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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서진 Jin Suh, Conductor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2014년 과천시립교향악단 제2대 지휘자로 취임한 서진은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Thu. Apr. 8, 2021 at 11 A.M.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테크닉으로 다양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음악의 자유로운 메신저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휘 서진 연주 과천시립교향악단 해설 김상진(비올리스트)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 유학하여 스위스 바젤 국립음악대학원 첼로 전공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대학원
지휘과 Christian Ehwald, Hans-Dieter Baum 교수를 사사하며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첼로 부문 대상, 제40회 동아음악콩쿠르 첼로 부문

히메네스 │ 오페라 <루이 알론소의 결혼> 중 ‘간주곡’
G. Gimenez │ Intermezzo from <La boda de Louis Alonso>
엘가 │ 첼로 협주곡 e단조 Op.85
E. Elgar │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1위, 2007년 한국인 최초로 크로아티아 제4회 Lovro von Matačić 국제지휘콩쿠르에서
Papandopulo 현대음악상을 수상하여 ‘진지한 음악적 해석과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첼로 이정란

평가를 받았다. 제8회 베를린 Interaction Conducting Workshop에서 4인의
우수지휘자로 선정되어 Berlin Philharmoniker,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Dresden Staatskapelle 외 20개 오케스트라 악장들과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Critical

Ⅲ. Adagio
Ⅳ. Allegro – Moderato – Allegro, ma non-troppo

Orchestra를 지휘하여 베를린필하모닉의 전설적인 악장 Leon Spierer의 “음악작품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며 탁월한 음악해석 능력과 테크닉, 심리학적
통찰력을 겸비한 지휘자”라는 극찬을 받았다. 유럽의 2015-2016년 한국과 프랑스

휴식 Intermission

수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프랑스 Essentiels #5 Paris-Séoul Orchestre de
Bretagne, 세계 각지에서 열린 ONE MONTH Festival 개막 연주, 체코 North

로드리고 │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J. Rodrigo │ Fantasia para un Gentilhombre
Ⅰ. Villano
Ⅱ. ERicercare
Ⅲ. Españoleta
Ⅳ. Fanfare De La Caballería De Nápoles
Ⅴ. Danza De Las Hachas
Ⅵ. Canario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7번 d단조 Op.70
A. Dvořák │ Symphony No.7 in D minor, Op.70
Ⅳ. Finale: Allegro

기타 장대건

Czech Philharmony, 폴란드 Gorzowska Philharmonic, 독일 Brandenburger
Symphoniker, Lübeck Philharmonisches Orchester, Konzerthausorchester
Berlin, Brandenburgisches Staatsorchester Frankfurt, Theatre Cottbus
Philharmonic, 크로아티아 Zagreb 방송교향악단, 러시아 St. Petersburg State
Capella Symphony 등과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제주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과 예술의전당 기획 교향악축제,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대학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마티네콘서트 등을 지휘하여 호평을 받았다. 2018년, 2019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폐막연주회에서 지휘하였고 G. Ligeti의 작품 Chamber Concerto for 13
Instrumentalist를 한국 초연하였다. 지휘자 서진은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열정적이며
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국내 젊은 지휘자로는 처음으로 S. Rachmaninoff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음반 「Sony Label」을 출반하였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프로그램과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ograms and artists are subject to change.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CROSS CHAMBER ORCHESTRA 상임지휘자, hello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witch off your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before the concert begins.

International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SEM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음악감독,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음악감독, Br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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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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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이정란 Jung-Ran Lee, Cellist

기타 장대건 Daekun Jang, Guitarist

현악 전문지 「더 스트라드」로부터 화려한 기교와 시적이고 감각적인 서정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돋보이는 연주자라 평가받는 첼리스트 이정란은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두 수제자인 오스카 길리아와 호세 토마스의 계보를 이으며 1997년 한국

로스트로포비치 파운데이션 특별상(최고 유망연주가상), 루토슬라브스키

기타리스트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콩쿠르인 스페인의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콩쿠르 특별상, 이듬해 모구에르 클라렛 콩쿠르,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에서 각각

입상으로 주목 받았다. 그는 클래식 기타계의 최고 두 거장의 문하 아래

2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위와 현대음악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파리의

스페인 알리칸테 음악원, 스위스 바젤 음대에서 최고연주자 디플롬과 동시에

모가도르극장, 씨데 드 라 뮤지크, 독일의 게반트하우스 등 저명 홀에서 수차례

고음악학교인 스위스 바젤 스콜라칸토룸에서는 고음악 연주자 피터 크로톤에게

연주하였으며, 특히 베토벤 첼로 소나타 시리즈 연주, 바흐 무반주 조곡 전곡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 연주법을 수학했다. 이후 스페인 세고비아, 루이스밀란,

연주에 도전, 현지 청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아르카스, 타레가, 이탈리아 소르, 벨기에 기타의 봄 국제 기타콩쿠르 등 20여
차례의 국제 대회에서 전례가 없이 입상하며 한국인의 음악성을 세계에 알리는 첫

프랑스 국립루아르교향악단, 핀란디아심포니, 바덴바덴필하모니, 서울시향,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그 후, 마드리드 헤타페국립음악원, 레리다 국립음악원

코리안심포니 등 국내외 저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프랑스 도빌국제음악제,

초빙 교수를 역임하며, 스페인 아스토르가 국제 콩쿠르를 설립 주관하였고

미국 라비니아페스티벌,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2008, 2014, 2018),

에구에스 국제콩쿠르, 루이스밀란 국제콩쿠르, 그레도스 산디에고 국제콩쿠르,

서울스프링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이탈리아 소르 국제콩쿠르, 멕시코 라몬노블레 국제콩쿠르, 러시아 모스크바

부산국제음악제, 전주비바체페스티벌 등에서 독주와 실내악 연주자로 꾸준히

국제콩쿠르, 미국 멤피스 국제콩쿠르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요 클래식 기타

초청받고 있다. 더불어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과 재능으로 2005년 파리국립음악원

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재학 당시 결성한 피아노 삼중주단 ‘트리오 제이드’는 2015년 슈베르트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3위, 트론하임 국제실내악콩쿠르에서 3위에

2009년 스페인 마드리드국립음악당에서 열린 국민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거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아랑후에스 기타 협주곡을 산타세실리아
심포니와 협연하여 대 호평을 받은 장대건은 유럽 무대를 발판으로 아시아 미주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사, 최고연주자 과정과 실내악 전문사 과정을 수석 졸업,

각지에서 초청 순회 연주와 마스터 클래스를 지도하며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이타마르 골란 클래스 실내악 전문사 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이정란은 필립 뮬러,

국립교향악단, 스페인 국영방송교향악단, 에우로파메디테리안필, 멕시코시티

이타마르 골란, 미리암 프리드 등 이 시대 최고의 거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국립교향악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필, 서울바로크합주단 등 저명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및 서울대학교 강사직을 역임했고 현재 트리오 제이드와

교향악단들과 협연 무대를 펼쳐가고 있으며 전설적인 합주단 이무지치와 야나첵의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의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원학교,

협연으로 주목 받았다.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스페인을 사로잡은 기타리스트

서울예고, 경희대에 출강, 또 연세대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장대건” 편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고, 2018년 평창동계문화올림픽 개막 연주 및

힘쓰고 있다. 2015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올림픽 공식 연주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현재까지 「Songs of the Guitar」,

모음곡 전곡연주를, 2017-2018년에 걸쳐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를,

「Impressions of Spain」, 「Azahar」, 「Historia」 네 장의 음반이 발매되어

2018-2019년에는 트리오 제이드로 베토벤 트리오 전곡 연주를, 2019년에는

스테디셀러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단독 리사이틀 <프란츠 앤 펠릭스>를 통해
슈베르트와 멘델스존을 조명하며 관객과 평단의 찬사 속에서 탁월한 연주력과
소통력을 증명했다. 2020년에는 전곡 프렌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음반 「랑데부
인 파리」 발매와 더불어 음반 발매 기념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개최까지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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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상진 Sang-Jin Kim, Concert Guide
일찍이 동아콩쿠르 역사상 최초의 비올라 우승자로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상진은 독일 쾰른 국립음대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후 미국의 말보로, 아스펜, 그린 마운틴, 라비니아, 뮤직 마운틴, 주니퍼
뮤직페스티벌과 독일의 라인가우, 빌라 무지카, 마흐아트, 이탈리아의 인터하모니,
그리고 체코 프라하 스프링, 프랑스 뮤직 알프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였다. 또한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메트로폴리탄 뮤지움, 쇤베르크홀, 프랑크푸르트
ⓒ 예술의전당 홍보협력부

알테 오퍼홀, 빈의 무지크페라인홀 등 전 세계 50여 개국 100여 개의 주요 도시와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세종솔로이스츠와 금호현악사중주단 등을 거치며 전 세계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로 200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02년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한 그는 국내에서도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산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등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에 솔리스트로 초청되었고,
비올라 독주 음반 「La Viola Romantica」, 「Strings from Heaven」,
「Brahms Sonatas」를 비롯한 20여 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독주 활동
이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함께 화음쳄버오케스트라를 리더로서
이끌었고, MIK앙상블,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비올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는 김상진은 EBS
라디오의 첫 클래식 전문프로그램인 <클래식 드라이브>와 고양 아람누리 렉처
콘서트 시리즈 <김상진의 음악선물> 등을 통해 방송진행자와 해설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음반 프로듀서와 편곡자로 다수의 가스펠
음반제작에 참여한 그는 매년 30여 회 작품들이 연주되는 작곡가이기도 하다.
제2회 구미국제음악제 개막공연작으로 위촉받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의 교수
Michael Wolf를 위해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Amerirang’을 작곡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01년 작곡한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Ballade’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100회 이상 연주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오푸스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지휘자로서도 계속 음악적 영역을 넓혀 온
그는 2017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주 과천시립교향악단 Gwacheon Philharmonic Orchestra
최고의 음악을 향한 도전과 열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천시립교향악단은 창단 이래 120여 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등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 및
지방 초청공연 등을 통하여 과천시의 문화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천시립교향악단은 2008년 12월 중국 북경대학, 2013년 8월 독일 노르트헤센주 문화축제 초청연주,
2015, 2016, 2018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11시 콘서트, ONE MONTH Festival 개막연주, 2017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성남 마티네콘서트, 조수미 콘서트 투어 등에서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완성도 높은 연주회들은 그동안 착실히 쌓아왔던 과천시립교향악단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주이자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향한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 무대였다.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과천시립교향악단은 국내외 젊은 연주자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지방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스토리, 멘토 프로그램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전인적 교육의 가치
부여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공연문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교향악단으로서 새로운 오케스트라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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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상상되시나요? 강렬한 태양을 머금은 싱싱한 올리브, 타파스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엘가의 협주곡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났던

바의 한 켠을 장식하는 매끈한 바게트와 스페인 와인만큼이나, 스페인 음악은 다른 유럽

것이지요. 당시 언론에서는 영국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작곡가에 대한 예우가

지역의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독특한 색채감을 지닙니다. 기타와 캐스터네츠, 그리고

아니라며, 이 일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전설적인

플라멩코 춤을 머금은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첼리스트들이었습니다. 먼저 파블로 카잘스가 이 곡에 담긴 진지한 낭만적인 정서를 알리기
글 정이은 음악학자

시작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곡을 알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것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첼리스트 자클린 뒤 프레였습니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내였던

히메네스 │ 오페라 <루이 알론소의 결혼> 중 ‘간주곡’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난치병으로 2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무대를 떠나야 했지요.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다른 협주곡과 달리 전체는

19세기 후반기, 스페인에서는 독특한 음악극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개의 악장이 두 부분(1~2악장, 3~4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연주에서는

사르수엘라(zarsuela)라는 장르였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스페인식으로 변형된 오페라

후반부를 듣게 되실 텐데요, 낭만적인 정서를 듬뿍 머금은 노래를 담은 3악장과 열정적인

같은 장르입니다. 오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하는 장르고 이탈리아어가 주된

패시지들이 곳곳에서 반짝이는 빠른 4악장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언어였던 것에 반해서, 사르수엘라는 오늘날의 뮤지컬처럼 대사를 말로 하고 중간 중간에
대중적인 노래가 등장합니다. 스페인의 보통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민속적 색채도

로드리고 │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요했지요. 스페인 사회의 상류층들이 오페라를 즐겼다면, 사르수엘라는 대중들을 위한
장르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 스페인 기타음악’이라고 하면 아마도 호아킨 로드리고의 기타 협주곡을 떠올리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온 국민의 토요일 밤을 책임졌던 TV프로그램

<루이 알론소의 결혼>은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제로니모 히메네스가 만든

<토요명화>에 시그널 음악이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르수엘라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결혼식 문화는 그 사회의 축제 문화의 단면을

오늘 들으실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은 로드리고가 ‘아랑훼즈 협주곡’에 이어서 1954년

보여줍니다. 스페인 소설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을 모티브로 해서, 한 늙은 사교춤

작곡한 두 번째 기타 협주곡입니다. 이 곡에서 ‘어느 귀인’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선생이 우여곡절 끝에 아리따운 젊은 여성과 성공한다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귀인은 바로 전설적인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사르수엘라 음악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간주곡’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세고비아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기타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세고비아는 20세기가 낳은

춤곡 리듬을 사용합니다. 스페인의 강렬한 색채가 춤곡 리듬, 그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기타 명인이지요. 세고비아는 이 작품을 195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납니다.

초연을 했고, 이 후 이 곡은 기타 협주곡의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고비아는
실내악 악기였던 기타가 드넓은 클래식 공연장을 메우는 솔로 악기가 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엘가 │ 첼로 협주곡 e단조 Op.85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대 작곡가 엘가는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첼로 협주곡을

20세기에 만들어진 이 곡이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작업 끝에 탄생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오늘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가 가진 따스하고 낭만적인 정취를 지닌 사운드입니다.

첼리스트들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은 엘가가 지휘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이 곡에서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기타음악 작곡가 가스파르 산츠의 음악이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루어졌고, 당시 첼로 솔로는 엘가와 실내악 활동을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풍스러운 정취를 지닌 선율은 로드리고의 손을 통해서

함께하던 첼리스트 펠릭스 살몬드가 맡았습니다. 엘가는 이 작품을 ‘나의 진정한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전체는 짤막한 여섯 개의 악장으로

대작’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만만해했지만, 초연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날

구성되어서 마치 바로크 시대의 모음곡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초연 무대에서 스크랴빈의 교향곡 ‘법열의 시’를 지휘했던 다른 지휘자가 리허설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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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자크│ 교향곡 제7번 d단조 Op.70

2021. 5. 13. Thu. 11 A.M.

19세기 체코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 드보르자크는 모두 아홉 개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지휘 김광현 첼로 배지혜 바이올린 신아라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 김상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세 개, 즉 7, 8, 9번은 오늘날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고정된 레퍼토리로
즐겨 연주되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드보르자크는

생상스 │ 죽음의 무도 Op.40

1884년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을 듣고 큰 감명을 받고, 자신도 브람스 제3번 같은

생상스 │ 첼로 협주곡 제1번 Op.33

교향곡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일곱 번째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늘날

생상스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Op.28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신인 런던필하모닉소사이어티에서 드보르자크를

생상스 │ 교향곡 제2번 a단조 Op.55

명예회원으로 추대했고, 그에게 새로운 교향곡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향곡
제7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작력의 최고점에 있었던 43살의 드보르자크는 1악장은
단 5일 만에 스케치를 마칠 정도로 이 곡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2021. 6. 10. Thu. 11 A.M.

이 곡의 마지막 악장은 비극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그 안에 슬라브적인 정취를 듬뿍 담고

지휘 차웅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설 김상진

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자신의 조국 체코에 대한

카르멘(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돈 호세(테너) 박지민

정치적 세력에 저항하는 체코 국민의 능력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미카엘라(소프라노) 김신혜 에스카미요(바리톤) 이동환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코랄풍의 선율에 담긴 강렬한 감정은 드보르자크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 같습니다.

비제 |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 상기 출연자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DUCTION STAFF
사장 유인택 예술본부장 박상훈
음악사업부장 송성완 기획 김경민 박은정
음악사업부 김지영 김재연 김희선 신선화 고명진 이재현 남유리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하우스매니저 반민경
무대운영부장 윤대성 무대감독 강필준 소홍석 조명 이태훈 음향 곽동열 주원국
편집디자인 이민지 사진 김영선

예술의전당 후원회 제13기 임원진
회

장

서병기

고

문

김영수 김영호 박선주 박영주 최종률

부 회 장

강희철 신영애 주원석 천석규

감

사

박혜성 정문기

이

사

강신장 강용현 구자관 권기찬 김상래 김정실 김중규 김철종 김철주
문규영 박정부 박종덕 서민석 서인수 신필열 양수화 예주희 윤의숙

신필열
신용극
아프로서비스그룹
정의승
(주)GS칼텍스
(주)SK Telecom

(주) 삼성전자상담역
유로아트코리아 대표
회장 최 윤
시스텍 코리아 회장
회장 허동수

이병만 이봉훈 이재홍 이충희 허용석 허장원
자문위원

박희주 허 참

예술의전당 후원회
무궁화
홍라희
권오춘
(주)대일건설
(주)이건산업
김영호
박성희 | 김경자
신영애 | 함현진
정의선 | 정지선
김일곤 | 이상옥
서병기 | 장옥엽
박선주 | 양정옥
허옥희
주원석 | 김선옥
박상욱 | 채정림
이화경 | 담철곤
구자관
김태경 | 권현주
박용현 | 윤보영
백종헌 | 임명효
양규모 | 변순자
윤세영 | 변금옥
KEPCO
(주) KT & G

국화회원
박혜성
유중근
천석규
이종구
강희철
김명희
DI 동일(주)
박정부
(재)정헌재단
(주)밀레

모란회원
윤의숙
이충희
양동훈
이기남
김영수
문규영
예스24(주)
박성동
(주)경농
허 참
김태우
허장원
최종률
문채수
이현자
권기찬
박승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회장 박희주
회장 박영주
㈜ 일신방직 회장
꼬모아트옥션 대표이사
Artsylvia Foundation 대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재)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미디어윌 회장
소노마 주립대학교 교수
(주)오리온 부회장
(주) 삼구 아이앤씨 대표이사
(주)한국이차전지 회장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주)프라임산업 회장
(주) KPX홀딩스 회장
(주) SBS 명예회장

아마도예술법인 대표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천일식품(주) 대표이사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회장 서민석
아성그룹 회장
이사장 서민석
대표이사 한철호

(주)휘델리 대표이사
(주) 듀오대표이사
(주) 유니온 비앤씨 회장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전) 문화체육부 장관
아주그룹 회장
회장 김동녕
(주) 파크랜드 부회장
대표이사 이병만
(전) 상아제약 회장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서울중앙병원 원장
전)예술의전당 사장
명화공업(주) 회장
뉴욕시티오페라이사
(주)웨어펀 인터내셔널 회장
범아 한의원 대표원장

매화회원
이세웅
박서영
장승자
허용석
(주)조선내화
양수화
김철종
정문기
상지상사(주)
(주)태인종합건설
예주희
서인수
(주)말타니

동백회원
정재호
김재정
김병윤
(주)하나투어
김지은
김중규
성병호
최영철
(주)매지링크
박종덕
자화전자(주)
(주)진합
김상래
박기주
김철주
김용원
김재학
서규리
정우철
강신장
임종빈
박인철
봉 욱
이재홍

목련회원
유정해
이원희
배동진
이종호
전효택
최규홍
김영진
나천수
석세일
손동창
이강호
이봉훈
지성한
백정호
김의재
강용현
이용우
이민주
고광복
고종진
기봉한
원대연
이온규
김우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주)화신공업 회장
(재) 세일 음악문화재단 대표
(주) 정상 제이엘에스 CRO
회장 이화일
(사) 글로리아 오페라단장
새한산업(주)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및 포스코 이사회 의장
회장 표상기
대표이사 권태인
동광제약(주) 고문
(주) 성도이엔지 대표이사
회장 이세용

(주) 고려당 대표이사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삼지아이티(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권희석
(주) 코익 대표이사
㈜카스파 대표이사
SNS(주) 대표이사
송담학원 이사장
회장 이국진
태서리사이클링(주) 회장
대표이사 김상면
(주) 더 성도 대표이사
(주) 케이디 파워 CDO
(주) 남영전구 대표이사
(주)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주) 하이젠 모터 대표이사
(사)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주)일삼 대표이사
(주) 모네상스 대표이사
(주)뉴서울호텔 대표이사
(주)리한 회장
변호사 봉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청우개발 대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주) 흥해 대표이사
(주)JW중외제약 회장
서울공대 명예교수
㈜ 남강 엠엔테크 대표이사
(주)한독 대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주)퍼시스 회장
PMG 회장
(주)이앤스틸 대표이사
(주) 한성실업 회장
동성그룹 회장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주)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중앙회계법인 세무사
(주)두산 고문
(주)세림 대표이사
건축가
(재)솔벗 이사장
세보엠이씨 사장

이현구
민태기
김정실
박용범
박현호
배택현
유영일
이경록
이은진
이장한
유정주
이재후
최광춘
김무일
양 웅
이훈규
정미애

석류회원
김양자
윤윤수
정규진
신승애
이병일
최왕언
김규선
박기석
이석형
김명숙
이상철
손상수
고병헌
김태희
김해동
박영렬
박영립
박지훈
박충근
배병관
이재식
이영혜
김민구
김현실
배중호
박형인
조병식
권재혁
김치중
박수명
김덕표
김용빈
이영옥
이창주
박재우
윤천수
신영무
강신구
홍경표
이영수
김택동
성필호
민홍식
임복규
조인경
황원길
김영철
박수지
서정권
정성진
최기준
성영목
신규철
신명호
이영자
허영진

(주)라까사웍스 회장
(주)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
프라움 악기박물관 관장
용인 탑내과 원장
(주) 원율 대표이사
세무사
(주) 효봉물산 대표이사
듀크대 봉사재단 창업주
(주)종근당 회장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야치과병원 원장
전)현대제철부회장
전) 국제치의학회 세계회장
차 의과학대학 총장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예맥화랑 대표
(주)휠라코리아 대표
(주)삼양흥업 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주)조비 회장
(주) 동양파라곤 회장
(주)미건코아 대표이사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변호사
디자이너
에이스차터링㈜ 대표이사
(주)금비 회장
(주)삼표에너지 회장
비브라운 Asia Pacific 총괄회장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주) 리한 대표이사
법무법인 lkb앤드 파트너스 변호사
전) 삼성테크원 대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W & M 대표
실내건축 디자이너
(주)국순당 대표이사
파이닉스알앤디(주) 회장
서해건설(주) 대표이사
안양과학대학 학장
법무법인 오라클 대표변호사
k-phil INC in Philippines 회장
(주)앤비젼 대표이사
한국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주) 우리미학/심포니 대표이사
(주) 빈체로 대표이사
박재우성형외과 원장
(주)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레이크 투자자문(주) 대표이사
광성기업(주) 회장
(주) 싸이언트레이드 대표이사
법무법안(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아카데미 웰 대표
Bahn&Bann 교육컨설팅 대표
바인그룹 회장
(주)에스지 아트 컴퍼니(수지오페라단)
(주)두비 대표이사
전) 법무부 장관
전) CBS이사장
신세계조선호텔 고문
제일정형외과 병원 원장
한일카페트(주) 감사
허영진 한의원 원장

문상호
이상렬
김억조
오흥용
윤준모
이상일
정성은
임중연
강현옥
권성문
김윤호
박찬용
백승호
신준식
안희철
염운환
윤혜경
이건일
이신혜
이왕준
이은경
전영채
정소영
최지영
홍기표
홍평우
고석명
권영해
김갑유
김정자
김주인
김홍규
박미순
박부일
박세종
박주선
성낙송
엄중호
이수성
이완수
이우용
이정익
이태운
임성근
정유리
조규완
조홍석
주일로
지종한
최은희
현덕규

청운대학교 총장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주) 현대그린푸드 상임고문
전) 현대 위아 대표이사
일진글로벌 회장
전) 기아차 부회장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KTB network(주) 대표
김윤호서울외과 원장
삼성SDS 과장
대원제약 회장
(주)신양산업 회장
(주)두하 회장
동일 FnG(주)대표이사
비엑스티글로벌 (주) 이사
(주)골든듀 회장
고려은단(주) 이사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주)쇼타임 이사
(주) 우주아이텍 대표이사
(주)신라명과대표
(주)크린텍 회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재)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주)시-즈 회장
(주)아신 회장
M 쥬얼리 대표
(주)다다실업 회장
(주)세종공업 대표
국회의원
법무법인 지헌
덕소엔비의원 원장
법무법인 리우 대표
동아전장(주) 대표이사
(주)서광전기 대표
DB생명 대표이사 사장
한국방송공사 외신 통역사
이화산업(주) 부회장
이화유통(주) 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KJC Display Corp. 대표이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 2021년 4월 1일 기준
※ 후원회원 명단은 후원금 내역 순이며, 동일한 경우 가나다순입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회원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위해 특별후원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헌재단 이운형 이상완 김태우 김영호 박선주 이종구 김상래 박성용 박영주 윤의숙
정재호 Yamada Masakatsu 전효택 강희철 권오춘 배택현 이재식 최광춘 서규리 이원희
김영수 고광복 박순옥

콘서트홀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콘서트홀 객석기부자 명단
후원회원 기부자
(좌석수)

2021.4.1 기준 /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기부자)

40석

권오춘

14석

유중근

7석

김영호 (주)코익

6석

(주)밀레 박선주

5석

강희철 권기찬

4석

문채수 박성희 박영주 박혜성 배동진 서병기

3석

김철주 정문기 천석규

2석

(주)경농 구자관 김일곤 김재정 김재학 (주)대일건설 박용현 박인철 신영애 신필열 양동훈 윤의숙 예스24(주) 예주희 이상완 이세웅 이창주 정승일 주원석

1석

김갑유 김명숙 김병윤 김상래 김영수 김영진 김용원 김정실 김철종 김태우 나천수 문누미 민홍식 박한용 서민석 석세일 양수화 윤홍근 조인경 최광춘

일반회원 기부자
6석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5석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4석

조재혁

2석

(주)삼성토탈 장목상 최창화 한기성

1석

강충모 김경숙 김규연 김대진 김동만 김동순 김동욱 김선욱 김 원 김주환 김지은 김현리 김희근 모철민 박은주 박용만 배강업 손열음 송관률 신수정 신정택
양성원 오재원 유소연 유채훈팬 윤동진 이경숙 이세창 이소영 이정수 이혜선 이효진 장덕호 정칠희 정혜진 조미엘 조성호 진양혜 최민규 최은학 한상일
함신익과 심포니 송 허승연 (주)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주)문화방송 (주)세아홀딩스 (주)신세계 (주)크레디아

<콘서트홀 객석기부> 문의 TEL: (02) 580-1323 FAX: (02) 580-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