

주입된 사고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는, 

수동적인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건전지가 다 되어, 혹은 부품이 낡아 결국 움

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멈추

어버릴 것입니다. 예술은, 그리고 그러한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판단의 자유와 의지가 있는 능동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물론,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모두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

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그프리트 렌츠의 『독일어 수업』은 일깨워주긴 하지

만 말입니다. 그렇죠. 예술은 단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겁니다.

제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소설의 제목 『독일어 시간』은 독일어를 배우는  

어학 수업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목이 반드시 독일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독일어일 수

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겪

은 경험과 내가 느낀 감정, 내가 품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독일어 시간』인 이유는 작가 

지크프리트 렌츠가 독일인이며, 그가 독일어로 집필했으며, 그렇게 집필한 

그의 소설이 독일을 배경으로 한 독일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는 공통된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실은 국적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

는 우리네 인간 군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CD Round Up

카라얀과 바이센베르크의 일본 실황

카라얀이 가장 아꼈던 피아니스트 바이센베르

크는 바흐는 물론이고 드뷔시, 거슈윈에 이르기

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전천후 피아니스트였다. 

카라얀과 같이 작업한 연주들이 모두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는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5번

이 1977년 일본 실황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그

보다 앞서 1974년에 이미 협주곡 5번을 녹음한 

터라 실황의 열기와 더해져 더욱 치밀한 사운드

를 들려준다. 언제나 철학 공부를 놓지 않았던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생동감 있는 연주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 TOKYO FM / TFMC0040 

나탄 밀슈타인과 에리카 모리니의 바흐

끝없는 연습을 통해 정돈된 사운드를 구사하며 

대가의 반열에 올라선 밀스타인과 신동으로 출

발해 순수하며 가녀린 바이올린 사운드로 여류 

비르투오소의 대표로 불렸던 모리니. 완전히 다

른 배경의 두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절대 명연이

자 기념비적인 음반이다. LP로는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컬렉터들의 표적이 되어왔

다. 각자의 뚜렷한 개성은 한발 물러선 채 바흐

라는 완전 음악 안에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

여주고 있다. 오리지널 LP 아트웍. 92khz/24bit 

디지털 리마스터링. EMI / EKCD-1026 

마리스 얀손스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전곡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의 실황 녹음으

로, 일본 한정반으로 기획되었다가 국내에 이번

에 소개되었다. 현재 인터내셔널 발매 여부는 아

직 결정 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가장 바쁜 지휘

자인 얀손스는 모든 연주에서 일관된 조형미를 

구사하고 있으며 통일된 사운드를 통해 가장 강

력한 베토벤을 만들어내고 있다. 담백함을 살려 

최근의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7번에서 들려주는 리드미컬함은 과거의 명지휘

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다. 

BR-KLASSIK / 900118 

말로가 노래하는 배호

2010년 한국적 재즈 스탠더드를 알리며 시작한 

‘동백아가씨’에 이어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한 

배호의 노래를 재즈로 재해석한 음반이다. ‘돌아

가는 삼각지’는 보사노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은 블루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과 ‘안녕’은 

탱고로 재창조됐다. 특히 한국 음악계의 살아 있

는 거장인 아코디언의 대가 심성락과 가요계의 

거목 최백호가 피처링해 헌사를 바쳤다. 한국 최

고의 재즈보컬 말로의 야심 찬 여정이 계속 이어

지기를 바란다.  

2013년 빈 필 신년음악회

전 세계 70여 개국의 TV와 라디오에서 방영되

어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감상하는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언제나 새해의 특별한 선물이 되

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휘자 프란츠 벨저 

뫼스트Franz Welser-Möst가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신년 음악회의 수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베르

디와 바그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들

의 작품 역시 연주되었으며, 새롭게 초연되는 왈

츠 작품들까지 두드러진 특색을 강조했다.

SONY MUSIC / S70911C 

유투브 스타 피아노 가이즈

남성 5인조 연주 그룹 피아노 가이즈The Piano Guys

는 자작 뮤직비디오가 유투브 조회 수 1억 6천

만 건을 넘어서며 스타의 반열에 들어선 주인공

이다. 상상하기 힘든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

잡은 뒤 소니와 계약, 데뷔 앨범을 발매했다. 콜

드플레이의 ‘Paradise’,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등을 자신들만의 크로스오버 색깔로 재

창조, 선공개된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피아노를 두드리고, 긁고, 튕기며 만

들어내는 원초적 사운드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박상우 알라딘클랙식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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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저씨는 음악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난생처음으로 연주회장에 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만 그런 일화의 주인공인 건 아닙니다. 역사 속 유명 지휘자의 일화에서도 옆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음악에 맞춰 춤을 멋들어

지게 추는군요”라는 말을 건넨 귀부인의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은 대개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에 대한 따뜻한 웃음이나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머릿속은 텅텅 빈 유한부인들에 대한 비웃음을 유발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런 궁금증이나 반응은 음악가가 아닌 많은 일반 

청중의 머릿속에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글•이정하 음악 칼럼니스트

 지휘자의 

역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입장해서 자리를 잡고 악장이 오케스트

라의 조율 점검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뜸을 들이다가 맨 나

중에 등장해서 박수를 독차지하는 사람, 연주가 끝난 뒤 청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동안 가장 먼저 무대를 빠져나가는 사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연주도 안 하면

서 팔만 휘휘 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라치면 단원들에게 뭔가 

손짓을 하고 때로는 웃는 표정, 때로는 엄한 표정을 짓는 것도 

같은데, 정작 단원들은 그 사람이 쉬지 않고 휘젓는 몸짓을 매 

순간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으니 더 이상한 일이지요.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 동안 지휘자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

요? 그리고 지휘자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동안 지휘자는 무엇을 할까

오케스트라 앞에 선 지휘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은 박자와 템포를 제시하고 새로 들어오거나 쉬었다가 다

시 끼어 들어와야 할 악기의 연주자에게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박자를 젓는 모양은 3/4박자, 4/4박자, 6/8박자 등 흔한 박자부

터 수많은 변박자까지 조금씩 다르고, 지휘자 지망생은 이러한 

몇 가지 박자 젓기 패턴을 익혀서 그때그때의 악상을 고려해가

며 자유자재로 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곡

이 진행되면서 박자 구조가 달라지는 작품들에서는 순간순간 

패턴을 바꿔가야 하지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숙달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간 헷갈리는 일이 아니랍니다. 기본적

인 지휘법에서는 오른팔로는 박자를 저어주고 왼손으로는 신호

나 셈여림, 음악적 표현을 지시하도록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팔과 왼팔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서면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 사이

에 - 적어도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 경계가 그리 명확한 건 

아닙니다. 박자를 저으면서 지휘자는 (단순히 소리만 안 들릴 

뿐) 박자대로 박수를 쳐주는 것과 기능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기계적인 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 안에서 음

의 길이와 셈여림, 강세,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비롯한 음의 뉘앙

스를 표현하고 음악에 표정을 부여합니다. 왼손도 마찬가지입

니다. 신호를 줄 때도 신호를 받는 악기가 슬그머니 미끄러져 들

어와야 할지, 단호하게 치고 들어와야 할지를 지시하고, 셈여림

을 지시하면서도 단순히 음량과 악기 간의 음량 관계를 조절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흐름이 나아가야 할지, 멈춰

야 할지, 앞으로 나서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휘의 대가들은 오른팔의 박자 젓기

만으로도 왼손이 해야 할 모든 기능적인 역할이며 미묘한 뉘앙

스까지 표현해내기도 하고,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을 그때마다 

바꾸어가며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이런 지휘법의 정석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지휘자도 있

습니다. 푸르트뱅글러와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대표적인 경우

라고 할 수 있지요. 푸르트뱅글러의 지휘는 박자 젓는 패턴이 매

우 모호했습니다. 그가 긴 팔을 뻣뻣하게 앞으로 내밀고 흔들어

댈 때는 지휘봉이 어느 지점에 올 때 소리를 내야 할지 알아보

기가 힘들어서 연주자들의 불평이 많았지요. 그걸 아는 푸르트

뱅글러가 한 번은 리허설을 하다 말고 단원들에게 “내가 정확한 

비팅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 같나요?”라고 물었답니다. 그러

고는 지극히 알아보기 쉬운 명확한 패턴으로 박자를 저어가며 

지휘를 했지요. 깜짝 놀란 단원들에게 푸르트뱅글러는 이런 건 

지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는 다시 예의 뻣뻣한 동

작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지휘법 교수에게 야단

맞을 만한 지휘 테크닉으로 엄청난 음악을 끌어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일화에서 우리는 지휘 테크닉과 지휘자의 음악적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세밀한 주제라, 푸르트뱅글러의 지휘 동작

은 사실 지극히 의도되고 계산된 것이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

어가지요.

연습을 많이 하면 

지휘자 없는 연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규모가 작은 실내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이 악장의 몸짓과 눈

짓에 맞춰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악단의 규모와 연주하는 관현

악 작품의 편성이 커질수록 연주자들이 지휘자 없이 연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연주자들은 

저마다 템포와 박자 감각, 음악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것들을 통일적으로 조율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

이 없으면 무대 위에서는 커다란 혼돈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그럼 연습을 많이 하면 지휘자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아

니면 누군가 곡 시작할 때만 한두 마디 박자를 저어주면 될 일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양 고전음악에는 

대개 곡 머리나 악장 머리에 ‘알레그로’나 ‘안단테’처럼 낱말로, 

혹은 메트로놈 숫자로 빠르기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 표시 

자체가 포괄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도 

하지만 -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 심지어 메

트로놈 숫자로 정확히 적어놓은 템포 지시조차 작품이나 악장 

feature | Beginner’s Guide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Beginner
’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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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이 흘러감에 따

라 음악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템포 역시 그러한 음

악적 변화에 따라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레즈는 곡 머리의 템포 지시는 단지 시작할 때의 

템포를 알려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독일 지휘

자 미하엘 길렌과, 말러와 브루크너 해석에 관해 이

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말러의 

작품은 두 마디마다 템포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

더군요. 변화해가는 템포 변화에 오케스트라가 지

휘자 없이 대처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말러의 경우처럼 두 마디마다 끊임없이 템포가 바

뀌어야 하는 대곡을 지휘자 없이 연주하기란 불가

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거치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

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통일적인 앙상블을 이

루어내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눈빛만

으로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단

원들 간의 결속력과 악단의 역사가 쌓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휘자 없이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건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혹은 며칠마다 새로운 연주곡목으로 연주회를 치

러야 하는 현대의 오케스트라에서는 더하겠지요.

물론 연주자 개개인이 빼어난 기량을 지녔거나 단

원 양성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고, 신입 단원도 바

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배어 있는 문화적-

음악적 전통과 연주 관습이 이미 자리 잡은 나라나 

도시에서라면 그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

런 연주가 가능한 (혹은 가능했던) 악단의 대표적

인 예가 빈 필하모닉과 페르짐판스입니다. 빈 필은 

사실 지휘자가 없이도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앙상

블이 뛰어나고 오랜 전통을 지닌 그들만의 연주 방

식이 있습니다. 크나퍼츠부시가 리허설 없이도 빈 

필을 지휘할 수 있었던 건 그 악단과 지휘자가 이

미 그러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

빈 메타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도 그런 

수준의 악단은 지휘자 없는 앙상블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은 빈 필 단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곡 해석과 템포를 이 지휘자가 요구한 일이 

있었답니다. 실랑이 끝에 단원들은 리허설에서는 

메타의 지시를 따랐지만, 연주회가 시작되자 메타

의 지휘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해석과 템포로 - 

그것도 완벽히 - 연주를 해버렸지요. 메타는 할 수 

없이 그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흔들며 따

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타는 그의 고백에 따르

면 결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꼴이 되어버렸던 거지

요. 1920~1930년대 주소비에트 체제 초기에 존재

했던 페르짐판스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로 서

양음악 연주사에 매우 독특한 족적을 남겼던 악단

입니다. 이 악단에 대해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많으

니 기회가 있으면 따로 소개 하겠습니다.

곡의 ‘해석’이 대체 무엇인가요

메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곡 해석’의 문

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서 음악의 호흡을 나누

고 이으며 어떤 악절을 어떤 템포와 음량, 음색, 발

음으로 연주할 것인가, 어떤 악기를 부각시키고 어

떤 악기를 배경으로 물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해석의 문제이니까요. 지휘자는 단

순히 연주를 통괄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자신의 음

악 해석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구현하는 예술가

입니다(제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라는 말을 쓴 

대목에 ‘오케스트라를 수단으로 해서’나 ‘오케스

트라와 함께’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고 싶은 지휘

자도 있을 겁니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그 지휘자의 음악관에도 영향을 미치

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휘자는 우선 작품의 청각

적 형태에 대해 (이건 그저 추상적인 음악관의 문

제가 아닙니다)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을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상에서 지휘자는 두 

가지의 연주를 동시에 들어야 하는 셈입니다. 하

나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흐르는 ‘이상적인 연주’이

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오케스트라

로부터 들려오는 ‘현실 속의 연주’이지요. 리허설이

란 단순히 지휘자가 자신의 해석을 말과 지휘 동작

을 통해 ‘전달’하고 연주자의 실수를 잡아내어 교정

하고 앙상블의 ‘합’이 맞도록 연습시키는 자리인 것

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연주상’과 ‘현실 속의 연주상’ 사이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휘자는 그 

두 가지 연주를 동시에 들으면서 끊임없이 대조해

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에게는 단순히 정

확한 음높이에 대한 감각이라는 의미의 ‘음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연주상 사이의 차이를 포착해내

는 지극히 세밀하면서도 종합적인 인지 능력이 필

요합니다. 이 점은 사실 모든 (연주자와 성악가를 

비롯한 모든 실기) 음악가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기는 합니다. 그들 역시 선명한 작품상을 가지고 있

어야 하고, 그 상과 자신이 성대나 악기를 통해 실

제로 내는 소리와의 차이를 포착해낼 줄 알아야 하

죠. 그러나 지휘자와 연주자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휘자는 머릿속에 있

는 음악을 연주자들에게 언제나 한두 박자 앞서서 

지휘 동작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차적

인 이유는 연주자가 지휘자의 지시를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자신의 악기에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

휘자의 팔놀림은 연주의 맥이 조금씩 늦어져 결국

은 질질 늘어져버리게 만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 되어버리고 맙니

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머릿속에서는 오케스트라

가 지금 이 순간 연주하는 음악보다 한 박자, 한 마

디 뒤의 음악까지 동시에 듣고 생각해야 하며, 나아

가서는 더 이후의 곡 전개와 작품 전체의 상까지 한

꺼번에 ‘내적인 귀’로 붙잡고 있어야 하지요. 지휘

가 춤일 수 있다면(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지휘 동작 

자체가 음악이라 할 만큼 훌륭한 안무가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 아니

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추는 춤

이어야 합니다. 지휘는 이렇게 복잡한 능력을 필요

로 하는 일입니다.

같은 작품, 다른 느낌 

이제 지휘자에 따라 같은 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줄 차례군요. 가수와 밴드가 저마다 작품을 가

지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음악에만 익숙

한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왜 같은 작품을 지휘자와 악단을 

따져가며 여러 연주와 음반을 챙겨 듣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러한 감상 행위를 도무지 이해 못할 사치

스러운 행태로 여기는 이들도 간혹 있지요. 그 점에

서 저는 몇 년 전부터 TV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중음악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매우 긍정

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

로그램들은 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고 어떻게 재해

석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

을 더 많은 일반적인 청중이 알게 해주었고, 그러

한 다양함의 묘미를 즐기게 해주었으며, 그것을 음

악 감상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게 해주었기 때문

입니다. 다만, 클래식 음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재해석’ 활동이 편곡과 창법

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굳이 편곡을 통하지 않고서

도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매번 새로운 해석과 새로

운 느낌의 연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다양함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예 

가운데 이 자리에서 소개할 것은 베토벤 교향곡 제

2번의 2악장과 그것을 연주한 오토 클렘페러, 귄터 

반트, 데이비드 진먼 세 지휘자의 음반입니다(변수

를 줄이기 위해 정격연주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3/8박자 악장은 빠르기가 ‘라르게토’로 지시되어 

있는 느린 악장입니다. 클렘페러는 필하모니아 오

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EMI 음반에서 풍성한 현

과 두툼한 목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여유 있는 

템포를 바탕으로 해서 음 하나하나를 조탁한 이 연

주는 마치 전원 교향곡의 한 악장을 듣는 듯 한가

로운 인상을 주지요. 한편, 귄터 반트가 북독일 방

송 교향악단을 지휘한 1999년 실황 음반은 템포는 

클렘페러의 것보다는 다소 빠르고, 탄탄한 베이스 

라인과 명료한 악절 맺음, 간결한 진행이 돋보입니

다. 이를 바탕으로 반트는 악기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요. 목관과 호른, 현악

기와 관악 앙상블이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모습은 

더없이 정겹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물고 물리는 악

기 간의 대화는 기다란 윤곽선을 그리며 악장 전체

를 하나의 유장한 노래가 되게 합니다. 클렘페러의 

연주가 전원 교향곡의 한가로운 악장 같다면, 반트

의 연주는 마치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의 한 악장

인 듯한 느낌을 주지요. 영국의 학자 조너선 델 마

가 편집한 원전판 악보를 사용한 최초의 베토벤 교

향곡 전집 음반 지휘자로 기록될 데이비드 진먼의 

연주는 꽤나 독특합니다. 진먼은 대체로 산뜻하고 

무겁지 않은 아크릴화 같은 음향을 지향하는 지휘

자입니다. 지휘하는 모습도 매우 명료하고 깔끔하

지요. 그는 다소 빠른 템포와 명확한 리듬으로 곡

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이 악장에 여유롭게 흐

르는 느린 악장의 얼굴이 아닌 3박자의 춤곡 악장

의 얼굴을 부여합니다. 즉흥곡을 연주하듯 악보에 

없는 트릴과 꾸밈음을 가미한 클라리넷의 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무게도 느낄 수 없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듯한 무한한 자유를 느

끼게 합니다.  

이정하_ 독일 정부 학술 교류처(DAAD) 연차 장학생으로 

독일 기센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프

랑크푸르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 아도르노의 

미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현재 학위 수여 대기 중이다. 

역서로  아도르노의 『말러-음악적 인상학』이 있다.

지휘자 카를 슈리히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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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 미국, 필라델피아

존 케이지, 머스 커닝엄, 재스퍼 존스, 로버트 라우셴버그, 마르셀 뒤샹…. 오늘날의 미술과 음

악, 무용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예술계에 짙은 삶의 궤적을 남긴 이들의 ‘그때’를 돌아보는 

전시 <Dancing around the Bride ; Cage, Cunningham, Johns, Rauschenberg and 

Duchamp>가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렸다. 예술에 대한 몰이해, 혹은 만년의 찬사에 흔들리

지 않고 예술의 전위에서 묵묵히 걸어간 그들의 삶의 궤적을 돌아본다.

글•최도빈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철학과 박사과정

필라델피아 미술관 <Dancing around the Bride>展 

전위적 현대예술의 낭만
새로운 예술을 꿈꾼 친구들

Dancing arounD 
the BriDe
필라델피아 미술관 전경. 언덕 위에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지은 이 건물은 1976년 영화 <록키>에서 록키가 뛰어올라가

며 훈련한 곳으로 유명하다. 미술관 계단 옆에는 승리 후 두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는 록키 동상이 있다. © 최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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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라델피아 미술관 내 특별 전시실에 마련된 <신부 주위

에서 춤추기> 전시회 입구 © 최도빈

2. 1968년 3월 10일 미국 뉴욕 주 버펄로에서 열린 

<Walkaround Time>의 세계 초연 당시 커튼콜 장면(왼쪽부

터 볼 때 첫 번째 양복 입은 이가 81세의 마르셀 뒤샹(그는 

이 공연 후 일곱 달 뒤에 사망했다. 그 옆이 머스 커닝엄, 그

리고 옆의 양복 입은 이는 작곡가 데이비드 베르만 

© Oscar Bailey, courtesy Merce Cunningham Trust

3. 머스 커닝엄이 자신의 안무작 <Walkaround Time>에서 

공연하고 있는 장면, 1968. 무대 위에 놓여 있거나 걸려 있

는 투명 직육면체들은 당시 무용단의 디자이너였던 재스퍼 

존스가 디자인한 것으로,  마르셀 뒤샹의 <커다란 유리>에 

등장하는 부분들을 분절해서 만든 것이다

© 1972 by James Klo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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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늦여름 뉴욕 주 우드스탁에서 열린 피아노 리

사이틀, 입장한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튜더David Tudor는 

피아노 앞에 가만히 앉았다. 숨을 가다듬은 그는 손

을 들어 피아노 건반 덮개를 닫았다. 시계를 지켜보던 

그는 30초가 지나자 다시 덮개를 열었다. 한 악장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덮개를 닫고는 

2분 23초간, 그리고 또 1분 40초 동안 앉아 있다가 건

반 덮개를 열고 일어섰다. 그동안 숲 속에 이는 바람,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당황한 관객들이 수

군거리는 소리들이 연주회장을 스쳐 지나갔다. 존 케

이지John Cage, 1912~1992 ‘4분 33초’가 세상에 첫선을 보인 

날이었다.

1953년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 1919~2009은 자기 이름

을 딴 무용단을 창립했다. 몸짓 자체가 지닌 예술적 

본질에 천착한 그의 춤은 무용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

다. 그가 춤을 단련했던 현대무용의 어머니 마사 그레

이엄Martha Graham, 1894~1991 무용단을 떠나 독립한 지 10년 

만이었다. 창립 초기 단원들은 작은 승합차 한 대에 

너끈히 타고 공연을 하러 다녔다. 무용수들 외에 음악

가 둘과 디자이너가 함께 다녔다. 운전은 상임작곡가 

존 케이지가 도맡아 했고, 디자이너 라우셴버그는 매

니저 일도 맡았다. 연주자 데이비드 튜더도 해야 할 일

이 많았다. 

1954년 맨해튼 남단 풀턴 거리에 살던 라우셴버그

Robert Rauschenburg, 1925~2008는 뭔가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

었다. 그는 방 한편에 처박혀 있던 타자기용 종이를 밀

가루 풀로 이어 붙이기 시작했고, 종이는 6m를 족히 

넘는 길이로 늘어났다. 그는 친구처럼 지내던 대학 시

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그 

지인은 낡은 포드 모델 A를 몰고 왔다. 그는 울타리에 

칠하는 검정 페인트를 꺼내 비에 젖은 길바닥에 뿌렸

고, 그 뒤에 두루마리처럼 말린 종이를 깔았다. 운전

을 맡은 지인에게는 최대한 곧바로,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지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꽤나 신났고, 

작가는 그의 섬세한 운전 솜씨에 흡족했다. 라우셴버

그는 “그는 인쇄공이었다, 물론 인쇄기이기도 했다”라

며 까마득한 과거를 떠올린다. 이때 운전을 맡은 이도 

존 케이지였다.

1954년 스물넷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는 미국 국기

를 그렸다. 이해 미국에서는 텔레비전만 틀면 ‘반공’과 

‘애국’을 외치는 매카시 의원이 나와서 스스로 별 볼일 

없는 사람임을 입증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기

에 대한 맹세’에 ‘하느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를 삽

입하는 수정안에 서명했다. 미국 국기 이미지는 곳곳

에 나부꼈다.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부터 이 이

미지를 반복해서 보았다. 꿈에도 나올 정도였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에 등장한 이 깃발 이미

지를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무판에 신문을 잘라 붙

이고 밀랍에 갠 안료를 덧발랐다. 이것이 재현된 ‘깃

발’인지, 깃발을 그린 ‘그림’인지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작품은 이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 보여주었다. 그에

게 이해는 개인적으로도 소중했다. 제대 후 홀로 뉴욕

으로 온 그가 라우셴버그를 만나 마음을 깊이 나누

는 사이가 되었고, 또 다른 예술가 커플인 케이지와 

커닝엄을 만나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955년 한 저명 예술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

는 한 세대 전 세계 미술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지만, 

예술을 버리고 체스에 몰두한다고 평가받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었다. 1917년 그는 가상의 서

명을 담은 소변기를 <샘F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전시회에 출품,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자신

이 그 전시의 기획 위원이었음에도(물론 자기 작품임

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샘>은 예술이라 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전시회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작품을 담은 

사진이 무의미의 예술, 반예술로 이해되는 ‘다다Dada’ 

활동을 담은 저널에 출간되자, 이것이 예술인지 아닌

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시대가 지나 이 

‘레디메이드’의 등장은 ‘제작’이라는 예술의 전통적인 

필요조건에 이별을 고한 순간으로 기록된다. 예술의 

중심은 작가의 ‘개념’에 있다.

1957년 뉴욕에서 열린 라우셴버그와 존스의 첫 전시

회 <New Works>는 호평을 받았다. 평론가들은 그들

을 ‘네오-다다Neo-Dada’라고 부르며 치켜세웠지만, 그들

은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다’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빼고는 말이다. 그러려면 뒤샹의 예술 세계를 보

아야 한다고 전해 들은 그들은 함께 필라델피아로 향

했다. 그곳 미술관에서 뒤샹의 오랜 후원자였던 이가 

기증한 작품들을 공개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다. 뒤샹의 대작인, 소위 <커다란 유리The Large Glass> 혹은 

<신부>라 부르는 작품(원제 <그녀의 독신남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커다란 유리)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 (The Large Glass)>1917~1923)도 그중 하나였다. 

전통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은 뒤샹의 질문과 그것

을 풀어내는 과감한 예술적 착상에 감명받은 젊은 예

술가들은 선구자적 풍모를 보여준 뒤샹에게 헌정하는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체스 대회 출전을 빼고는 

그다지 사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던 뒤샹도 이 소식을 

듣고 까마득한 후배들의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두 화가와 교류하던 케이지

와 커닝엄도 뒤샹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 초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의 전

시 <Dancing around the Bride>전은 50여 년 전 이들

이 치열하게 몸을 던져 부딪치던 현대예술의 최전선

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다섯 예술가들이 서로 삶을 얽

으면서 세상에 새겨낸 예술적 궤적들은 이곳에서 한

데 모여 공명한다. 인간 활동의 정점인 듯한 예술과 그

것이 추구한다는 아름다움에 대해 그들이 던진 도발

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

게 날이 서 있다. 인위적으로 배열된 음을 제거하여 

음악의 대상을 ‘모든 소리’의 우연적 조합으로까지 확

장시킨 케이지의 음악, 무용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수

직적 동작과 어떤 정점을 향해 치닫는 내러티브, 그리

고 배경음악마저도 최소화하여 몸짓 자체의 순수한 

의미를 추구했던 커닝엄의 안무. 평면의 캔버스 위에 

삼차원 일상 대상을 ‘조합Combine’하여 회화와 조각을 

가르는 틀을 흔드는 라우셴버그의 작품들, 그리고 갈

필로 칠한 듯 거친 붓질과 불균등하게 부착된 밀랍이 

자아내는 투박한 표면으로 일상을 재현한 표현적인 

레디메이드를 선보인 존스의 작품들은 필라델피아 미

술관에 뿌리를 내린 뒤샹의 대작들과 뒤섞여 조응하

며 옛 전위적 현대예술, 즉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낭만

을 떠올리게 해 준다.

관객의 오감을 깨우는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을 조율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 이 전시의 ‘연

출자metteur en scène’ 역할은 프랑스 예술가 필리프 파레노

Philippe Parreno, b. 1966~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들의 흔적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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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거나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도 했던 그는 안무에도 

우연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머리와 팔, 다리 등의 움

직임을 기록해둔 종이쪽들을 만들어둔 뒤 뽑히는 순

서에 따라 춤 동작을 구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체스’

라고 이름 붙은 전시실은 다섯 예술가가 살갑게 맺은 

정신적 유대를 재확인하는 공간이다. 가운데에는 뒤

샹이 만든 휴대용 체스 지갑이 그의 체스에 대한 사

랑을 상징하듯 놓여 있고, 벽에는 케이지가 몰던 낡은 

차의 타이어가 찍힌 라우셴버그의 종이 두루마리가 

걸려 있다. 그 앞에는 뒤샹의 <샘>도 아무렇지 않게 놓

여 있다(원작은 1917년 전시회 후에 사라졌으며, 1950

년대 뒤샹의 허가하에 복제한 몇 점이 원작처럼 전시

된다). 존스가 볼펜으로 미국 국기를 습작한 봉투 발

신인란에는 ‘커닝엄 무용단’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케

이지가 1968년 세상을 떠난 뒤샹을 추억하며 만든 조

형적 작품 <마르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Not Wanting to Say Anything about Marcel>1969도 그들의 애틋했던 관

계를 짐작하게 해준다. 

존스와 라우셴버그의 대작들은 ‘메인스테이지’ 주변

에 등장한다. 라우셴버그는 1954년부터 1964년까지, 

존스는 1967년부터 1980년까지 머스 커닝엄 무용단

의 디자이너로 이들과 함께한 바 있었다. 라우셴버그

를 있게 한 ‘조합Combines’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여러 

색깔로 구획된 휘장들, 무대 위의 낯익은 일상 사물들

은 무용단 공연 무대에서 이미 등장했다. 또 1968년 

커닝엄의 <Walkaround Time> 작품을 위해 존스가 

디자인한 세트는 이 전시실 무대 위에 매달려 있다. 이 

세트는 뒤샹의 <커다란 유리>를 분절시켜 위쪽에 등

장하는 ‘신부’(작품 윗부분의 형상)와 아래에 있는 ‘독

신남들’(작품 아랫부분에 등장하는 군집된 인물 형상

들) 이미지를 투명 비닐로 둘러싸인 직육면체들로 재

구성했다. 당시 커닝엄은 이 무대장치를 배경으로 뒤

샹에게서 영감을 얻은 몸짓들을 선보였다. 자기 솔로 

무대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No.2>에 대한 오마

주를 위해 타이츠를 벗는 동작까지 넣었다고 전해진

다. 전시장 무대에는 어느 순간 검은 타이츠 차림의 무

용수들이 등장해 커닝엄의 몸짓들을 선사한다. 2011

년 5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체한 머스 커닝엄 무

용단에서 활동했던 무용수들이다. 그들의 다양한 발

놀림이 무대를 울리는 소리는 주변 공기를 주기적으

로 감싸는 케이지의 음악과 어우러지며 무대를 둘러

싼 사람들과 호흡한다. 

2013년 1월의 첫 주말, 전시실 무대에는 록 아티스트

가 섰다. 얼터너티브 록 밴드 중에서 가장 실험적인 사

운드를, ‘영혼을 담은 소음’을 들려주었던 소닉 유스

Sonic Youth, 1981~2011의 기타리스트 라날도Lee Ranaldo, 1956~가 

그 주인공이었다. 단지 관객들을 끌기 위해 그를 초청

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는 2009년 아흔 살 커닝엄

을 ‘신부The Bride’ ‘우연성Chance’ ‘무대The Main Stage’ ‘체스Chess’

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담아낸다. 전시장 입구에는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현에 나사못 

등 이물질을 부착하여 미리 음역을 바꾼 피아노, 케이

지는 이 작업을 1940년에 시작했다)에 독자적 예술적 

지위를 헌정하듯 무인 피아노 한 대가 케이지의 곡들

을 연주하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관객은 ‘신부’

를 알현하게 된다. 입구에서 이어지는 홀은 커다란 유

리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 유리벽에는 뒤샹의 <신부

Bride>1912가 얌전히 걸려 있다. 대상을 기초 형태로 분할

하여 재조합한 입체파와 빠른 움직임을 분절시켜 캔

버스에 포착하려 한 미래파 그림의 특성을 조합한 뒤

샹의 <신부>는 커다란 유리벽 위에 걸려 그 자체로 뒤

샹의 대작 <커다란 유리>를 형상화하는 오브제가 된

다. 나아가 뒤샹을 잇는 젊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이 유리벽 뒤에 펼쳐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수

행한다.

‘우연성’이란 전시실에는 케이지와 존스가 작품을 고

안했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세 악장마다 연주를 

쉬라는 ‘TACET’만이 적힌 ‘4분 33초’의 악보를 필두

로, 커닝햄이 볼펜으로 노트에 거칠게 스케치한 안무

동작과 동선들이 보인다. 케이지는 ‘우연적 방법chance 

operation’을 따라 불확정성을 중심 개념으로 한 음악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음악은 있되 음악가의 기획된 의

도도, 작곡의 목적도 휘발된 실험적 음악이 탄생하게 

되었다. 『역경易經』에 깊이 매료된 그는, 64괘를 음에 대

비시킨 뒤 우연적으로 도출되는 순서대로 점치듯 음

표를 나열하여 <변화[易]의 음악Music of Change>1951 같은 

작품을 발표했다. 케이지의 동반자 커닝엄도 우연성

에 기반한 창조에 매혹되었다. 공연 순서를 주사위를 

4. 뒤샹, <Pocket Chess Set>, 1943 

Marcel Duchamp,  16×10.5cm © 2012 Artists Rights Society

5. 뒤샹, <신부 Bride> 

1912, 89.5×55.6cm © 2012 Artists Rights Society

6. 마르셀 뒤샹 <그녀의 독신남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

차도(커다란 유리)> 

277.5×177.8×8.6cm. P  2012 © Artists Rights Society(ARS)  

원래 이 작품의 유리는 깨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첫 전시회 이

후 집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양쪽 유리가 모두 거미줄처럼 깨

졌다. 뒤샹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으나, 이 역시 그가 의도한 

작품에 가해진 ‘우연성Chance’의 작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는 그

대로 두기로 했다

7.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악보 중 한 버전. 이 곡이 공연된 

1952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이 외에도 몇 가지 버전이 있다. 

3악장으로 된 이 곡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 오케스트

라도 연주할 수 있다  © The John Cage Trust

8. 로버트 라우셴버그 <트로피 II (티니와 마르셀 뒤샹을 위하

여Trophy II (for Teeny and Marcel Duchamp)>, 1961 

Combine painting: oil, charcoal, paper, fabric, printed paper, 

printed reproductions, sheet metal, and metal spring on seven 

canvases, with chain, spoon, and water-filled plastic drinking 

glass on wood, 228.6×274.3×12.7cm.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 Estate of Robert Rauschenberg

9.  존 케이지의 조형 작품, <마르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Not Wanting to Say Anything about Marcel>, 1969  

© The John Cage Trust

10. 재스퍼 존스, <채색된 동상Painted Bronze>, 1960

© Jasper Jo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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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

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

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소식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에 참여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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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지역세무사회 회장

허용무 / 구은회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허    참 / 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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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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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원 / 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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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 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 / 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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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명 / 손외자 손의명치과원장 / 문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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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 정수진 경기일보 상무 

오풍영 / 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주) 회장 

윤영상 / 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성무 / 김복기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 / 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 / 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 / 고옥주 (주)뉴스1 사장

이종덕 / 김영주 충무아트홀 사장  

이지은 / 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 / 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임삼규 / 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장형환 / 임경희 (주)네패스하이테크 대표/ 
✽500만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회원 구분 가입 기준 평생회비

은하수

    법인(단체 포함)

    개인

1억원 이상

달무리 5,000만원 이상

무지개 3,000만원 이상

탄천 1,000만원 이상

철쭉

개인

500만원 이상

이매 300만원 이상(5년)

이 죽기 두 달 전 무대에 올린 마지막 작품 <아흔 즈

음에Nearly Ninety>의 음악을 맡기도 했고, 1999년 네 번

째 앨범 <SYR4 : Good bye 20th Century>에는 케이

지의 작품들을 그들의 음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싣기도 했기 때문이다. 라날도는 라우셴버그가 재단

한 휘장과 조합한 사물들 곁에, 존스가 뒤샹에게 헌

정한 조형물 아래에서 자신이 편곡한 케이지의 곡들

을 기타 솔로로 들려준다. 그 기타 가락 위로 무용수

들이 커닝엄의 절제된 몸짓을 선보인다. 이들이 함께 

삶을 섞으며 보낸 반세기의 시간이 기타 위를 노니

는 그의 손가락 끝 한 점으로 응축되었다가 다시 관

객에게 퍼져나간다. 그들의 다양한 발놀림이 무대를 

울리는 소리는 주변 공기를 주기적으로 감싸는 케이

지의 음악과 어우러지며 무대를 둘러싼 사람들과 호

흡한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예술의 전위에서 묵묵히 걸

었을까. 초창기 주변의 몰이해에도, 만년의 화려한 

찬사에도 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을까. 시간이 흐

를수록 전위에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이 얼마나 고

통스러운 일인지, 세속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

지 마음속 깊이 느낄 텐데 말이다. 갈수록 과거 예

술가들이 남겨놓은 유산에 대한 지식보다 끈질긴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던 원동력을 탐하고 싶어

진다. 체스를 위해 예술을 버렸다고 평가를 듣던 만

년의 뒤샹이 왜 2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마

지막 문제작<Etant Donne>1946-1966을 그리고 있었

는지, 뇌졸중으로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던 70

대 후반의 케이지가 죽기 전까지 실험적인 오페라 

<Europera I-V> 작곡에 어떻게 매진할 수 있었는지, 

커닝엄은 어떻게 아흔까지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

을 수 있었는지 그들이 지녔던 에너지를 느끼고 싶

어진다. 세속의 욕망을 위해 시인도 시를 버리는 시

대, 자신이 지닌 물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숙연함을 자아낸다. 아마 서로 어깨 걸고 앞으

로 발을 딛던 끈끈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예

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같이 살았던 젊은 시절

의 짧은 6년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존스와 라우셴버

그, 선생과 제자로 만나 평생 함께 산 케이지와 커닝

엄 모두 예술적 신뢰와 연대에서 그 예술적 원동력

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11. 더글러스 제프리. (왼쪽부터) 케이지, 커닝엄, 그리고 라우셴버그, 런던, 머스 커닝엄 무용단 세계 순회공연 중 

August 1964. ©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12. 13. 전시장 무대에는 어느 순간 검은 타이츠 차림의 무용수들이 등장해 커닝엄의 몸짓들을 선사한다. 그들의 다양한 발놀

림이 무대를 울리는 소리는 주변 공기를 주기적으로 감싸는 케이지의 음악과 어우러지며 무대를 둘러싼 사람들과 호흡한다. 

Dancers appear courtesy Merce Cunningham Trust : Photograph by Constance Mensh, Philadelphia Museum of Art

14. 라우셴버그, <Automobile Tire Print>, 1953. 41.91cm×671.83cm ; Collection SFMOMA  

© Robert Rauschenberg Estate / Licensed by VAGA,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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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
성남미디어센터가 지난해 12월,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 드디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목적스튜디

오・소리스튜디오・미디어도서관・디지털교육실・미디어홀(상영관) 등의 시설을 갖춘 성남미디어센터는 

딱딱한 공공시설이 아닌, 시민 누구나 찾아와 새로운 문화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기르는 배움의 공간, 미디어로 어울리는 

만남의 공간, 자신의 생각을 제작하고 전달하는 소통 공간 -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어떤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최재우 홍보미디어실   그림•오영주

image report | 성남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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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media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정보는 다양하며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미디어를 특정인만 소유하게 된다면 객관성과 다양성을 잃고 

특정인의 생각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영상.사진.라디오.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PC 등 뉴미디

어의 발달로 미디어 접근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다양성에 대한 인

정과 함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나 미디어를 알고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디어도서관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디어센터 내부에서 국내외 극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독립영화 등 다수의 DVD 타이틀, 그리고 영화, 미디어교육, 문화예술, IT, 

어린이 도서 등 다수의 양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화를 고른 뒤 2층에 위치한 DVD 

열람실, <작은 영화관>에서 친구와 함께 영화를 감상해볼까요? 블루레이 타이틀도 감상할 수 있어요!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10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DVD와 도서의 외부 반출은 불가합니다)

작은 영화관

다목적 스튜디오

시민 누구나 일상을 기록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을 다루며,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펼쳐지는 곳. 사진, 영상,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성남

미디어센터입니다.

성남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으로 건립하여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sn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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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물창고에서는 성남미디어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촬영.조명.사운드와 편집 장비를 대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들은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동아리방과 편집실은 사전 신청을 거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교육실에서는 다양한 편집 및 디지털 강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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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에서는 다양한 정규 강좌와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가족 영상앨범> <편집으로 풀어보는 영화 이야기> <파이널컷 프로×입문> <프리미어 프로 CS6 입문> <어린이 단편영화

제작 캠프> <촬영감독과 함께하는 촬영의 정석> <어린이 아나운서 교실> <스마트폰 촬영에서 유투브까지> 등의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이날은 어린이들이 힘을 모아 즐겁게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있네요. 콘티에 따라 연기도 하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감독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소리 스튜디오 안에서는 라디오 DJ가 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성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날은 <라디오 스타> 체험으로 DJ가 되어봅니다. 우선 호흡량 증대를 위한 탁구공 불기 게임, 발음과 발성 연습을 거친 뒤 구성회의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고른 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연을 글로 적어요. 대본을 읽으며 라디오 DJ가 되어 녹음을 시작합니다!

다음엔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성우가 되어볼까요?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간단히 관람한 뒤 제시된 표정 카드를 보고 표정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어봐요. 즐거움, 화남, 슬픔, 놀람…. 

역할을 나눈 뒤 더빙을 시작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미디어로 바라보는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개관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무료 특강이 세 차례 열렸습니다. 

사진작가 김홍희, 방송인 김미화, MBC 김태호 PD가 성남미디어센터를 찾아주셨어요. 



inside seongnam | 사랑방문화클럽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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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월 수내1동 자치센터에서 라인댄스를 배우던 수강생들이 모여 

만든 클럽 <S라인댄스>.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64세지만 20대 못지않은 몸매

와 춤 실력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주로 보육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찾아가 봉

사 공연을 펼치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무대 위에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앞으로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지닌 <S라인댄스>. 

클럽지기 박치숙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음악과 춤을 통해 젊어지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행/글•정은주

라인댄스 동아리 <S라인댄스>

나이 잊고 신명나게 춤추는 
아름다운 여자들

<S라인댄스>는 어떤 계기로 생긴 클럽인가요? 창단 시기와 취지가 궁금합

니다. 

저희 <S라인댄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

습니다. 수내1동 자치회관에서 라인댄스 강의를 함께 듣던 수강생

들이 모여 시작한 클럽이고요. 라인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수강생

들과 함께 <S라인댄스>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라인댄스를 

통해 운동 효과를 더 높여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최현숙 강사님의 

권유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라인댄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활동하는 이유입니다. 

<S라인댄스>의 회원은 몇 명이며,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은 총 12명입니다. 모두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64세입니다. 70세가 넘는 분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신명나는 라인

댄스를 위해 나이를 잊고 지낸다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나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라인댄스를 통해 실제

로도 S라인을 만들었거든요. 회원들의 허리 치수는 28인치를 넘지 

않는답니다! 

<S라인댄스>의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봉사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

신들에게 작은 웃음을 드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공연, 시나 동 행사에도 자주 초청되는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사 

공연과 초청 공연을 포함해 총 20회 무대에 섰습니다. 

평소 연습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처음에는 강사님이 연습을 지도해주셨습니다. 만약 5월에 공연을 

해야 한다면 두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며, 일주일에 두세 번가량 

모여 연습을 합니다. 회원들의 실력 차이가 조금은 날 수밖에 없는

데요. 연습을 할 때는 특정 부분을 잘하는 회원이 그 부분에 취약한 

회원들을 봐주기도 합니다. 또 한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태권도장 같은 사설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했고, 지금은 

자치센터에 마련된 강당을 예약해서 연습실로 사용 중입니다. 밤에 

연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S라인댄스>가 있기까지 회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창단 직후에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혹독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점

심은 김밥이나 피자 등으로 간단히 해결하면서요. 또 강사님께서는 

저희를 아이 야단치듯이 무섭게 지도하기도 했는데, 다들 ‘이렇게까

지 하면서 라인댄스를 해야 하는가’라는 심정이었죠. 이런 과정이 

힘겨워 중간에 그만둔 회원도 있고요. 지금의 <S라인댄스>를 자랑스

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회원이 힘든 고비를 여러 차례 이

겨냈기 때문입니다. 

라인댄스는 어떤 운동인가요? 

우리나라에 라인댄스가 소개된 지는 5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라인댄스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에요. 오랜 기

간 운동을 하면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인댄스는 

그러한 위험이 전혀 없답니다. 또 자세를 바로잡아주는데요. 회원 

모두 라인댄스를 시작한 후 자세가 곧아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이나 허리 통증이 완화된 회원도 많습니다.  

다양한 무대에 오르는 만큼 무대 의상도 여러 벌 필요할 텐데요. 의상 준비

는 어떻게 하나요?

라인댄스는 모자를 써야만 어울리는데요, 모자부터 옷, 티셔츠, 바

지, 손목 보호대 등을 합하면 5만~10만원가량 됩니다.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새로 구입하지는 않지만 큰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는 망설

이지 않고 구입합니다. ‘그동안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

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자’는 마음으로 무대의상을 준비

합니다. 

공연 때는 주로 어떤 레퍼토리를 선보이는지요? 또 새로운 레퍼토리는 어

떻게 익히나요? 

저희는 주로 봉사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경

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레퍼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동작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거든요. 또 시나 동 단

위 행사에서는 느린 박자의 음악이나 힙합을 선보이기도 해요. 공연 

일정이 잡히면 강사님께서 도와주고요. 실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

영해 회원들과 함께 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요. 저희끼리 연습을 완벽히 한 다음 무대에 오르기 전 두어 번 더욱 

강도 높게 지도를 받곤 합니다.  

사랑방문화클럽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요? 가입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요? 

<S라인댄스>는 창단과 동시에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나

이 지긋한 아줌마들이 모여 라인댄스를 춘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롭

겠다 싶으셨는지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던 일입니다. 성남시 전체 

동아리 30팀이 10팀씩 짝을 지어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속한 팀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안무와 스토리를 잘 짰다고 칭찬해주시더라고

요. 무엇보다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

찼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S라인댄스>가 계획 중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봉사 공연을 다니려고 합니다. 공연뿐만 아니

라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도 드리려고 계획 중이고요. 

나아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많은 단체와 교류해서 라인댄

스와 봉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S라인댄스>에 참가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흔히 말하는 몸치거나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관

계가 없습니다. 라인댄스는 누구나 노력하면 즐겁게 출 수 있는 춤

이자 운동이거든요. 또 혹시 나이가 많아서 회원으로 활동하기에 어

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접어두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 <S라인데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젊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

다. 



      

SNART News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제3대 대표이사 취임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제3대 대표이사 취임식이 이재명 성남시장, 신기남・김미희 국회의원, 성남시의원과 문화예술계 인사, 여영동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렸다.  신선희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창립 10주년을 바라보는 성남

문화재단이 정체성과 예술성을 강화하고, 생활예술을 통한 공공성을 확고히 다지며, 균형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 문화예술 허브로 웅비하는 기

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공연시즌제를 도입하고, 청소년관현악제와 국제예술제를 통해 <음악도시 성남>의 청사진을 심화・발전시키고, 창의

적 지역축제의 모색은 물론, 국내 유일의 악기 박물관과 악기 은행도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 

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 기회를 부여하고, 성남아트센터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두 가지 과제를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잘 해결해나가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선희 대표이사는 무대예술가로서 예술현장과 강단을 오가며, 또 한국대표 공연장(단체)을 이끌며 우리나라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한 예술경영 중진이다. 경기여고ㆍ이화여대ㆍ하와이대 대학원(석사)ㆍ중앙대 대학원(박사)을 나와, 서울예술단 이사장 겸 총감독과 국립극장장, 서울예대 

석좌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국립극장장 때 민자 32억 원을 유치해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을 건립했고, 공연예술계 숙원이던 <공연예술박물관> 건립,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창설 등, 콘텐츠와 경영 내실을 다졌다. 무대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세계의 존경받는 무대예술가상, ‘올빛 무대예술가상’을 비롯해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문제적 인간 연산>으로  여러 무대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성남아트센터가 마련하는 <박종호의 낭만시대>가 2013년도 계속된다. 문

화평론가이자 정신과 의사, 오페라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호가 진행

하는 예술 프로그램 <박종호의 낭만시대>는 2011년과 2012년 관객에게 

높은 평점을 받으며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한 작

품을 집중 감상했던 기존의 연주회나 강의 차원을 벗어나 매 시간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테마를 선정, 그 속에서 서양 예술이 어떤 표현을 했고 어

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박종호의 명쾌하고 예리한 해설이 곁들여 큰 호응

을 얻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페라는 

물론이고 클래식 음악, 문학, 연극, 영화, 건축, 발레, 여행 등 다양한 장르

에 걸친 통합적인 감상과 감동을 경

험하게 된다. 박종호가 들려주는 예

술에 담긴 아름다운 사연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놀랍고 감

동적인 이야기들이 2월 16일부터 

매월  오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I. 2월(2월 16일) [교양] - ‘알아간

다는 것의 고통’ 교양이란 무엇인

가. 우리는 교양 부재의 시대에 산

다. 하드웨어는 대단히 발전했지만, 

정작 그 콘텐츠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교양의 의미와 우리 시대에 

교양이 왜 필요한가를 클래식과 오페라, 발레를 통해서 알아본다. 

 II. 3월(3월 16일) <극장> - ‘시민 계급의 학교’  극장이란 다만 여흥의 장소

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 소비층으로 떠오른 시민계급에게 성장을 

가져다준 학교였으며 민주주의의 토대였다. 서양 역사에서의 극장 변천사

와 극장을 소재로 한 명작들을 살펴본다. 

 III. 4월(4월 13일) <탱고> - ‘영혼의 몸부림’  탱고하면 많은 사람이 춤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탱고는 춤 이전에 음악이었으며, 음악 이전에 성악이

었다. 그것은 멀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민자들의 슬픈 연가였고 고향을 그

리워하는  절규였다. 진정한 탱고의 모습을 찾아본다.

 IV. 5월(5월 11일) <기사와 음유시인> - ‘남자가 가장 멋졌던 시대’  한때 

많이 사용하던 신사도나 기사도라는 말이 실종되어버렸다. 하지만 기사도, 

얼마나 멋진 말인가? 기사란 어떤 자들이었으며, 신사도란 어떻게 생겨났

을까? 기사들은 또한 음유시인이었다. 오페라 등에 나타난 기사들의 모습

을 다시 반추한다.

V. 6월(6월 1일) <나폴리의 칸초네> - ‘그대 창밑에서 들리던 노래’  창밖

에서 불리던 세레나데를 기억하는가? 그중 많은 곡이 이탈리아, 특히 나폴

리에서 불지던 노래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칸초네라고 부른다. 달밤에 연

인을 그리던 아름다운 가락, 그 멋진 노래들을 다시 한 번 추억한다.

 VI. 7월 (7월 13일) <페스티벌> - ‘정열과 감동의 여름’  매년 유럽의 여름

은 페스티벌의 열기로 더욱 뜨겁다. 여름이면 유럽의 명승지 곳곳에서는 

음악과 오페라의 축제가 벌어진다. 유럽의 페스티벌의 의의와 역사를 알아

보고, 명페스티벌들의 즐겁고 감동적인 모습에 취해본다.

 VII. 9월(9월 7일) <결투> - ‘신에게 맡기는 재판’  과거엔 결투란 것이 중

요한 문화였다. 결투는 두 남자가 다만 서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다. 시시

비비를 하늘의 손에 맡기는 그들의 신념이었고 문화였다. 많은 문학과 오

페라에는 결투의 모습들이 나온다. 결투를 알아보고 그들의 심리와 문화를 

추적한다.

 VIII. 10월(9월 28일) <여행> - ‘성장하기 위한 걸음’  지금 세상의 공항과 

역은 여행을 오고 가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떠나

고 또 떠나는 것일까? 여행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여행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보고, 예술에 나타난 여행의 모습을 짚어

본다.

2013 박종호의 낭만시대浪漫時代 : 오페라와 클래식을 통해 살펴보는 총체적 문화산책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소식 

후원회 이종덕 고문,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취임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고문인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이 광화문문화포럼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종덕 고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상임이사, 서울예술단 이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무아트홀 사

장,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좌교수,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광화문문화포럼은 문화의 중심

지였던 광화문의 역사성을 계승해 문화 발전을 위한 담론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문화 모임으로 2000년 1월 발족되었다. 문화와 예

술, 정치와 외교 등 인문과 사회를 아우르며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열띤 강연과 토론을 벌여온 광화문문화포럼은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이슈를 제기해왔으며, 현재는 139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2013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2013년도 제1차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1월 14일 성남아트센터 VIP룸에서 개최하였다. 후원회장인 여영동 前 ㈜씨너스 회장을 

비롯, 후원회 고문인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과 허참 前상아제약 회장,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서양화가 전명자, 정용석 성남FM방송 대표, 이완근 ㈜

신성솔라에너지 회장,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마희자 서진공방 대표, 허용무 ㈜가람산업 대표이사, 장형환 ㈜네패스 하이테크 대표, 이정식 ㈔월

드하모니 이사장, 손경호 ㈜경동 회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대한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가 이루

어졌고, 2013년도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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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sat                   sunmon                tue             wed            thu

1 2 3

8 9 104 5 6 7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20:00휴관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6:00/20:00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20:00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6:00/20:00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6:00/20:00   

●  Opera House

● Concert Hall
● Ensemble Theater

●  Civic Center

● Gallery

             티켓 오픈일날짜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6:00/20:00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6:00/20:00

●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11:00/14:00/16:00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15:00/19:00

●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11:00/14:00/16:00    

15 16 1711 12 13 14
● 밸런타인 콘서트 20:00 ● 더원 & 소향 천상의 하모니  20:00 ● 더원 & 소향 천상의 하모니  17:00   

● 박종호의 낭만시대 11:00

● 마제스틱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17:00

22 23 2418 19 20 21
휴관 ● 배지훈 피아니스트 연주회  20:00 ● 연극<친정엄마와 2박3일>15:00/19:00

●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 사천가

    17:00

● 연극<친정엄마와 2박3일> 14:00

●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 사천가

    17:00

25 26 27 28
● 노인일자리발대식 14:00

● 김경환 트롬본 독주회  19:30

휴관

● 성남시향 제101회 정기연주회 20:00

SNART Calendar

휴관

2012.12.21

2013 
February2

<캐치미이프유캔>

1.8

1.14

1.21

2012.12.17

<이자람의 사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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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콘서트 ‘기억에 머무르다’  
2.2 19: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이루마_Kiss the Rain, River Flows in You, Maybe, 

White Shadow 외 

02-530-0900

메트 오페라 <오텔로>
2.2, 17, 24 브런치 11:00 오페라 상영 12:30 베어홀 
지휘 

세미온 비쉬코프 
감독 

엘라이아 모신스키 
출연 

데스데모나 

역_르네 플레밍, 오텔로 역_요한 보타, 카시오 역_마이클 

파비아노 외 
오페라 해설

 장일범, 유정우, 유형종 

02-550-8884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 Ⅲ
2.5 20: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프로그램 

베토벤_바이올린 소나타 8~10번 피아노 주희성 

02-3436-5929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8 

시카고 심포니 & 로린 마젤

2.6~7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스트라빈스키_요정의 입맞춤 중 ‘디베르티멘토’, 

부조니_투란도트 모음곡, 브람스_교향곡 2번(6일) 

베르디_시칠리아의 저녁기도 서곡, 멘델스존_교향곡 4번 

‘이탈리아’, 베토벤_교향곡 3번 ‘영웅’(7일) 
지휘  

로린 마젤 

1577-5266

라파우 블레하츠 피아노 리사이틀

2.13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바흐_파르티타 3번, 베토벤_피아노 소나타 7번, 

쇼팽_스케르초 3번 외 

070-8680-1277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2013 11시 콘서트   
2.14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슈만_교향곡 1번 ‘봄’, 비발디_사계 중  ‘봄’, 

모차르트_피아노 협주곡 21번, 라흐마니노프_보칼리제 
지휘 

강석희 
바이올린

 이상희 
피아노 

김혜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02-580-1300

서울시향의 플래티넘 시리즈 I   
2.21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브람스_대학축전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사중주 지휘 크리스티안 예르비 바이올린 아라벨라 

슈타인바허 1588-1210  

런던 시티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   
2.26 20: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프로그램

 하이든_현악 사중주 5번 ‘종달새’, 쇼스타코비치_현악 

사중주 8번, 베베른_현악 사중주, 드보르자크_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칸’, 바이올린 토모 켈러, 롸이스 왓킨스 비올라 

조나단 웰치 첼로 아만다 트루러브 

02-585-4055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2.28~3.1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차르트_피아노 협주곡 17번, 베토벤_교향곡 7번(28일), 

베토벤_피아노 협주곡 2번, 브루크너_교향곡 9번(1일) 
지휘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피아노

 마리아 주앙 피르스 

02-599-5743  

고양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1 ‘88개 건반 위의 마술’ 
11:00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프로그램

 리스트_라 캄파넬라, 림스키-코르샤코프_왕벌의 비행, 

브람스_네 손을 위한 헝가리 무곡 4~5번, 쇼스타코비치_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해설 및 연주

 박종훈, 이윤수 

1577-7766 

<손숙의 어머니>
2.1~17 평일 20:00/토 15:00, 19:30/일・공휴일 15:00(월 ・ 

2.9~11 공연 없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연출

 이윤택 
출연 

어머니 역_손숙, 돌이 역_하용부・윤정섭 

시어머니 역_김미숙  

02-763-1268

<유럽블로그>
2.1~5.31 평일 20:00/토・일・공휴일 15:00, 18:00(월・

2.10 공연 없음, 2.9・11 15:00, 18:00 공연 있음)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1관 

출연
 종일 역_채동현・김수로, 동욱 역_성두섭・김재범, 석호 

역_조강현・이규형 

02-548-0597 

<애기똥풀>
~2.2 화~토 13:30(월 공연 없음) 북촌아트홀 
연출

 서은영 
출연

 장혜진, 김경섭, 유진경, 박유미, 정승민 외

02-924-1478

<뛰는놈 위에 나는놈>
2.3~28 평일 16:30, 19:30/토・일・공휴일 14:30, 

16:30(2.10 공연 없음) 베스트극장 
연출

 이기석 
출연

 김승민, 은정완, 허부영, 김유리

1577-6459

<셰익스피어 겨울이야기>
~2.3 목 11:00 / 금 19:30 /  토 15:00, 19:00 / 일 15: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각색 ・ 연출

 남인우 
출연 

김소리, 강우정, 

박지혜, 박영, 이진아, 신승태 외 

031-481-0562

<사랑을 하고도>
~2.3 평일 20:00/토 16:00, 19:00/일 15:00(월 공연 없음) 

대학로 예술극장 3관 
작
 곤도 히로미츠 

각색 ・ 연출
 이왕구 

출연
 차경호, 김상태, 정재훈, 

이희석, 김경선 외 

02-742-7601

<붓바람>
~2.3 평일 10:00, 11:30/토・일 11:00, 14:00, 16:00(월 공연 

없음) 문화일보홀
  출연

 극단 하땅세 

1600-8534 

<청춘비망록>
~2.3 평일 20:00/토・일 15:00, 19:00 

대학로소극장 꿈꾸는 공작소 
연출

 오동규 
극본

 김영복 
출연

 극단 하루 

02-745-7610

<숙영낭자전을 읽다>
~2.3 평일 20:00/토・일 16:00(월 공연 없음)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연출

 권호성 
극본

 김정숙 
출연

 마님 역_정연심, 어멈 역_문상희, 

과수댁 역_박지아, 막순이 역_박옥출 외 

02-507-6487

<장미빛 인생> 
~2.7 평일 20:00/토 15:00, 19:00/일・공휴일 17:00(월 공연 

없음) 대학로 스타시티 IM스테이지 
연출

 안치선 
출연

 극단 전설의 삼선교 

010-3267-2234

<킬러 오브 나이트>
~2.17 평일 20:00/토요일 16:00, 19:00/일・공휴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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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er

music 18:00(월 공연 없음)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 
연출

 서동수 
출연 

에프 역_허성민・정채경・김중기, 

효섭 역_안홍진・김영훈, 정국 역_윤돈선・권오경 

02-2235-2318

<그와 그녀의 목요일> 앙코르

~2.11 화・수・금 20:00/목 14:00/토 15:00, 18:00/일 

15:00(월 공연 없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연출

 황재헌 연옥 역_배종옥・정재은, 정민 역_조재현・정웅인  

02-580-1300

<아일랜드>
~2.17 평일 20:00/토 16:00, 20:00/일 16:00(월 공연 없음)
연출 ・ 각색

 서지혜, 존 역_최무인, 윈스톤 역_남동진 

010-3142-2073

<수상한 녀석들>
~2.17 화~금 20:00/토・일・공휴일 15:00, 18:00(월 공연 

없음) 대학로 피카소 소극장 
연출

 최경석 
출연 

임종철, 서윤하, 김병철, 한상민, 배설하 외 

02-3672-7971

<키사라기 미키짱>
~2.24 화~목 20:00/금 17:00, 20:00/토・일 15:00, 

18:00(월 공연 없음)

컬처스페이스 엔유 
각색・연출

 이해제 
원작

 코사와 료타 
출연

 오달수, 유민규, 김한, 

전재홍, 현성 외 

1588-0688

<난중일기에는 없다>
~2.28 평일 20:00/토 16:00, 19:00/일・공휴일 15:00, 

17:00(월・2.9 공연 없음, 2・11 14:00, 17:00, 2.14 17:00, 

20:00 공연 있음) 대학로 해피씨어터 
출연

 이순신 장군 역_구도균・전배수, 사스케 역_정성일, 

막딸 역_유지연 

02-747-2090 

<해피바이러스>
~3.31 평일 15:00, 17:00, 19:30/토 15:00, 17:00, 

19:00/일 및 공휴일 15:30, 17:30, 19:30(화 공연 없음, 

2.9~11 15:00, 17:00, 19:00 공연 있음) 서연아트홀 
연출

 장도현 
출연

 권오성, 김영삼, 금잔디, 김윤희, 이광용 외 

02-747-2151  

<구름빵>
2.1~5 11:00, 14: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666-5795

<호기심>  
~2.2 나루아트센터 평일 17:00/토 14:00, 17:00 
원작

 이경미 
연출

 우영하 
출연

 이호진, 박경진, 이찬열, 김연진, 

유희제 외 

02-2049-470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1~3.3 화 11:00/수~금 16:00/주말 및 공휴일 11:00, 

14:00(월 공연 없음) 목동방송회관 브로드홀 

02-2647-8175

<신데렐라>
~2.3 평일 11:30, 15:00/주말 11:00, 14:00, 16:00 

소월아트홀 

02-959-2830

<락시터> 
~2.3 평일 20:00/토 16:00, 19:30 세실극장 
연출

 위성신 
출연

 범하 역_김탄현, 제복 역_김도원, 

멀티남 역_김시권, 멀티녀 역_김은주 

02-779-1595

<지킬 앤 하이드> 
~2.9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목・금 20:00/수 15:00, 

20:00/토・일 14:00, 19:00(1.14, 21 공연 없음) 
연출・안무

 데이빗 스완 
출연 

지킬 역_윤영석・양준모, 

엠마 역_정명은・이지혜, 루시 역_선민・신의정 

1588-5212

<살짜기 옵서예>

2.16~3.31 평일 20:00/토 15:00, 19:30/일 14:00, 

18:30(월 공연 없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연출

 김민정 
안무 

구스타보
 출연

 애랑 역_김선영, 

배비장 역_최재웅・홍광호 신임목사 역_송영창・박철호, 

방자 역_김성기・임기홍  02-580-1300

<Why？마법학교 :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
~3.2 화~토 11:00, 14:00(월・2.10 공연 없음, 2.11 14:00 

공연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 
연출

 허승민 
작가 

권혁미 
작곡

 김태근  02-3404-9253

<여신님이 보고 계셔>
~3.10 평일 20:00/토・일 15:00, 18:30(월・2.10・11 공연 

없음)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연출

 박소영 
작가

 한정석
 출연

 한영범 역_최호중・이준혁 류순호 

역_신성민・전성우・윤소호, 이창섭 역_임철수 외 

02-744-7090

<오페라의 유령>
~3.24 평일 20:00/토・일・공휴일 14:00, 19:00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출연

 팬텀 역_브래드 리틀, 크리스틴 역_클레어 라이언, 라울 

역_안토니 다우닝 1577-3363

<레베카>
~3.31 화~금 20:00/토 15:00, 19:00/일 14:00, 

18:00(2.10 15:00 공연있음) LG아트센터 
연출

 로버트 요한슨 
출연

 막심 드  윈터역_유준상・류정한 

・오만석, 댄버스 부인 역_옥주현・신영숙, 

나 역_임혜영・김보경 

02-6391-6333

<그리스>
~4.28 평일 20:00/토 15:00, 19:00/일 14:00, 18:00(월 

공연 없음) 한전아트센터 
연출

 정태영 
출연

 대니 역_정민, 고은성・김보선,

 샌디 역_이지윤・정연・문희라 1588-5212   

<테디베어씨어터의 백조의 호수>
~2.3 평일 14:00/토 11:00, 14:00, 17:00/일 11:00, 

14:00(월 공연 없음) 세종M씨어터 1577-3363

국립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2.14~17 평일 20:00/토 15:00, 19:30/일 15:00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안무

 장-크리스토프 마이요 
음악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02-587-6181

dance

글・정리 정은주

musical

ARTView  74・75



 

2013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1학기 안내 

1월~6월

개강 안내

정기 강좌 1월 2일(수)부터 요일별 개강

강좌 기간

정기 강좌 : 2013. 1. 2.~ 6. 29.

접수  

기존 회원 : 2012. 12. 3. ~ 2013. 2. 2.(감상 강좌 제외)

신규 회원 : 2012. 12. 10. ~ 2013. 2. 2.(감상 강좌 제외)

강좌 분야

단기 특강 : 오페라・클래식 음악감상, 미술 이론/탐방

정기 강좌 : 오페라・클래식 음악감상, 미술/음악 실기, 사진, 한국무용

어린이 강좌 : 예술교육원-通, 음악/미술 실기, 발레

방학 특강 : 주니어 팝아트, 어린이 손글씨 캘리그래피, 스마트폰으로 작품

               사진 만들기, 동화나라 꼬마 요리사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공휴일 제외)

인터넷 접수 : 24시간 접수 가능(www.snart.or.kr)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온라인 입금 

(농협 1174-01-00285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인터넷 접수 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2~3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 가능합니다(일부 카드 제외)

취소 / 환불 규정

강좌 개시일 전 : 전액 환불

※ 강좌 시작 이후 본인의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는 취소 요청일이 포함된 해당 일까지의 

    수업 횟수를 제외한 잔여 횟수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카드 결제 시 수수료 3% 제외)  

 

 

수강 시 유의 사항

• 강좌 개강 시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되며, 강좌 진행 중 50%의 정

원이 미달될 경우에도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의 일정 및 강사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 강좌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수강 혜택 및 문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수강료 10% 할인

성남문화재단 회원 :  5~20% 할인(후원회 20%, VIP 10%, Premium 10%, Gold 5%)

아카데미 회원 :  성남아트센터 레스토랑 아리안나, 카페 다디오, 띠아모, 떡집 예랑 10% 할인

(일부품목 제외)

강좌 문의 : 주중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공휴일 제외)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아카데미 (031-783-8156~9)

구 분 내    용

1 개월 
미만 강좌

수강 시간 1/3 경과 전 환불 요청 시 수강료의 2/3 금액 환불

수강 시간 1/2 경과 전 환불 요청 시 수강료의 1/2 금액 환불

수강 시간 1/2 경과 후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1 개월 
이상 강좌

반환 사유가 발행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한 금액

SNART ACADEMY

성남아트센터 2013 아카데미 음악감상 강좌

  

즐거운 클래식 음악 감상

3월 8일 개강 

금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김 상 헌 작곡가, 서울대 작곡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졸업, 예술의전당, 문예진흥원 클래식 감상강좌 진행, <연애소설> 

<내사랑> <내 이름은 김삼순> <케세라세라> 등 영화・드라마 음악감독,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강의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한 시대의 정신과 감각을 호흡하는 것으로, 음악을 만든 이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을 담고 있는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    

이며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김상헌의 즐거운 음악 감상은 그 길을 가보려는 

여러분의 좋은 길동무가 될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 바그너 스페셜 

 3월 7일 개강

목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황 장 원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서울시향 공연 프로그램노트 정기 기고, 네이버 ‘오늘의 클래식’ 필진), 

현재 SBS <섹션 라디오> 고정 게스트 출연 중(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클래식 음악 교양강좌 전문 강사

(성남아트센터, 부천필 감상강좌, 무지크바움, 풍월당 등지에서 강의), 무지크바움 실장 역임, 한국 바그너협회 사무간사 역임

2013년 봄 학기에는 익히 알려진 명곡들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마다 제목에 제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관련 장르에 관한 지식, 작품의 특징과 매력 포인트 등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관련 작품들까지 살펴봄으로써 더욱 다

채롭고 풍부한 감상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인 리하르트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바그너 스페셜’을 진행합니다. 봄 학기에는 바그너가 ‘악극’을 창시하기 이전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바그너 음악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소 바그너 음악을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되리

라 생각합니다. 

세계 음악문화 오디세이

2월 28일 개강

목 14:00～16:0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서 남 준 음악평론가, 아리랑국제방송 프로듀서, 월간 <음악>,  월간 <스테레오> 편집장, KBS 1,2, MBC, CBS FM, DBS 라디오 등에서 크로스오버, 영화음

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방송 및 집필 활동   

이탈리아 국민은 특유의 ‘돌체 비타아름다운 인생’ 철학 때문에 국민의 71%가 가족, 직장, 개인적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베네치아, 밀라노, 볼로

냐, 베로나, 크레모나, 피렌체, 로마, 그리고 나폴리와 시칠리아・・・. 달콤한 카푸치노 향기와 함께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이곳 사람들과 도시, 

문화와 예술은 시각적인 묘한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남준의 세계 음악문화 오디세이’  2013년 봄 학기는  ‘이탈리아 문화와 예술의 매혹’을 소개합니다.

오페라 로열박스 2013 

3월 5일 개강

화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황 지 원   클래식・오페라 평론가, 문화여행 칼럼니스트, 이화여대 등 특강, 문화공장 대표, KBS라디오 <신성원의 문화읽기> <최승원의 스튜디오1049> 출연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매혹적인 오페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공연을 작품 안팎을 넘나드는 유려하고 명쾌한 해설과 함께 감상합니다. 

베르디, 푸치니에서부터 모차르트, 슈트라우스까지. 가슴을 적시는 명작 오페라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나다 NEW

3월 4일 개강

월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양 현 주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수료. (현)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강사, 서울 기독대학교 강사, 협성대학교 강사, 창의연구소 강사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감미로운 바이올린의 선율! 이보다 더 생생하게 음악의 감동과 여운을 전해주는 것이 있을까? 본 강좌는 영화 속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을 작곡가와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영화의 감동과 함께 음악의 즐거움을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곡 여행 NEW

3월 9일 개강 

토 10:30～12:30  15회  230,000원  30쌍(미디어홀) ※3~4인 가족 기준

강 자 연  예원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피아노), 미국 피바디 음대 석사(피아노), 영국 길드홀 음대 석사・박사 (반주), 길드홀 음대 피아노과 강사 

역임, 런던 바비칸 센터, 위그모어 홀과 유럽 유수 음악 페스티발에서 성악 전문 반주자로 연주 활동, 영국 내셔널 오페라 스튜디오 오페라 반주자, 월간 <The 

Piano> <String and Bow> 음악 칼럼니스트

가곡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려운 외국말로 된 생소한 노래? 아니요.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그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유행가가 바로 

가곡이랍니다. 슈베르트와 슈만의 독일 가곡, 영미 가곡과 한국 가곡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듣고 부르고 즐기는 신나는 주말! 전문 성악가의 연주도 직접 보

고, 나도 직접 가곡 가수가 되어보는 시간! 만화와 동화 구연이 곁들여진,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RTView  76・77



특별수업수강생모집 오디션(2회)을 통해 소수 정예 선별로 수업 진행 
   - 2012. 12. 15.(토) 10:00 ~ 12:00 음악실    

   - 2012. 12. 18.(화) 19:00 ~ 21:00  세미나실

선별된 수강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 목표 및 비전 설명회 개최 

분 야 강 사 강의 내용 기간 수강료

피아노

(6세~초등학생)
유미영

피아노 연주기법 만에 앞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창의적 발달을 개발하

여 예술적 감성으로 자아개념 성장을 돕는 교육입니다.

주 2회

(44회)
  480,000원

바이올린

(6세~초등학생)
 김강숙

스킬과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의 감성표현 수단으로서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며 음악적 기초부터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 교육입니다.

주 2회

(44회)
  480,000원

Moz-Art

-오케스트라

(초3~고등학생)

 차평온

Moz-Art는 음악(Music)과 예술(Art)이 어우러져 마법(OZ)처

럼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로 각자의 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한

편, 다른 악기와 화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하는 교육입니다.

주 1회

3시간

(22회)

  480,000원

알투스

 -아트 에세이

  (8세~10세)

알투스

연구소 

알투스 아트 에세이(그림수필)는 통합예술 프로그램으로써 

문학 언어와 시각 언어로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교육입니다.

주 1회

(22회)
  480,000원

강좌 분야

시간표
           

                   요일
    시간

화 수  목 금 토

10:00~11:00

MozArt
오케스트라

알투스, 
아트 에세

이11:00~12:00

12:00~13:00

15:30~16:30 바이올린
- 파가니니

 신나는 어린 
피아노 음악대

- 바하

 바이올린
- 크라이슬러

바이올린
- 파가니니 2

신나는 어린 
피아노 음악대

  - 바하 2

바이올린
-크라이슬러 2

16:35~17:35 바이올린
- 세부직

 신나는 어린 
피아노 음악대

  - 헨델

 바이올린
 - 이자이

바이올린
- 세부직 2

 신나는 어린 
피아노 음악대

  - 헨델 2

바이올린
- 이자이 2

17:40~18:40
 재미있는 

피아노 나라
- 하이든

재미있는 
피아노 나라
- 하이든 2

18:45~19:45
재미있는 

피아노 나라
- 베토벤

 재미있는 
피아노 나라
- 베토벤 2

분기별 2회 Parent's Day(부모님 방문 날)를 실시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의 시간 마련 
  - 각 학생별 매일 학업 기록부 작성을 토대로 상담 진행 
분기별 2~3회 외국강사 초청, 예술교육 기회 제공 
  - 외국어 및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을 통해 글로벌 예술 체험 
학기별 2회 이상 학부모 특강 진행.
    - 어린이 예술교육원-통(通) 강사의 특강 진행.
    - 외부 강사 초청 방식으로 진행.

예술과 예술이 通하는 교육.

지성과 감성이 通하는 교육.

사람과 사람이 通하는 교육.

어린이 예술교육원-通(통)에서 21세기로 통하는 예술교육을 만나보세요.

<예술교육원-通(통)>의 교육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접목을 통한 통합적 예술교육을 지향하며 기능위주의 

예술교육을 탈피한  예술본연의 목적과 감성을 통한 전인적인 자아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어린이 예술교육원-通(통)
일반 정기 강좌

음악감상
음악이 영화를 만나다  3월 4일 개강
월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양현주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수료, 현)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강사, 서울 

기독대학교 강사, 협성대학교 강사, 창의 연구소 강사

오페라 로열박스 2013  3월 5일 개강
화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황지원 : 클래식・오페라평론가, 문화공장 대표 등

마스터피스 & 바그너 스페셜  3월 7일 개강  
목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황장원 :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등

세계음악문화 오디세이  2월 28일 개강
목 14:00～16:0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서남준 : 음악평론가, 아리랑국제방송 프로듀서 등

즐거운 클래식 음악감상  3월 8일 개강
금 10:30～12:30    15회  230,000원  40명(미디어홀)

김상헌 : 작곡가, 서울대 작곡과・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졸업, <내 이름은 김삼순>, <케세라세라> 등 

영화・드라마 음악감독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곡여행(3~4인 가족기준) 3월 9일 개강
토 10:30～12:30    15회  230,000원  30쌍(미디어홀)

강자연 : 서울대 음대 기악과 피아노 졸업, 영국 길드홀 

대학교 석/박사

음악실기
첼로
월 20:00～21:00    22회   220,000원  15명  

고등학생～성인(무용실)(B) 

안성은 :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예술대 대학원,          

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출강

클라리넷 
월 18:30～19:30  22회  220,000원  10명(뮤직홀)  초급반

월 19:30～20:30  22회  220,000원  10명(뮤직홀)  중급반

류혁 :  독일 쾰른아헨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 

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플루트
화 10:30～11:40   22회   280,000원  10명  (뮤직홀)(A) 

김희숙 : 서울음대・독일뮌스터음대 졸업

화 19:00～20:00   22회   220,000원  12명  (뮤직홀)(B) 

화 20:00～21:00   22회   220,000원  12명  (뮤직홀)(C) 

노현주 :  미국 오버린 음악원 졸업,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졸업,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색소폰
화 19:00～20:00    22회   300,000원  8명  (음악실) 

(중급)(B)

화 20:00～21:00    22회   220,000원  10명  (음악실) 

(초급)(A)

이승동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프랑스 EVRY・ 

 말메종・Nidermeyer 음악원 졸업

쉽고 즐거운 소나티네 NEW
화 11:00～12:10  22회   28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

채보연 :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아마데우스클래스 

음악교육연구소 전문위원

피아노 스타의 재즈랑 반주랑
화 19:30～20:40  22회   30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

김수현 : 피아노스타 강사

웰빙 피아노(팝송)
목 10:00～11:00  22회   24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A)

 

목 11:00～12:00  22회   24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B) 

목 14:00～15:00  22회   24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C) 

목 19:00～20:00  22회   24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D) 

토 10:00～11:00  22회   24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8명  (피아노실)(E  

채보연 :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아마데우스클래스 

음악교육연구소 전문위원 

우리 가족은 피아니스트 3~4인가족기준NEW    
토 15:00～16:00  22회   700,000원(교재비 5,000원 별도)  

2가족  (피아노실) 

채보연 :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아마데우스클래스 

음악교육연구소 전문위원

클래식 기타
수 13:10～14:10    20회   220,000원  15명  (뮤직홀) 

(카바티나클래스-초급~중급)

금 19:00～20:00    20회   220,000원  15명  (음악실) 

(타레가클래스-초급~중급)

금 20:00～21:00    20회   230,000원  15명  (음악실) 

(알함브라 기타앙상블-중급 이상)

심지석 : 독일 뮌스터국립음대 졸업, 성남기타페스티벌  

음악감독

바이올린
금 19:00～20:00   22회   220,000원  15명  (뮤직홀)(A) 

금 20:00～21:00   22회   220,000원  15명  (뮤직홀)(B)

김경명 :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졸업,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뒤스부르크 수료

합창교실
수 11:00～13:00   22회   300,000원   25명  (뮤직홀) 

이은실 :  성악가, 독일 쾰른 부퍼탈 국립음대 대학원 석사, 

Konzertexamen 졸업

성악 마스터클래스
목 11:00～12:30   22회   460,000원   7명  (뮤직홀)(A) 

금 15:30～17:00   22회   460,000원   7명  (음악실)(B) 

이은실 :  성악가, 독일 쾰른 부퍼탈 국립음대 대학원 석사, 

Konzertexamen 졸업

즐거운 가곡교실
금 14:00～15:20   22회   300,000원   25명  (음악실) 

이은실 :  성악가, 독일 쾰른 부퍼탈 국립음대 대학원 석사, 

Konzertexamen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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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카데미 
정기강좌

음악실기
어린이 첼로
월 16:30～17:30  22회   220,000원   10명   

5세～초등학생 (뮤직홀)(A)

월 17:40～18:40  22회   220,000원   10명   

어린이~중학생 (뮤직홀)(B)

안성은 :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예술대 대학원, 

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출강

초등 바이올린
금 17:30～18:30   22회   220,000원   10명   

초등생(뮤직홀)(A) 

김경명 :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졸업,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뒤스부르크 수료

어린이 바이올린
토 11:00～12:10   22회   280,000원   10명  5~7세(뮤직홀)

초등학생 바이올린
토 13:10～14:20   22회   280,000원   12명   초1~3  

(뮤직홀)(B)

토 14:20～15:30   22회   280,000원   12명   초4~6  

(뮤직홀)(C 

전기홍 : 안양챔버오케스트라 제1수석 단원, 

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통기타(로망스)NEW
월 15:30～16:30   22회   220,000원   15명   

초등~고등(음악실)(A)

클래식 기타(캐논)NEW
월 16:40～17:40   22회   220,000원   15명   

초등~고등(음악실)(B)

이진아 : 평택대학교 기타전공 졸업, 스페인마드리드 

왕립음악원(8년과정)졸업

어린이 가야금NEW
월 16:30～17:30   22회   280,000원   15명   

초등3~6(무용실)

정길선 :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 석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어린이 피아노교실
목 16:20～17:30   22회   500,000원   8명   5~7세  

(피아노실)

초등학생 피아노교실
토 16:20～17:10   22회   330,000원   8명   초1~6  

(피아노실)

채보연 :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아마데우스클래스 

음악교육연구소 전문위원 

초등학생 성악
수 16:00～17:10   22회   240,000원   10명   초1~2  

(음악실)(A)

수 17:20～18:30   22회   240,000원   10명   초3~6  

(음악실)(B)

초등학생 성악(콩쿠르 대비)
수 18:40～19:50   22회   350,000원   7명   초1~6  

(음악실))

어린이 동요 기초탄탄 
금 15:00～16:00   22회   300,000원   7명   5～7세  

(뮤직홀)

이연정 : 성악가, 연세대 음대 성악과 졸업, 

경기초등학교?중학교 음악 교사 역임

영어 뮤지컬 3월 6일 개강NEW
수 15:30～17:00   15회   380,000원   15명  초1~3  

(무용실)(A)

수 17:10～18:40   15회   380,000원   15명  초4~6  

(무용실)(B)

수 18:50～20:20   15회   380,000원   15명  초4~6  

(무용실)(C)

(주)두왑 아동뮤지컬 전문단체

연극
아동 연극 3월 7일 개강
목 15:00～16:20   12회   280,000원   10명  6세~7세  

(무용실)(A)

목 16:50～18:10   12회   280,000원   10명  8세~10세  

(무용실)(B))

사다리 :  연극 전문단체

무용실기
어린이 발레(팅커벨)
화 16:10～17:10   22회   220,000원   10명   7세~초1  

(무용실)(A)(초급)

화 17:20～18:20   22회   220,000원   12명   초2~4  

(무용실)(B)(중급)

금 16:10～17:10   22회   220,000원   10명   7세~초1  

(무용실)(C)(초급)

금 17:30～18:30   22회   220,000원   12명   초2~4  

(무용실)(D)(중급

이주현 :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MBC아카데미 재즈댄스 

강사

어린이 발레(실피드)
토 10:30~11:30   22회   220,000원   12명   5~6세  

(무용실)(A)(초급)

토 11:40～12:40  22회   220,000원   12명   6~7세  

(무용실)(B)(초급)

토 12:50~13:50   22회   220,000원   12명   7세～초3  

(무용실)(중급

이명은 : 강원대 무용학과 졸업, 서울발레시어터, 

조승미발레단 단원

미술실기
미술영재
피카소(기초)
목 17:30～18:30   22회   260,000원(재료비 별도)   20명  

초4~중2  (미술실) 칸딘스키(심화) NEW
목 19:00～20:30   22회   260,000원(재료비 별도)   20명  

초4~중2  (미술실)

조동균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회화전공 졸업

＊선별 시험 시행 후 소수정예 선발 수업

초등학생 미술교실
금 17:30～19:0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초3~6  (미술실)

토 15:30～17:0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초3~6  (미술실)(데생/수채화)) 
박운용 : 중앙대 대학원 회화과 석사, 세종대 애니메이션과 

미술해부학 강사

기초조형표현 미술교실
토 11:20～12:4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0명  

초1~6  (미술실)(A) 

토 14:00～15:2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0명  

초1~6  (미술실)(B)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미술교실
토 12:50～13:5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0쌍  

5~7세  (미술실)

박명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탈리아 밀라노 Scola 

Cova 아카데미 졸업

아트탐험대 NEW
토 12:30～13:3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6세~7세  (세미나실)

토 14:00～15:0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초등1~6  (세미나실)

토 15:30～16:30   22회   22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초등1~6  (세미나실)

허  진 : 동국대학교 학사, 동대학원 석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 에듀케이터  

역임.(교육기획 & 개발)

대금
월 10:30～11:30    22회   280,000원  8명  (음악실) NEW    
목 19:00～20:30    22회   280,000원  8명  (음악실) 

봉용섭 : 성남시립국악단 부수석, 서울 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해금
월 10:30～11:30    22회   280,000원  15명  (뮤직홀)NEW    
수 19:30～21:00    22회   280,000원  15명  (뮤직홀)

김현하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대학원 졸업, 성남시립국악단 

상임단원

가야금NEW    
목 10:30～12:00    22회   280,000원  8명  (음악실)

정길선 :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교육 석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미술감상
박남희의 ‘시대를 보는 눈Ⅱ’<1789~1989의 
현대미술>  3월 5일 개강
화 10:30～12:30   15회   230,000원   35명  (음악실)

박남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졸업,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연구소 연구원

윤우학의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미술사’  3월 6일 개강
수 10:30～12:30   15회   230,000원   35명  (음악실)

윤우학 :  충북대 미술과 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고문

미술실기
문인화(사군자, 한글서예) 
월 10:00～13:00   22회   30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미술실)

월 14:00～16:00   22회   200,000원(재료비 별도)   12명  

(미술실)

손외자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미술협회이사, 

현대미술(서양화)
화 10:00～13:00   22회   220,000원   25명  (미술실)  

현대미술(누드크로키)
화 14:00～17:00   22회   200,000원(모델비 별도)   25명  

(미술실

장동문 :  서양화가, 한국미협 이사, 한국가톨릭미협 회원, 

한국구상대전 회원

서양화(수채화·유화·드로잉)
수 10:00～13:00   22회   220,000원   25명  (미술실)(A)  

조동균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회화전공 졸업

서양화(수채화·유화·드로잉)
수 14:00～17:00   22회   220,000원   25명  (미술실)(B)

수 19:00～21:00   22회   220,000원  20명  (미술실)(C) 

서인천 :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사)한국미술협회이사, (사)전업미술가협회 이사

유화&아크릴
목 10:00～13:00   22회   220,000원   25명  (미술실)(A) 

금 10:00～13:00   22회   220,000원   25명  (미술실)(B) 

조인희 : 경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대한민국 

평화예술대전 우수상, 서울미술대상전  장려상,  

중앙미술대전・동아미술대전 입선

인체크로키 
목 14:00～17:00   22회   200,000원(모델비 별도)   25명  

(미술실) 

이종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석사

수채화  
금 14:00～17:00   22회   200,000원   20명  (미술실)  

김영선 :  계명대 회화과 졸업, 한국미협회원, 개인전 6회, 

 초대전, 단체전 다수, ‘썬화실’ 운영

사진
사진창작
월 10:30～12:30   22회   280,000원   20명  

(세미나실)(초급) NEW

월 15:00～17:00   22회   300,000원   20명  (세미나실)(A) 

월 19:00～21:00   22회   300,000원   20명  (세미나실)(B)

이광용 :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 협의회 회장 역임

디지털 사진(입문)
화 10:30～12:30   22회   280,000원(야외 촬영 실습비 

별도)   20명  (세미나실)

디지털 사진(테크닉)
화 13:30～15:30   22회   320,000원(야외 촬영 실습비 

별도)   15명  (세미나실)

디지털 사진(리터칭)NEW   
화 15:40～17:40   22회   320,000원(야외 촬영 실습비 

별도)   12명  (세미나실)

한상훈 :  뉴욕  School of Visual Arts 졸업, 신구대학 

사진영상 미디어과 겸임교수

무용
한국전통춤 입춤(기초반) 
월 09:50～11:2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한국전통춤 입춤·흥춤(중급반) 
월 11:30～13:1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한국전통춤 살풀이·승무(연구반) 
월 13:10～15:1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채리희 :  단국대 무용학 석사, 중앙대 국악대학 강사

움직임의 원리로 이해하는 살풀이 춤
금 10:30～12:0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움직임의 원리로 이해하는 승무
금 13:00～14:3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움직임의 원리로 이해하는 기초 살풀이 춤
금 14:30～16:00   22회   280,000원   12명  (무용실)

신미경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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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RT 
membership service
성남아트센터 유료 회원을 위한 특별한 예우를 소개합니다

미스터피자(야탑점)

5% 할인(배달 포함)
정직을 바탕으로 최고를 추구하는 미스터피자는 

‘손맛을 능가하는 맛은 없고, 정성보다 나은 재

료는 없다’는 신념으로 기름기 없이 건강한 수타

피자Home Made Pizza를 고집합니다. 이탈리아의 수제 

피자집 같은 내추럴한 분위기와 여성들이 좋아하

는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매장에서 

피자와 샐러드의 환상적인 만남을 즐겨보세요.

분당구 야탑동 353-5 2층 
031-703-7676(야탑 이매점), www.mrpizza.co.kr
공연 티켓 소지 시 15% 할인(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떡카페 예랑

10% 할인
떡카페 예랑에서는 매일 직접 만든 다

양한 전통차와 각종 재료로 맛을 낸 떡

케이크, 단팥죽과 연잎밥 등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돌, 백일, 오픈 파티 

등 각종 모임을 위한 떡도 판매합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2층 미술관 옆
031-702-2181

한나 낙지마당(서현점)

10% 할인
한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맛! 맛과 정

성,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낙지마

당 서현점입니다. 갯벌의 산삼이라 불

리는 낙지를 재료로 볶음, 찜, 회, 연포

탕, 산낙지 전골, 만두 등 다양한 메뉴

로 10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

습니다.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좋

습니다. 

분당구 서현동 140-13번지 
031-747-4000  
blog.naver.com/g_niwon

마리에뜨 

10% 할인
마리에뜨는 1999년 개업 이래 한국인

이 즐길 수 있는 양식 구현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날 구운 빵, 

매일 아침 들여오는 신선한 채소와 허

브, 싱싱한 해산물, 그윽한 에스프레소 

향과 즉석에서 조리한 최고 품질의 식

사. 언제나 고객을 위해 지켜나갈 마리

에뜨의 약속입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031-701-2681 

아리안나 이탤리언 파스타&피자전문점 

10% 할인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에

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웰

빙 시대에 맞추어 샐러드와 해산물 요

리, 균형 잡힌 식재료를 통해 고객으로

부터 사랑받는 외식 문화를 추구합니

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
031-702-8402  
www.arianna.co.kr

비틀즈

10% 할인
서현동 먹자골목 초입에 위치

한 비틀즈는 3,000여 장의 LP

와 매킨토시 파워 앰프로 최상

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 펍 & 뮤직카페입

니다. 오후 11시부터는 손님들

이 직접 노래할 수 있는 특별

한 무대도 마련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4-11 
031-781-0770  
영업시간 pm 5:00 ~ am 2:00

카페 랄로

10% 할인
카페 랄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카페 

랄로는 세계의 유명한 원두를 직접 로스팅

해 드립식으로 제공하며, 매일 굽는 천연 

발효 빵과 수석 조리장의 파스타가 일품입

니다. 푸른 저수지를 배경으로 정겨운 사

람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분당구 운중동 552번지
031-709-5711

판교우리치과의원  
서판교 운중동에 위치한 판교우리치과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 따뜻한 의료

진들이 진료하는 치과입니다. 환자의 치

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판교우

리치과에서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

소를 찾으세요.

분당구 운중동 964 스타식스메트로빌딩 4층
(운중동주민센터 맞은편)
031-8016-2875  www.wooridental.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207-중-3498호

뉴욕 스테이크하우스 Eric’s(정자점)

15% 할인
한국에서 뉴욕을 느낄 수 있는 정통 뉴욕 

스테이크하우스 에릭은 뉴요커가 만든 

국내 유일의 스테이크하우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입니다. 좋은 육질의 한우와 청

정 호주산 고기를 사용하고, 인공 첨가물

을 최소화해 담백하고 맛있는 스테이크

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파빌리온 B동 110호
031-784-9930  
blog.naver.com/dron1985

VIPS(야탑점)

10% 할인
국내 토종 브랜드 빕스는 스테이크와 폭

립 등의 메인 메뉴와 100여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 샐러드바로, 다양한 연령대에

서 사랑받는 국내 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입니다. 고품격 인테리어와 청정우로 만

든 정통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바는 삶

에 멋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분당구 야탑동 367-1 BYC빌딩 2층
031-783-8897(야탑역점), 
www.ivips.co.kr
주문 시 생맥주 2잔 또는 에이드 2잔 무료
(2인 이상 주문 시, 테이블당 최대 2잔 제공)

와인365

5% 적립
와인365는 수도권 남부 지역 최대 규모

의 와인 아울렛으로, 직수입을 통해 유

통 마진의 거품을 제거한 가격으로 소비

자들에게 와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기존 판매가에서 

25~45% 세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

제든 할인된 가격에 전 세계의 다양한 와

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당구 금곡동 365번지 와인365빌딩
031-715-0365  / www.와인365.com

유니월드여행사

특별 우대
고객 우선, 정직,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니월드여행사는 단체 여행은 

물론이고, 그룹별 여행, 특히 개인 맞춤 

여행을 설계 기획하여 단 한 분의 여행자

라도 소중하게 모십니다.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담에 언제나 

친절하고 소상하게 답해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8-2 
리오파크빌딩 1105호
02-785-1379

카페 띠아모 

10% 할인
매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의 신선한 이탈리아 젤라토(저지

방, 저당, 저칼로리)와 국내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풍부한 맛과 향을 즐

길 수 있는 커피, 달콤한 젤라토가 가

미된 정통 벨기에  와플, 그 외에 다양

한 음료와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

이 마련된 젤라토 카페입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031-701-8901  
www.ti-amo.co.kr

10% 할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다른 감각과 풍

부한 감성으로 바쁜 도심 일상의 한가

운데서 살아 있는 자연 그대로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의 엄격함과 

순수함으로 유러피언들의 일상과 휴

식, 사교와 예술의 영감이자 모태였던 

유럽 카페의 정신과 맥을 이어갑니다.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지하 1층
www.caffedadio.com

카페 다디오 Cafe da dio  

유료 회원 가입 안내  
031-783-8000, 8114 / member@snart.or.kr
타 제휴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할인 혜택을 위해서는 회원카드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순당
추가 10% 할인
좋은 술의 고집, 국순당의 이름을 걸고 수입

하는 프리미엄 벨류 와인을 소개합니다. 세

계 최고의 와인 양조자로 불리며 풍부한 과

실 향과 부드러운 타닌이 특징인 미쉘 롤랑

의 와인, 보르도 와인의 대부 또는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뤼통의 와인, 최초의 슈퍼 론 

와인으로 세계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쉔 블

루, 그랑 크뤼 샴페인 마이 등, 믿을 수 있는 

회사, 국순당이 독점으로 소개하는 프리미

엄 와인과 가격 대비 품질을 보장하는 와인

들을 만나보세요.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매장 내
010-8979-0037  
www.ksdb.co.kr ARTView  82・83



READER’s Letter
월간 <아트뷰>를 읽고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함께 

<아트뷰>를 3개월 동안 발송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애독자 엽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월 호 애독자 엽서 선 물

 <인상파 이야기 - 모네> 편을 재미있게 읽었습니

다. 글에 실린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과 정원 사진, 모

네의 그림들을 대하니 자연 채광을 통해 빛의 흐름

으로 수련 작품을 감상한다는 오랑주리 미술관에 꼭 

가보고 싶네요. 무조건 시험을 위해 인상파 모네, 마

네, 드가, 르누아르를 배우던 학창 시절에 이영선 님

의 인상파 이야기와 같은 글을 대했다면 얼마나 좋

을까요?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

히고 좋아하게 될 텐데 말이지요. 눈높이에 맞는 설

명에 빠져들어 집중해 읽었습니다. 

송유정(서울 서초구 방배동)

국내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져 소개된 <용의자 

X>를 관람한 뒤 원작자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

해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마침 <아트

뷰> 1월호 <문학 속의 예술> 코너에서 히가시

노 게이고의 작품을 소개해 준 기사가 반가웠

습니다. 문학과 그림, 음악 등 예술은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치유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좋은 공연과 

좋은 기사로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정아(경기 광주시 실촌읍)

신년호를 통해 계사년 한해의 프로그램을 차분히 조

명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올

해 미술과나 전시 계획도 활발하게 기획되는 듯해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 <해외명화전 - 스페인 거장

을 만나다>가 기대됩니다. 또  지역 작가들의 무대 

역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새로운 등용문이 되었

으면 하고 바랍니다. 성남아트센터로 인하여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접하게 되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연강(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파버카스텔 룸 시리즈 메탈릭 볼펜 (2명) 

독일의 파버카스텔사
社
는 1761년 설립, 올

해로 창사 252주년을 맞이한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필기구의 명가이다. 전통과 역사

를 지닌 파버카스텔이 새로운 디자인의 신

제품 룸
LOOM

시리즈 ‘메탈릭’을 선보인다. 

모던한 룸시리즈는 원뿔형의 디자인이 매력

적이며, 선명하고 매트한 메탈 소재의 강렬

한 색상으로 노트나 데스크에 컬러풀한 하

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볼펜은 B심의 대용

량 볼펜심이 사용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

으며, 트위스트 메커니즘으로 제작되었다. 

이달 의견이 실린 위 세 분께 추첨을 통해 아래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럽 음악축제 순례기 (1명) 

(저자 사인본)

박종호 지음│511쪽│25,000원│시공사 

풍월당 대표이자 정신과 전문의, 또 성남

아트센터에서 <박종호의 낭만시대>를 진

행하고 있는 오페라 평론가 박종호. 그

가 유럽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들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에 처음 소개해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럽 음악

축제 순례기>를 새롭게 펴냈다. 페스티

벌을 18개에서 27개로 추가하고 그동안 

저자가 새로 찾아낸 내용과 사진을 더해, 

유럽 여행자와 음악 순례자들에게 놀라

운 정보와 뜨거운 경험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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