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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문 지휘자의 역할에 관한 고찰과 제언 

- 연주 사례를 중심으로 -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이 규 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기 다른 악단, 편성, 레퍼토리로 구성된 전문 

연주자로서 연구자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지휘자가 

실제 직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과 문제들, 이를 

겪은 뒤의 소회와 경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전문 지휘자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또한 각각의 연주 사례마다 행해졌던 

지휘자로서의 연구자의 주관적 결정의 근거와 그 결과물을 제시하여 

후행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써 활용되는 데 의의가 있다. 

지휘자에게는 비단 몇 시간 동안의 연주와 연습을 책임지는 일 뿐만 

아니라, 기획자, 무대 감독, 악단의 경제에도 관여하는 경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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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까지 요구되곤 한다. 지휘자라는 직업이 한 악단을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현대사회상이 반 된 멀티플레이어적 역할수행을 요구 받게 

된 것이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역할의 수행자로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 

내야하는 현대의 지휘자들에게 본 연구가 다루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실질적이고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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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예술은 가르칠 수 없다. (Kunst ist nicht lehrbar.)" 독일의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1의 말이다. 물론 

이 발언은 귀족지향적인 미술을 가르치는 예술학교의 해체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그가 일갈했던 것이지만, 본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여러 스승들로부터 들은 바 있었을 것이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본고가 

학술연구 성격을 취하기보다 하나의 에세이로써 본 연구자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직업으로서의 지휘가'가 됨에 있어서, 여타 기악이나 작곡 등의 

분야에 비해 기본적인 기술적 학습과 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1 독일 출신의 미국 건축가. 뮌헨과 베를린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제1차 세계대

전 후 바우하우스를 설립하여 유럽 예술의 흐름을 이끌었다. 도미하여서는 하버

드대학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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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위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지휘자의 직업적 성장에는 기술 학습 이후의 

전문적 경험들이 절대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지휘가 여러 음악의 

분야들 가운데에서도 가르치거나 배우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하여 연구자의 석사과정 기간 내에 연주한 

전문 연주자로서의 경험들을 돌아봄으로써, 음악 학도와 직업 음악가 

사이에서 경험하는 간극, 요구되는 역할, 실제 연주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해 나간 과정 등을 정리하는 것은 후속 연구들에 

있어서 여타 지휘법 연구서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문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교 음악대학은 타 학문과 구분되는 음악연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과 규정에도 반 하여, 일반적인 연구와 연주 분야를 분리, 정한 

기준에 의해 본교 재학 중 연주 분야의 성과가 이에 상당한 경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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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들을 분석 및 종합하여 에세이 형식으로써 해당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토록 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휘법이나 악곡 해제와 같은 학술연구를 위함 

보다는 실제 연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측면에서의 서술이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전문 지휘자의 역할에 관해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연주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준비부터 종료까지 

역점을 뒀던 사항들을 과정 별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장르와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중복되는 성격의 연주는 배제하 고, 

지휘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조명했다. 

또한 연주 과정에서 만난 음악계의 거장, 사회 각계의 인사들과의 

일화도 소개함으로써, 주관적 서술에 제약이 많은 연구 성격의 논문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인문적 지식과 견해도 본고를 통해 나누고자 했다. 

특별히 일부는 실제 악단을 운 하는 입장에서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곡가와 작품명은 원어로 표기함을 우선하되, 악기, 형식과 

작품번호 표기 등은 어로 표기했다. 또한 작품명의 반복적인 언급이 

필요할 때는 편의상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작곡가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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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거나 작품의 부제를 한국어로써 표현하 다. 정황 설명에 도움이 

될만한 도식은 별도로 첨부하 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연주 하나가 생산되고 소비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다루는 다소 방대한 저작이기에 본고에서 선택적으로 소개한 연주 

사례들은 연구자의 연주들 중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에 치 던 연주로 

한정했다. 선택한 연주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 으나, 프로 악단이나 

전문공연장에서 연주한 사례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의 구분을 위하여 

학내 연주 사례에 한해서는 일자에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에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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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연주 1>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정화된 밤 

 

1. 개요 

 

부제: 현대음악 시리즈 I 

일시·∙장소: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주최(주관):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후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출연: 이규서(지휘),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레퍼토리: 

 A. Webern : Langsamer Satz for String Orchestra 

 백병동-전상직 : Passacaglia for Strings 

 (Intermission) 

 A. Schoenberg : Verklärte Nacht, Op. 4 

 (앙코르) J. Brahms : Intermezzo, Op. 118/2 (arr. by Gyu-Se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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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퍼토리 선정의 의의 

이 연주는 본 연구자가 2014년 창단하여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이하 OES)의 정기연주회이자 해당 악단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현대음악 시리즈 다. 연주회를 구성하는 작곡가들은 

모두 현대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작곡가들이지만, 

백병동의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기낭만의 색채가 짙은 곡들을 

선택하 다. 현대음악시리즈의 첫 연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현대음악에 대한 무조건 적인 거부감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다. 

이날 연주를 구성하는 작곡가들 간에는 사제지간이라는 큰 특징이 

있다. Webern과 Schoenberg가 사제지간이고, Passacaglia for Strings의 

작곡가 백병동과 편곡자 전상직이 사제지간이다. 그리고 앙코르로 

연주한 Brahms는 Schoenberg의 작품세계에 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 연주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으로 선정했다. Webern의 

Langsamer Satz가 정열적인 젊은이의 사랑을 담고 있다면, 후반부 

메인레퍼토리인 Schoenberg의 Verklärte Nacht는 초월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이 작품의 창작에 향을 끼친 시의 사상적 배경엔 

기독교 신약성서의 요셉과 마리아의 상징화가 있다고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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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assacaglia에는 편곡자 전상직의 스승 백병동을 향한 존경과, 

그의 음악어법과 음악세계 전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원작인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으로부터 조화로운 현악 앙상블 곡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앙코르로 연주한 Brahms의 Intermezzo에서는 노년의 

원숙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처럼 한 인간의 생애를 통틀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랑을 담은 다양한 곡들을 선정하여 

균형감 있게 레퍼토리를 구성하 다. 

 

3. 악보 판본의 선정 

Webern의 Langsamer Satz는 지휘자 Gerald Schwarz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것으로써 Carl Fischer사에서 출판하는 버전을 

사용하 다. 

백병동의 Passacaglia는 편곡자인 전상직에게 사용허가를 먼저 득한 

뒤 그의 편곡 버전 악보 파일을 받아 연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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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enberg의 Verklärte Nacht는 Universal Edition(Associated 

Music Publishers, Inc.)사의 오리지널 버전 총보를 사용했고, 파트보로는 

현재 가장 많이 연주되고, 출판되는 판본 중 가독성이 가장 좋은 Edwin 

Kalmus사의 악보를 사용하 다.  

Brahms의 Intermezzo는 예전부터 피아노 원곡을 들으며 이를 

음색적 통일성을 갖춘 현악오케스트라로 편곡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연구자가 직접 편곡을 하 다. 이 결과물을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점검하기 위해 두 명의 작곡가에게 의뢰를 했고, 

중앙음악콩쿠르 작곡부문 입상자인 정철헌은 해당 작품에 대해서 

"Brahms가 실제로 구사하는 현악 작법을 활용하여 고유의 음향까지 

구현해낸 원숙한 편곡"이라 평했고, 동아음악콩쿠르 입상자이자 

지휘자로도 활동 중인 박현상은 비슷한 맥락에서의 호평과 함께 "현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원곡 이상의 감동을 준 편곡"이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수정없이 연구자의 최종 편곡본 그대로 

연주하 다.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연구자의 편곡 작품을 직접 지휘하여 

연주하는 것은 음악가로서 굉장히 뜻 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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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본 연구자의 J. Brahms : Intermezzo, Op. 118/2의 편곡 악보 

   

 

4. 준비 및 리허설 

백병동의 곡은 작곡가가 생존해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휘자로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작곡가를 직접 만나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곡가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비록 작곡가는 고령의 나이로 리허설 현장을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이미 한차례 본 연구자의 지휘로 연주된 본인의 

작품에 대해 만족을 표한 바 있기에 해석에 관해서는 이전 연주의 

견해를 견지하기로 합의하 다. 또한 편곡자 전상직을 찾아 기보 상의 

의문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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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enberg는 작품에 대한 연주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어를 이태리어로 번역하여 파트보에 표기해주었다. 많은 지휘자들이 

나타냄말 해석을 간과하곤 하는데, 모든 연주자들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Mahler나 Schumann등 빠르기말이나 나타냄말을 

독일어로 표기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때 이를 한 번쯤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Dehmel 2 의 시에서 기인한 음악이므로,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독일어 원문 전문을 번역하고, 곡에 

사용된 시의 일부와 함께 총보 앞장에 레퍼런스로 주어진 어 해석본을 

참고해 한국어 의역을 완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의 

음악적 해석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음악의 맥락에 맞추어 그 부분에 

해당될 법한 시의 구절을 총보와 파트보 각각에 독일어와 한국어 

의역으로 병기하여, 리허설을 거치며 텍스트와 음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주자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더하는 데 힘을 보탰다. 

                                            
2 독일의 시인. 대표적 자연주의자이면서 형이상학적 명상에 잠겨 이단적 관능

성과 그리스도교적 금욕 사이에서 내적 조화를 찾으려고 고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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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일 준비 및 연주 전반 

연주곡의 작곡가와 편곡자가 현존하는 관계로, 이들에게 연주에 

초대 의사를 밝혔다. 편곡자인 전상직은 원곡자인 백병동을 초청하는 

것이 연주회에 더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작곡가만 초청할 것을 권했고, 

그의 권유에 따라 백병동을 초청했다. 

작곡가가 거동이 불편하므로 가능한 한 무대에서 가까운 자리의 

객석을 마련하 고, 객석에서 무대로 등단할 수 있는 계단을 공연장 

측에 요청했다. 이로 인해 연주가 끝나고 고령의 작곡가는 무리 없이 

무대로 올라와 커튼콜을 받을 수 있었다. 백병동은 현장에서 연주의 

완성도와 진일보한 해석에 대한 찬사를 지휘자인 본 연구자를 비롯 

연주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청중 또한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된 이 작품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백병동은 연주를 마치고 난 뒤에도 기다렸다가 감상의 소회를 

전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음악이 새로워질 것이고 오늘의 연주가 10년 

뒤에는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며 본인도 어제의 지식이 오늘 다시 

새롭다는 격언을 남겼다.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말고 일생을 더 나은 

음악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장의 가르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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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정화된 밤 사진 ⓒ 2018. 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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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2> 디토오케스트라 "클래식 디스커버리"  

 

1. 개요 

 

부제: In Nature 

일시·∙장소: 2018년 7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반포심산아트홀 

주최/주관: 서초문화재단,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출연: 이규서(지휘), 대니 구(바이올린), 디토오케스트라 

레퍼토리: 

 A. Vivaldi : Violin Concerto in E major, Op. 8/1 "Spring" 

 (앙코르) M. Ponce : Estrellita for Solo Violin and Strings 

 S. Prokofiev : Peter and the Wolf, Op. 67 

 (Intermission) 

 L. v. Beethoven :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e"  

 (앙코르) C. Debussy : Claire de lune (orch. by A. Ca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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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퍼토리 선정의 의의 

본 연주는 서초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디토오케스트라의 패 리 

클래식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악단은 수도권 

주요교향악단들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이 모이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본 연구자와는 클래식 음악 연주회에 한해서 2018년부터 긴 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날 연주는 주최측의 기획에 따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문제로 

대두된 요즘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귀로 감상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따라서 자연과 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레퍼토리들을 선별하여 레퍼토리를 구성하 다. SNS 등에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Vivaldi의 Violin 

Concerto를 연주하 고, 해설까지 막간에 담당하며 연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주최측인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선착순 무료 

관람 신청은 일찍이 매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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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앙코르로 연주하는 곡들까지 별, 달 등 자연과 관련된 작품을 

선정하여 "in Nature (자연 속에서)" 라는 연주의 부제에 걸맞게 연주에 

통일성을 주었다. 

 

3. 준비 및 리허설 

이 연주 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Prokofiev의 Peter and 

the Wolf를 러닝타임을 다소 줄인 수이트 버전으로 연주해달라는 

주최측의 요청이었다. 해설자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 연주 중 해설을 제외하게 된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해당 작품을 해설이 포함된 원곡 형태로만 연주해본 

경험이 있었고, 문자 그대로 '해설만 제외하고' 연주하기에는 음악이 

내용이 연결되지 못하고 무의미한 반복이 연속되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을 해설 없이 연주한 사례를 찾아보았고, 디즈니 사에서 각색한 한 

애니메이션 클립 3 을 발견하 다. 이야기를 각색하여 길이를 줄 고, 

                                            
3 Geronimi, Clyde, "Peter and the Wolf," IMDb, 1946, Walt Disney Productions, 

Jschlenz, last modified September 21, 2011, 

<https://www.teachertube.com/videos/peter-and-the-wolf-2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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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과 축약을 거친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상을 원곡 악보와 

대조해가며 음악이 편집된 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표 1] 디즈니 사에서 각색한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음악의 원곡 총보 대조표 

 19  ~ end of  19  

4 before  16  ~ end of  16  

5 after  17  ~ end of  18  

Beginning ~ end of  1  

 2  ~ 4 before  7  

3 before  9  ~ 3 before  12  

 13  ~ 3 after  14  

 19  ~ end of  19  

 20  ~ before Andante 

 24  ~ end of  24  

 27  ~ 8 after  27  - (Violin C & E trem.) - 

 30  ~ end of  30  ~ end of  39  

( 3  insertion) 

 40 (arranged) ~ end of  40  

pick up of 5 after  45  ~ 3 before  46  -  49  ~ 2 before  51  

 53  - F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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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과 조가 다른 섹션이 있기도 하고, 각색된 이야기에 따라 섹션 

별로 순서가 바뀌기도 하 다. 해설 없이 음악만 연주된다고 했을 때, 

음악적인 전개가 매끄럽고 불필요한 반복을 들어내어 이 각색된 음악 

자체로 원곡에서 해설만 삭제한 버전보다는 흥미로운 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원곡 총보 상에서 레터  27  까지는 순음악적이라기보다 

이야기 내에서의 등장인물의 소개, 등장인물 각각의 특정 행동 및 정경 

묘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해설자의 텍스트에 의존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아무리 각색된 버전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해도 해설이 없이는 

음악적 전개가 개연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해당 상의 음악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은 악보의 앞 뒤를 옮겨가며 연주해야 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트보를 편집하고 음표를 추가적으로 그려 

넣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운용 가능한 주최측의 

인력 상황도 리허설시작까지는 매끄러운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의 

시작부분이자 주인공 Peter의 테마가 변형없이 그대로 나오는 구간인 

레터  28  부터 연주를 시작하되, 각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악기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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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는 연주 시작 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의미 

없는 반복과 해설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효과음들, 곡 중 해설자의 

개입을 위해 음악 자체로는 의미없이 이음줄 등으로 늘어난 마디들을 

아래 표와 같이 삭제하 다.  

 

[표 2] 순음악적 전개를 위해 각색한 수이트 

 28  ~ end of  32  

jump to  35  ~ 1 after  38  (omit fermata bar) 

 39  ~ Finale (omit a bar of 2 before  48  ) 

 

이렇게 편집을 거친 버전은 주최측의 요청대로 해설이 빠지고도 

순음악적으로도 전개가 매끄러웠고, 12분여로 러닝 타임도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특징적인 주인공 테마들 역시 편집되고 남겨진 부분에 모두 잘 

유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Peter의 테마를 모티브로 한 일종의 변주곡 

풍의 수이트로 재탄생되었다. 디즈니사의 상 음악대로 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악대로 총보를 편집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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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악적 전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중요한 과정이었다. 

Beethoven의 교향곡 제6번은 본래 1, 4, 5악장만 발췌하여 연주해줄 

것을 주최 측으로부터 요청 받았으나, 전반부 Prokofiev의 러닝타임이 

짧아진 관계로 3악장 또한 연주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 다. 원래 

요청대로라면 1악장 연주 후에 이어서 4악장을 연주하는 것이 어색하여 

3악장 종반부 모처부터 인위적으로 연주를 시작했겠지만, 정상적으로 

3악장 시작부분부터 연결함으로써 가벼운 음악회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4. 당일 준비 및 연주 전반 

과거 한 연주에서 연구자가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청중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적이 있다. 이날 연주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공연예술전문지인 월간 «객석»의 김기태 대표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인즉슨 청중과 소통을 해주어서라는 

것이다. 그 전부터도 그에게 그러한 류의 하소연을 계속하여 들어오던 

차 다. 비 문화예술계출신 인사로 «객석»을 인수하여 큰 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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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았던 그는 오페라, 무용은 부담없이 찾게 돼도 음악회는 공부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한다고 했다. 음악회에서는 연주자가 알 수 

없는 곡을 두 시간 내내 연주하고는 들어가버린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노트를 읽으려고 하면 불이 꺼지고, 조명이 있어도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려운 곡은 학교 안에서 연주를 하고 

예술의전당에서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해야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는 물음도 함께 다. 그의 말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공감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 경각심을 준 그의 지적이었고,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이 연주를 통해서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해설 내용의 전문성을 떠나 해설로 하여금 

청중이 음악회를 감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만으로 해설자의 

존재 이유가 충분했다. 게다가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주자가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니 효과가 더욱 좋았다. 

해설로 연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연 입장하는 관객도 첫 곡을 

놓치지 않고, 객석에 앉아 한숨 돌리는 여유를 가지고 연주를 감상하게 

되는 이점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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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유독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님들의 

감사인사를 많이 받았다. 한 아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자라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음악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느낀 계기 다. 

 

 

 

[사진 2] 디토오케스트라 "클래식 디스커버리" 커튼콜 사진 ⓒ 2018.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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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3>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 (2018-2020) 

 

1. 개요 

 

부제: 교향곡 제1번, 제6번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일시·∙장소: 2018년 8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주최/주관: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출연: 이규서(지휘), 이진상(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후원: 서울문화재단 

레퍼토리: 

 L. v. Beethoven : Symphony No. 1 in C, Op. 21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1 in C, Op. 15 

 (Intermission) 

 L. v. Beethoven :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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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즈 기획의 의의 

본 연주는 민간에서는 최초로 3년(2018년 ~ 2020년)동안 총 6회 

연주에 걸쳐 Beethoven의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하는 시리즈의 첫 연주 다. 3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Beethoven 전곡 연주의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정기 연주를 1년에 2회 진행하는 프로젝트 악단의 

성격상 총 6회 연주에 교향곡 9개와 피아노 협주곡 5개를 모두 

연주하는 것은 악단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연장 측에 문의한 결과 Beethoven 교향곡 전곡을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 국내 오케스트라는 수원시립교향악단 (2회 / 지휘 금난새, 

김대진),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김대진) 단 두 단체에 

불과했다. KBS교향악단은 최근에 전곡 연주를 하 으나 전당이 아닌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됐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조차도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으로 나눠서 전곡 연주가 진행됐다.  

타 시·∙도립교향악단들과 민간교향악단들 역시 각각의 본거지 

공연장에서 진행한 사례는 더러 있으나 예술의전당에서 시리즈를 연주한 

사례는 전무했다. 해외 단체 역시 Daniel Barenboim 지휘의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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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Divan Orchestra와 Ivan Fischer 지휘의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단 두 곳 뿐이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예술의전당에서 전곡 연주의 대관 모두를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단체의 

기량과 인지도 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레퍼토리 구성에 따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의 두 홀, 

콘서트홀(2505석 규모)과 IBK챔버홀(600석 규모)을 나눠 연주가 

진행하고, 편성은 회를 거듭할 수록 조금씩 확장하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서 청중은 각 곡에 맞는 최적의 음향을 최고의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3. 레퍼토리의 구성 

레퍼토리 구성에는 시리즈의 첫 연주라는 상징성이 고려되었다. 

또한 피아노 협주곡이 교향곡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구상했다. 

따라서 6회 연주 중 처음 5회 연주에 각 피아노 협주곡을 순서대로 

배치했고, 이에 따라 Beethoven의 교향곡 제1번과 피아노 협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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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번이 커플링 되었다. 전반부를 구성하는 이들 두 곡의 조성 역시 C 

major로 처음이라는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인터미션 후에는 전반부를 구성한 작품들의 조성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연주의 메인 레퍼토리의 비중이 담긴 작품을 고려했고, 이에 

교향곡 제6번 "전원"을 선택했다. 곡의 인지도면에서도 Beethoven의 

교향곡 제5번이나 제9번 다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심리적으로 친숙한 

레퍼토리이면서도,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관보다는 현악과 목관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편성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또한 교향곡 제6번은 작품의 친근감과 유명세에 비해서 국내에서 

의외로 많이 연주되지 않는 교향곡이기에 이번 OES의 정기 연주를 통해 

기존의 연주들에서 접할 수 없었던 작은 편성으로 연주되는 새로운 

음향을 들려줌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이 곡을 색다르게 조명하고자 한 

의도가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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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2018-2020) 전체계획표 

<Series I | 2018. 8. 16.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Symphony No. 1 in C, Op. 21 

Piano Concerto No. 1 in C, Op. 15 (협연_ 이진상)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e" 

<Series II | 2019. 2. 23.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Symphony No. 4 in B-flat major, Op. 60 

Piano Concerto No. 2 in B-flat major, Op. 19 (협연_ 문지 ) 

Symphony No. 2 in D major, Op. 36 

<Series III | 2019. 8. 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ymphony No. 8 in F major, Op. 93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협연_ 김태형) 

Symphony No. 7 in A, Op.92 

<Series IV | 2020. 2. 2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협연_ 김규연)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Series V | 2020. 8. 1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Op. 73 "Emperor"  

(협연_ 임주희)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Series VI | 2020. 9. 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Leonore Overture No. 3, Op. 72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합창_ 서울모테트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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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연자 선정 

전곡 시리즈의 첫 연주라는 상징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고자 

노력했다. 거장 지휘자 Gergiev에 의해 발굴되어 유럽무대에 데뷔하고, 

지휘자 정명훈과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의 무대에 오른 당시 17세의 대형 신예 

피아니스트 임주희를 초청했다. 그러나 그녀를 비롯 시리즈의 상반기 

협연자와 공연장, 공연 일시가 확정된 홍보물까지 제작되었으나, 그녀가 

불가피한 일신상의 이유로 연주가 불가해졌고, 본 연구자는 시리즈의 

하반기 중 그녀를 다시 초청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를 대체할 인물로 2018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교수에 임용되어 음악계에 많은 화제를 모았던 피아니스트 이진상을 

초청했다. 그는 OES가 서울대학교 출신 연주자들이 모인 악단이라는 

것에 개의치 않고, 악단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연주력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협연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이는 악단이 본교 출신의 구성원이 대다수이지만 본교와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수를 협연자로 초청함으로써, 악단의 

외연을 확장하고 공공성을 더욱 확립하 다고 평가 받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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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보 판본의 선정 

이번 시리즈에는 모두 독일 Bärenreiter사의 원전판이 사용됐다. 

다른 판본들과 불과 노트 몇개에 불과한 차이지만, 작곡가가 작품을 

작곡할 당시에 느꼈을 감정들과 연주 관습에 다가가고자 한 작은 

노력이었다. 

최근 Beethoven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Bärenreiter사에서 제작한 

당사의 판본 책임편집자이자 음악학자 Del Mar 4 의 인터뷰 상 5 을 

시청하고 연구자는 이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200년 가까이 수 없이 

많이 연주되었고, 관습화 되고 당연시되었던 Beethoven의 작품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Abbado, Haitink, Rattle, Herreweghe, Zinman 등 거장 지휘자들은 

작곡가의 자필 악보에 대한 Del Mar의 세심하고 정 한 연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판본을 이미 수차례 연주해왔다. 

 

                                            
4 1951년 국 런던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휘자인 Norman Del Mar이

다. 옥스포드 대학교와 런던 왕립음악대학에서 공부했다. 
5 Del Mar, Jonathan, "Searching for the True Beethoven," YouTube, Bärenreiter-

Verlag Karl Vötterle GmbH & Co. KG, last modified April 1,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Bg_TGLTgx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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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 및 리허설 

이 연주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직전에 타 

오케스트라와 연주했던 동일한 레퍼토리인 Beethoven의 교향곡 제6번의 

차이를 비교하는 점이었다. 두 연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현악의 

편성이었는데, 7월의 디토오케스트라는 현악 5부의 편성이 4 - 3.5 - 3 - 

2.5 - 1.5(1st Violin - 2nd Violin - Viola - Cello - Contrabass 순, 이하 

동일)풀트 고, 8월의 OES는 3 - 2.5 - 2 - 1.5 - 1 풀트로 

콘트라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서 정확히 1풀트씩 적은 편성이었다. 

두 편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반응하는 

성향의 차이 다. 제1바이올린 4풀트 편성의 오케스트라는 말그대로 

4풀트 그 이상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휘자와 

음악적인 소통을 이루었던 반면, 1바이올린 3풀트 편성의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지휘자에게 반응을 하는 인상이 강했고, 연주자가 

적은 만큼 현악기군 음색의 블렌딩이 어려웠다. 편성이 작을 수록 

연주자 개개인의 우수한 기량과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졌고,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편성의 임계점을 확인한 

준비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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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본 연구자는 연주 레퍼토리에 협주곡이 있는 경우엔 협연자와 

리허설 전에 가능한 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협연곡에 대한 토론과 

개인적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이미 익히 알아온 사이가 아닌 경우라면, 

한 두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 말하는 방식, 

음악관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자와 협연자의 

라포(rapport) 6  형성은 대체적으로 연주들에 긍정적인 향으로 작용해 

왔다. 

리허설 시작 보름 전 미팅은 진행됐고, 이진상의 요청으로 피아노 

앞에서 실제 모의 연주는 해보지 않고, 스코어와 솔로 파트보만 놓고 

대담하 다. 솔리스트로서 Beethoven 협주곡의 어려움과 오케스트라 

협연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 교환했다. 해당 협주곡은 본인의 첫 

연주이고, 가능한 한 많은 리허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실제로도 이 요청을 반 해 이례적으로 세 번 리허설 시간을 

할애하여 호흡을 맞추었다. 

 

                                            
6 친 관계.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화로운 일치감, 즉 공감적이며 

상호 반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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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일 준비 및 연주 전반 

연구자는 이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는 처음으로 피아노 

협연을 지휘해보았다. 협연자도 챔버홀에서의 연주가 마찬가지 기 

때문에, 조율 시간 등을 고려해 일찍 시간 여유를 갖고 함께 공연장을 

찾기로 하 다. 백스테이지에서 만나 먼저 연주할 피아노를 골랐다.  

보통 지휘자가 피아노 선택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나, 이진상은 

지휘자가 추구하는 음악과 음색에 있어서 어떤 피아노가 더 부합하는지 

사려 깊게 물어봐 주었다. 결국 Steinway & Sons 사의 일련번호 끝 

세자리가 318번인 모델이 선택됐다. 

이 날 특별히 의미 있는 시도는 무대에서의 피아노 세팅이었는데, 

먼저 무대 상부 중앙부터 두 줄로 관악기 공간을 확보하고 현악의 앞 

풀트를 먼저 세팅한 후 포디움까지 자리하고 나니 피아노가 자리할 수 

있는 위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당일의 공연장 무대 감독은 피아노가 너무 하부 중앙 객석 

쪽으로 나올 경우 무대 모서리가 약해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 마루 세 칸 정도 무대 안쪽으로 피아노를 들여올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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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상적인 무대의 부분별 명칭 도식화 

무대하수 

Up Right Up Center Up Left 

무대상수 

Down Right Down Center Down Left 

객석 

 

객석에서 체크한 피아노 음향은 직접음이 너무 강했는데, 피아노 

뚜껑을 완전히도 열어보고 조금만 열어보기도 하 지만 피아노 위치 

자체가 너무 객석 쪽으로 나와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다. 전술한 

대로 무대 상부 안쪽으로는 더 들어가는 것이 불가했다. 이에 연구자는 

뚜껑을 떼어볼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시각적으로, 보통의 관현악 공연장의 무대보다 

규모가 작은 무대에 객석 쪽으로 위치한 피아노가 청중의 시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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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고, 둘째로는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록 

오케스트라 주자들이 앉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피아노의 뚜껑이 

음향적으로도 오케스트라의 대부분을 가릴 것이 자명했다. 

뚜껑을 떼어내니 소리에 지향성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분사되어 

듣기에 객관적으로 훨씬 편안했다. 역할을 바꾸어 연구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협연자가 객석에서 들어 보기도 하 다.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결국 연주는 뚜껑을 제거하고 진행됐다. 적당한 음량과 음향에 더해 

청중의 시야까지 보장받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처음 겪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전문가간 열린 마음으로 협업할 때에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8. 운 자금의 조달 

단체가 운 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연주력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단체는 2016년부터 모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주를 치러왔다. 일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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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위한 대관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8년을 끝으로 협동조합이 

운 난으로 인해 해산함에 따라 악단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했다. 

연구자는 우선 서울문화재단에 공공 지원금 신청을 하 다. 해당 

재단에는 청년 예술가를 위해 활동한 경력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역시 연간 공연장 대관료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고 연주자들의 연주료까지 충당할 수는 없는 금액이나, 창단 

초기처럼 연주를 만들기 위해 지휘자나 단원 등 연주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신청하 다. 

이와 동시에 단체를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 다.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가 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비 리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이 절차를 위해 연구자는 본 악단을 공식 단체화 하기 위해 

                                            
7 "전문예술법인·∙단체", 재단법인 예술경 지원센터, 2019년 12월 22일 접속, 

https://www.gokams.or.kr:442/artsdb/01_system/benefi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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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2018년 6월부터 법인세를 

납부, 법인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악단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가 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진 일부는, 조합은 해체되었으나 

악단을 개인적으로 지속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악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써 정식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을 주축으로 악단의 후원회가 2020년부터 결성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Barenboim도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감독에서 사임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예술가도 예술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해당 악단은 연구자가 창단에 직접 참여한 공동설립자로서, 일반적인 

지휘자와 악단의 관계와 달리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만, 일반적인 교향악단들에서도 악단의 후원자를 

모집·∙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술감독인 지휘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지휘자가 한 악단의 얼굴로써 흥행을 책임지고, 

후원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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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첫 연주를 진행할 때 

연주 후 연구자가 직접 무대에서 작은 감사를 표한 적이 있다. 

"오늘���������	
��������������������   연주를���������	
��������������������   준비하며,���������	
��������������������   음악가를���������	
��������������������   후원한다는���������	
��������������������   일에���������	
��������������������   대해���������	
��������������������  

생각해보았습니다.���������	
��������������������   후원으로���������	
��������������������   마련된���������	
��������������������   무대에서���������	
��������������������   음악가는���������	
��������������������   연주를���������	
��������������������   하고,���������	
��������������������  

청중은���������	
��������������������   그���������	
��������������������   연주를���������	
��������������������   찾아���������	
��������������������   마음의���������	
��������������������   쉼���������	
��������������������   또는���������	
��������������������   위로를���������	
��������������������   얻습니다.���������	
��������������������   그���������	
��������������������   청중은���������	
��������������������  

연주가���������	
��������������������   끝나면���������	
��������������������   바로���������	
��������������������   사회로���������	
��������������������   흩어지는���������	
��������������������   것���������	
��������������������   같지만,���������	
��������������������   그���������	
��������������������   쉼과���������	
��������������������   위로를���������	
��������������������   얻은���������	
��������������������  

마음은���������	
��������������������   주변���������	
��������������������   사람들로���������	
��������������������   전달���������	
��������������������   될���������	
��������������������   것입니다.���������	
��������������������   그렇게���������	
��������������������   연쇄적으로���������	
��������������������   전달되는���������	
��������������������  

삶의���������	
��������������������   온기가���������	
��������������������   결국���������	
��������������������   사회에도���������	
��������������������   좋은���������	
��������������������   영향이���������	
��������������������   되지���������	
��������������������   않을까���������	
��������������������   희망합니다.���������	
��������������������   그런���������	
��������������������  

의미에서���������	
��������������������  오늘���������	
��������������������  후원이���������	
��������������������  값지고���������	
��������������������  다시금���������	
��������������������  매우���������	
��������������������  뜻���������	
��������������������  깊습니다."���������	
��������������������  

예술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설명하는 일, 그리고 그에 앞서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술의 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들여 준비한 그 무대에 대해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객석을 채우는 보통의 청중 이야말로 예술의 가장 신실한 

후원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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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OES의 베토벤 시리즈 공연사진 ⓒ 2019.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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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4> 2018 서초 서리풀 페스티벌 

 

1. 개요 

 

일시·∙장소: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 

주최/주관: 서초문화재단 

출연: 이규서(지휘), 신지아(바이올린), 박지홍(소프라노), 김현수(테너) 

 이상민(해설), 디토오케스트라 

레퍼토리: 

 M. Glinka : Overture to Ruslan and Lyudmila 

 G. Bizet : Prelude to Carmen 

 P. de Sarasate : Carmen Fantasy, Op. 25  

 (Intermission) 

 W. A. Mozart : Overture to Le nozze di Figaro 

 G. Donizetti : "Una furtiva lagrima" from L'elisir d'amore 

 G. Puccini : "E lucevan le stelle" from Tosca 

 G. Rossini : "Una voce poco fa" from Il barbiere di Siviglia 

 J. Strauss : "Mein Herr Marquis" from Die Fledermaus 

 F. Lehár : "Lippen schweigen" from Die lustige Witwe 

 (앙코르) G. Verdi : "Libiamo ne' lieti calici" from La trav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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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퍼토리 선정의 의의 

본 연주는 서초구 최대의 복합문화행사인 서리풀 페스티벌의 

클래식 연주회로 진행되었다. 축제의 분위기에 맞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곡들로 구성하 다. 

바이올린 협연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주최측에 Waxman과 

Sarasate의 Carmen Fantasy와 Zigeunerweisen을 추천했고, 이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Sarasate의 Carmen Fantasy를 선택했다.  

아리아들의 경우 성악가들의 자신 있는 레퍼토리를 전달 받아서 

연구자가 각 두 곡을 선정했고, 앙코르로는 축제의 종료를 기념하기 

위해 유명한 Verdi의 Brindisi를 편성하 다. 

 

3. 준비 및 리허설 

단 하루의 시간만이 주어지는 오전 오후 리허설에서 지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전에 모든 악보를 통상적인 연주 형태로 정돈 

해놓는 것이다. 협연자들 모두가 분초를 다투는 바쁜 연주자들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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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마저도 런 스루로 진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성악곡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악단이었기에 이 점에 유의하여 리허설을 

진행했다. 

먼저 Sarasate의 Carmen Fantasy 악보를 점검했다. 해당 악단은 이 

곡의 연주가 처음이었고, 파트보는 현대에 연주되는 통상적인 피아노 

반주 버전의 커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오케스트라 버전 그대로 다.  

먼저 연구자가 그동안 여러 번 이 작품을 연주하며 체크한 다양한 

버전의 마디 수와 레터는 미리 전달하 고, 리허설 현장에서 Moderato 

악장의 커트가 진행됐다. 통상적인 커트(마디 207부터 마디 221까지를 

삭제)를 주지시켜주고, 선택적인 커트[마디 281(Più Animato 한 마디 

전)부터 296마디(악장 끝에서 네 마디 전)까지] 또한 알려주고 추후 

협연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을 예고해 주었다. 

아리아들은 악보 상 큰 문제는 없었으나, Strauss와 Lehar는 따로 

전주가 없기에 악보 상에서 후주부를 그대로 활용하여 즉석에서 간단히 

제작했다. 

오후 연습 전에 모든 협연자들을 미리 대기실에서 만나 아고긱 

등을 체크하 다. 굳이 솔리스트의 간단한 아고긱을 파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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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의 첫 런 스루를 소비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리허설 할당 시간이 길다면, 솔리스트의 아고긱을 지휘자가 

사전에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첫 런 스루를 하고, 남는 

시간을 음악적인 완성도나 호흡의 원숙함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하는 

편이 경제적일 것이다. 

타이트한 연습 일정과 공신력 있는 판본의 악보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사전에 철저한 연습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악보 

판본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이 문제들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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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2018 서초 서리풀 페스티벌 공연사진 ⓒ 2018. 서초문화재단 

 

 

 

 

 



 

 43 

<연주 5>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1. 개요 

 

부제: 네빌 마리너를 기리며 

일시·∙장소: 

 ○1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3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주최/주관: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예스엠아트 

출연: 이규서(지휘), 손열음(피아노),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후원: 대한항공, MBC 

레퍼토리: 

 W. A. Mozart : Divertimento in B-flat, KV 137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8 in C "Lützow ", KV 246 

 (Intermission) 

 W. A. Mozart : Symphony No. 41 in C "Jupiter", KV 551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21 in C, KV 467 

 (앙코르) W. A. Mozart : Piano Quartet in G, KV 478 - An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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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의 의의 

본 연주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제안에서 기획이 시작되었다. 

손열음은 국의 세계적인 챔버 오케스트라인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이하 ASMF)와 지휘자 Marriner와의 모차르트 협주곡 전곡의 

녹음을 진행했으나, Marriner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미완의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다. 본래 이 연주는 2017년 추진되었지만, 여러 조건들로 

인해 2018년으로 순연하게 되었다. 

손열음은 과거 한차례 OES의 정기연주회를 감상한 바 있고, 이 날 

조성현(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협연의 Mozart의 Flute Concerto 

in D, KV 314와 Symphony No. 40 in G minor, KV 550 (1. Fassung)을 

감상했다. 공연 직후 대기실에서의 만남과 추후 연락을 통해 본인이 

구상 중인 음반 발매 기념 한국 투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OES가 

Marriner와 ASMF의 창단 정신을 한국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단체라는 

소회와 함께 투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본 연구자도 세계 

정상급 음악가이자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와의 협연을 흔쾌히 수락했다. 

투어 연주는 Marriner를 추모하는 연주로 기획되었다. 

이 밖에도 연주회에 차별성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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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공을 들 던 것은 프로그램노트 다. 지휘자인 본 연구자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개별 인터뷰를 담았고, 곡에 대한 해설을 연주자가 

직접 작성하여 청중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연주자가 친절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해준 프로그램노트에 애착이 간다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 

 

3. 레퍼토리 선정의 의의 

모든	   레퍼토리는 Mozart의	   작품으로만	   구성했다.	   또한	   서곡인 

Divertimento를 제외하고 모든 곡의 조성을 C major로 구성했다. 본 

연주의 프리뷰를 기고했던 중앙일보 문화부 김호정 기자는 이 선곡에 

대해 "하나의 플랫이나 샵도 붙지 않은 태곳적의 조성 같은 C장조는 

모차르트를 가장 잘 보여준다. 베토벤의 C장조 작품인 발트슈타인 

소나타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비교해보면 모차르트의 C장조는 

순수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굴곡이 있다. 손열음이 늘 

말해왔던 '기쁜 음악에 슬픈 감정이 있고, 슬픈 음악인데 기쁨이 있는' 

경지가 모차르트의 C장조에서 빛을 발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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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협주곡은 손열음의 선택이지만, 디베르티멘토와 교향곡은 

연구자의 선택이었다. 이 투어의 메인은 손열음의 KV 467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인 피아노협주곡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자 한 의도가 

교향곡 선곡에 반 되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이 솔리스트의 

협주곡들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자와 피아니스트의 

합치된 의견에 따라, 감정적으로 균형 잡히고 절제되면서도 열린 

결말로써 여운을 주는, 'Jupiter'라는 부제로 유명한 교향곡 제41번 (KV 

551)를 선택했다. 마지막 협주곡 21번으로 청중의 기대감을 이어감에 

있어서 훌륭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받았다. 

서곡으로 선택한 Divertimento의 조성 역시 1악장의 처음 두 

마디는 C(minor)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시퀀스를 거쳐 여섯째 마디에 

가서 이 곡의 실제 조성인 B-flat major가 나타난다. 이런 유희적, 

감정적 반전이 Mozart를 잘 대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 

곡을 서곡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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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 및 리허설 

본래 OES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이 서울에서 일년에 두차례 

모이는 프로젝트 악단이다. 2월과 8월 경 각자의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2주내지 짧게는 1주만을 한국을 방문하여 연주를 해왔다. 

이 투어의 경우 10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 진행되는 투어 기 

때문에, 단원들이 악단의 8월 정기 연주를 마치고 유럽에 들렸다가 다시 

한국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정예 멤버 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일부 단원들에게는 한정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료에서 소정의 항공료까지 

지원하고자 하다 보니, 넉넉지 않은 연주료로 객원 단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보에 차석과 트럼펫 수석은 서울 연주만 가능하고, 

콘트라베이스 수석은 마지막 전주 연주는 직장의 일본 투어 연주로 인해 

불가한 상황이었다. 

결국에는 고육지책이나마 서울과 지방 연주 단원 명단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 다. 대신 리허설에는 서울과 지방 

연주 참여 인원 전부가 참여했고, 협연자와의 리허설로 잡힌 마지막 

연습 당일에는 서울 연주 멤버만 합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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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2회차 연주부터는 무대 리허설을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지방 연주 인원을 위해 첫 도시인 광주에서는 무대 리허설에 모든 

레퍼토리를 런 스루 연습을 하는 것으로 협연자에게 양해를 구하 다. 

이를 위해 광주 연주에는 무대 스탠바이 시간을 예정시간보다 30분을 

일찍 잡고, 중간 휴식을 두 번 가지는 것으로 상황적 한계를 보완했다. 

	  

5. 당일 준비 및 연주 전반 

연주 전날 리허설을 모두 마치고 손열음은 오케스트라의 수석진과 

Mozart Piano Quartet 두 개 중에 느린 악장을 하나 앙코르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협연자 본인의 앙코르만으로 연주를 마치고 싶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일원들과 함께 연주하여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고마운 제안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KV 478(No. 1)의 Andante 악장이 

KV 493(No. 2)의 Larghetto 악장보다는 감성적으로 더 연주회의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다고 첨언하면서도, 완성도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실제 연주 때 무대 위 플루트 수석 옆의 빈 의자에서 연구자도 

함께 앙코르를 감상하 는데, 연주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마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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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 주피터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KV 467의 여세를 몰아온 것에 

비해서는 앙코르 음악 자체가 주자들에게 무르익지 않은 상태여서 다소 

아쉬웠다. 연주 하루 전 손열음의 앙코르 제안 직후에라도 리허설을 한 

번 더 가졌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 다. 

물론 이는 협연자의 갑작스러운 요청이었고, 이 곡의 완성도에 

연구자가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단원들의 기량과 성향을 협연자보다 더 

잘 아는 입장에서 전술한 대로 앙코르 준비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사전에 제안할 수도 있었겠다는 점에서 악단의 예술감독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계기 다. 

 

6. 연주 후 기록의 보관 

해당 연주는 방송사인 MBC에서 중계를 위해 촬 을 하 다. 실제 

방송에는 시간 관계상 피아노 협주곡 두 곡과 악단 수석진과 손열음이 

앙코르로 연주한 사중주만이 방송되었다. 연구자는 MBC 측에 촬  

상 제공을 요청하 고, 방송사 측은 해당 상 사용시 저작권 표기 

등의 간단한 유의사항과 함께 원본 파일을 제공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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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은 상미가 뛰어나 해외 마스터클래스나 콩쿠르 참가 

시에 아주 유용하게 쓰 다. 방송사 카메라로 전문 촬 감독들이 녹화한 

연주 실황을 확보하는 것은 드문 기회이다. 가능하다면 연주 당일 담당 

프로듀서와 접촉하여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용도로 상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을 제공하는 측의 요청사항, 이를테면 저작권 

표기 등에 유의해 사용할 것을 잘 숙지하면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꼭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휴대하는 촬  

장비로도 주요 레퍼토리나 대형 공연장에서 연주 시 본인의 지휘 상을 

정면에서 꼭 기록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볼 

때 무대에 설치된 카메라의 색상이 너무 눈에 띈다 거나, 오케스트라와 

동떨어져 있어 카메라쪽으로 청중의 시선이 가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공연장 마다 무대 운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해야 하고, 무대 

감독과 먼저 상의를 거쳐 실행해야한다. 

연구자가 경험한 국내 주요공연장의 현황을 소개하면, 예술의전당의 

경우는 무대와 하우스 진행 규율이 가장 엄격하다. 콘서트홀의 경우에는 

무대 주변에서는 합창석에만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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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무대 상·∙하수의 벽에 카메라 촬 을 

위한 창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것은 무대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챔버홀의 경우에는 무대 위에 마이크 스탠드의 설치도 가능한 한 

제한하는 편이다. 본 연구자는 무선 소형 카메라를 지휘자 보면대에 

장착하여 촬 하곤 하 다. 

롯데콘서트홀의 경우에는 무대 위의 카메라 설치에 대해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무대 감독과 상의 하에 전술한 대로 관객의 연주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 설치하면 된다. 상 촬  시에 

주최 측에서 따로 실황 녹화나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녹음 파일을 

제공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석에서 따로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무대에서 카메라 자체에 녹음된 소리는 한쪽에 치우쳐지고 균형 

잡힌 연주 음향이 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후 상 편집 시에 상과 

소리를 따로 결합하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소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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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리허설 사진 ⓒ 2018. 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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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6> 롯데콘서트홀 2019 L 토요 콘서트 (1월) 

 

1. 개요 

 

부제: 비엔나 신년음악회 

일시·∙장소: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롯데콘서트홀 

주최/주관: 롯데문화재단 

출연: 이규서(지휘), 김순영(소프라노), 박지민(테너), 강석우(해설), 

 디토오케스트라 

레퍼토리: 

 J. Strauss II : Overture to Die Fledermaus 

 W. A. Mozart : Symphony No. 25 in G minor, KV 183 (1. Mvt.) 

 F. Lehár "Dein ist mein ganzes Herz" from Das Land des Lächelns 

 F. Lehár "Lippen schweigen" from Die lustige Witwe 

 J. Strauss II :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Op. 314 

 (앙코르) J. Strauss II : Unter Donner und Blitz, Op. 324 

 (앙코르) J. Strauss : Radetzky March, O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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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주회의 의의 

본 연주는 롯데콘서트홀의 2019년도 첫번째 연주이자, 기획 연주인 

'L 토요 콘서트' 시리즈의 첫 연주 다. 롯데콘서트홀의 2019년도 L 

토요 콘서트 시리즈의 상반기는 비엔나,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음악의 도시들을 한 연주 마다 하나씩 소개하며 음악여행을 하는 테마로 

기획되었다. 

시리즈의 첫번째와 마지막 연주는 관현악으로, 나머지 연주들은 

독주와 실내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첫번째와 마지막 두번의 연주에 본 

연구자가 참여했다. 

우리나라 주요 공연장의 시즌 오프닝 콘서트와 기획 연주를 맡아 

지휘한다는 것은 음악가로서 광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신년음악회로 

유명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작품들과, 비엔나 출신 음악가들의 작품들을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55 

3. 악보 판본의 선정 

연주의 부제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연주회는 비엔나의 

신년음악회에서 착안한 연주 다. 연구자는 이 기획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실제 사용하고, 악단이 

편집에도 관여하는 Strauss Edition Wien 판본 스코어들을 현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연주하 다. 

오케스트라 측에서 준비된 파트보는 대부분 미국 출판사의 

것이었고, Strauss Edition 스코어대로 음표와 표기들을 몇 군데 

수정하 다. 테너 아리아의 마지막 코드에 수반되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매우 긴 것도, 성악가의 호흡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연주되는 버전으로 

축소했다. 

특히, 현악기의 운궁법은 비엔나의 전통에 조금이나마 더 근접하게 

다가가보려는 노력으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다년간의 

신년음악회 실황들을 보고 연구자가 직접 필사해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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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대 리허설 및 연주 전반 

이날의 연주에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바로 확성기(마이크) 음향에 관한 것이었다. 무대 리허설 중에 

음향 감독은 성악가에게 스탠드 마이크를 하나 설치할 것을 권했고, 

성악가의 순서가 끝날 무렵 마이크가 설치되었다. 

문제는 실제 연주 때 는데, 마이크로 인해 발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성악가는 리허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연주했다. 

성악가의 호흡량 자체가 달라졌던 것이다. 비록 사고는 없었으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모두 당황할 정도로 그 차이는 컸다. 

확성기 설치에 따른 차이는 다른 기악보다도 성악의 경우 인체의 

호흡과 관련이 있기에 훨씬 큰 것이었다. 마이크 설치 후에는 반드시 

이에 따른 음악적 변화를 민감하게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5. 음반 및 미디어의 활용 

연주 전날 관계자와의 미팅 때 연구자의 음반이 언급되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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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해주겠다는 주관사의 제안에 따라 음반 한 박스를 주최 측에 

전달하 다. 요즘은 아무도 실물 음반을 사지 않아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음반업계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날 

역시 연구자의 음반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음반이 직업 연주자에게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자신을 알리는 일종의 

명함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음반은 KBS Classic FM 등에서 부지불식간에 종종 

전파를 탄다. 물론 방송국에 이를 전달한 것은 음반사이지만, 어떤 

경로로 누군가에게 음반이 들려지고 어떤 평을 받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데뷔 앨범은 정통 아날로그 레코딩을 지향하는 국내 

레이블 NCM Klassik사에서 2018년 취입하 다. 레이블 이창식 

대표와의 만남은 공교롭게도 그가 연구자의 연주를 YouTube 채널을 

통해 감상하고 나서 다. 당시 변변한 콩쿠르 경력도, 매니지먼트도 

없던 연구자에게 새로운 경로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온라인 사회가 

점점 오프라인 사회와 그 중요성에 있어 대등한 위치를 차지해 감에 

따라, 연주자의 온라인 상에서의 홍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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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실제 모습을 온라인 상에서 부풀리거나 미화해서도 안되겠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예술가들도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상을 효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진 6] 롯데콘서트홀 2019 L 토요 콘서트 공연사진 ⓒ 2019. 롯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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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7>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청춘, 

청어람" 

 

1. 개요 

 

부제: 국립국악원 첫 공개 모집 선정 지휘자 연주회 

일시·∙장소: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주최/주관: 국립국악원 

출연: 이규서(지휘), 류근화(대금),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레퍼토리: 

 최성환 : 아리랑 환상곡 (계성원 편곡) 

 김대성 : 대금협주곡 '풀꽃' 

 김성국 : 공무도하가 

 

2. 연주회의 의의 및 참여 계기 

본 연주는 국립국악원 개원 이래 최초로 국악원 산하 서양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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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격인 창작악단의 객원 지휘자를 오디션을 통해 초빙하는 

기획이었다. 국악계의 신진 지휘자를 발굴한다는 취지 다. 서양음악계는 

이미 젊은 지휘자들의 활동상이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국악계는 

지휘자의 풀 자체가 매우 좁았다. 국악관현악의 역사 자체가 50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오디션은 1, 2차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실연 순서를 가졌다. 국악관현악을 경험해본 적도 없거니와, 국악기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고, 이 연주 예정일 전후로 지방시향과의 스케줄도 

있었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큰 부담이 되었다. 

국악관현악의 편성과 음향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상태 으나 우리 

음악을 새로이 경험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실연 심사에 참여했다.  

본 연구자는 서양음악 지휘자로서 국악관현악에 대한 상식이 거의 

백지 상태임을 숨기지 않고, 마치 처음 오케스트라 포디움에 서던 날 

같음을 고백을 하 다. 이내 연구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단원들의 

표정들이 밝아졌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리허설을 마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자의 경우에는 새 분야에서의 데뷔 성격이 강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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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일신상의 문제나 약점을 드러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하는 요소로 작용하 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의 단점을 언급함으로써 단원들로 하여금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나 

프로페셔널함을 훼손하는 불안함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지휘자는 한 

악단 연주의 책임자로서, 완벽히 준비되지 않고 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과 발표 뒤에 가진 관계자와 단원들 미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연구자의 해당 공모 지원이 국악원내에서는 상당한 

화젯거리 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리허설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했고, 그에 따라 악단의 소리가 즉석에서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연구자가 서양음악 전공자인 것이 소통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전문 지휘자이자 

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예술가로 대하고 있다는 소회를 전해주었다. 

참가자 중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선정되었고,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단원들의 분위기와 함께, 국악관현악의 역사가 짧아 아직 정비가 더욱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발전시킬 지휘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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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악관현악에 대한 단상 

서양 고전음악의 관현악과 비교하여 국악관현악의 특징적인 부분을 

몇가지 짚어보면, 현악에서는 거문고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가야금은 

음역 자체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음역을 담당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프 역할을 하 다. 소아쟁은 첼로, 대아쟁은 콘트라베이스 정도로 

치환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다만 소아쟁은 독주악기로 편성되어 

있었고 꽤 높은 음역까지 담당했다. 거문고는 아쟁의 피치카토로 내기 

힘든 깊은 소리를 담당했다. 서양 고전음악 현악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악현악기의 역할이 명확히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 역할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각각의 음색이 드러내는 미묘한 차이 등이 이 예술을 

더욱 특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고찰하게 되었다. 

관악기에서는 소금이 마치 피콜로처럼 독주악기로 쓰 고, 피리 

주자는 태평소를 같이 잡았다. 오보에 주자가 잉글리시 호른 또한 

연주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다만,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은 

운지가 같은 반면 피리와 태평소는 그렇지 않다. 생황은 유일한 화음 

연주가 가능한 악기 는데 이 역시 피리 주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없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굳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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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계성원은 생황이 중국이 아닌 우리 

전통악기임을 역설했다. 또한 아쟁을 독주 악기가 아닌 '군(群)'으로써 

연주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라고 했다. 군으로 연주될 때 관현악 속에서 

아쟁의 진가가 드러나지만, 현재 정착된 국악관현악 편성과 인력구성 

현황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연구자도 소아쟁의 독주가 너무 

음색적으로 튄다는 생각을 하던 차 다. 

타악기에서는 양금이 특징적이었다. 관현악단마다 조금씩 

자리배치는 다르지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양금이 지휘자 바로 앞, 

현악기들이 둘러싼 한 가운데 위치했다. 서양의 쳄발로와도 비슷한 

인상이나, 음량이 조금 더 컸고, 잔향은 짧았다. 정주(그릇) 소리도 

트라이앵글과 비슷하나 훨씬 청명하 다. 팀파니와 탐탐 등 서양 악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4. 준비 및 리허설 

처음 악단으로부터 제안 받은 리허설 횟수는 6회로, 연구자에게는 

다소 많게 느껴지는 횟수 다. 통상적으로 많아야 4회, 적게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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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로 무대에 연주를 올리던 습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국악관현악인데다 매 리허설 이를 탐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자의 

기 예정된 타 연주 리허설 일정만 피하여 횟수 조정없이 연습 일정을 

확정하 다. 

평소 객원 지휘를 가서 한정된 연습에 의무감으로 연주를 

완성해내던 경우들과는 달리, 넉넉한 연습 시간 덕에 여유를 가지고 각 

국악기 음색과 특징을 느껴가며 리허설을 진행했다. 의미 있었던 것은, 

해금과 아쟁 등 현악기 운궁법에 대해 연구자의 견해를 전하고 

반 했다는 점이다.  

국악관현악에서의 운궁법은 서양 오케스트라에 비해서는 단순한 

편이었다. 물론 모든 아티큘레이션을 국악기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방법적으로 다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례로 음표 네 개가 묶 으나 두 

개씩 슬러가 연속될 때, 국악관현악은 이를 보통 각활 처리하지만, 

연구자는 업 보우를 연속(V V)하여 사용하거나 활이 음악적 숨을 쉴 

정도로만 텀을 가지고 리테이크(retake) 처리할 것을 주문하 다. 

연구자의 주문을 주자들은 빠르게 수용하 고, 이내 기술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선율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는 운궁법이 탄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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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최성환의 아리랑은 원곡이 서양 관현악법으로 작곡된 것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농음을 덜어내고 연주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음정과 

음색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선율과 대선율의 역할에 따라 

배경에 원근감을 만드는 등, 서양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시도해온 

기술들을 다수 활용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음이 빈약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하여 대아쟁 파트가 특별히 더욱 깊고 풍성한 소리를 내도록 

주문했다. 거문고의 입체적인 음향을 만드는 데도 주력했다. 팀파니도 

배음을 살리는 어택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주문했다.  

또한 관악기의 밸런스를 찾는 시도를 하 다. 태평소는 소금, 

대금에 비해 음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데다가 피리는 군을 이뤄 연주가 

되어서, 등장과 함께 모든 소리를 흡수했다. 가능한 한 리허설 장소에서 

자연 음향 그대로 균형 잡힌 소리가 완성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타악기 또한 타이밍에 맞춰 효과만 주는 수준이 아닌, 등장하는 

순간순간의 음색과 음향에 의미가 생길 수 있도록 리허설 하 다. 

리허설이 거듭될 수록 관현악단 자체적으로 서로의 음량을 조절하는 

인상을 받았다. 단원들로부터도 새로운 앙상블의 단계를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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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아쉬웠던 것은, 타악기를 위시하여 전반적으로 지휘자의 바톤에 

반응하는 정도가 과하게 민감하다는 점이었다. 심한 경우에는 비트가 

떨어지기도 전에 소리가 났다. 국악에서 주로 타악기가 합주를 주도해온 

관습적인 향이 컸다. 아무래도 지휘에 맞추어 앙상블을 만들고 

연주하는 프로세스가 아직은 완벽하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고, 

국악기의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음색적 특징들이 더욱 그런 경향성을 

강화했다. 따라서 명료한 비팅보다는 바톤 움직임의 항상성을 통해 

음악을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주로 택하여 리허설을 진행했다. 

 

5. 무대 리허설 및 연주 전반 

공연장 상주단체의 이점이겠으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정기연주 

직전일 리허설을 예악당 무대에서 진행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모든 

악기에 마이크를 설치한 것이었다. 리허설 과정에서 연구자가 악기 간 

음량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국악관현악 발전의 관건이라는 판단했던, 

정확히 그 지점을 보완하려는 국악 무대 음향의 관습이었다. 이에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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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상의를 통해 연구자가 리허설 동안 집중했던 작업을 설명하며, 

마이크가 전체적인 음량을 조정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고 개별 악기를 

제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구자의 요청대로 거의 

공연장의 자연 음향을 살리는 쪽으로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객석에서의 

사운드 체크 피드백은 양호했다. 

리허설을 마치고 국악방송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서양음악 

전공자이자 최연소자로서 국악원 무대에 서는 감회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 다. 

"오늘���������	
��������������������   연주하는���������	
��������������������   최성환의���������	
��������������������   아리랑은���������	
��������������������   북한의���������	
��������������������   작곡가가���������	
��������������������   서양���������	
��������������������  

오케스트라를���������	
��������������������   위해���������	
��������������������   작곡한���������	
��������������������   곡이지만,���������	
��������������������   한민족이���������	
��������������������   공유하는���������	
��������������������   정서만으로도���������	
��������������������  

준비를���������	
��������������������   하며���������	
��������������������   마음이���������	
��������������������   뜨거워지는���������	
��������������������   순간이���������	
��������������������   있었습니다.���������	
��������������������   제가���������	
��������������������   아리랑을���������	
��������������������  

선택한���������	
��������������������   것처럼���������	
��������������������   창작악단과의���������	
��������������������   만남도���������	
��������������������   자연스러운���������	
��������������������   것이���������	
��������������������   아니었나���������	
��������������������  

생각합니다"���������	
��������������������  

이날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원장인 임재원 교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성진, 역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예술감독들, 서울대 

김승근 교수, 평론가 윤중강, 이소  외에도 국악계의 거의 모든 

주요인사가 자리했다. 그만큼 국악계 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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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악계에 아무런 인맥과 정보도 없던 연구자에게 

그들의 가장 중심부를 열어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배타적인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반기고 고마워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전통예술의 전승자들이기에 더더욱 연령에 따른 위계가 엄격하고 

이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악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관현악단의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개발을 위한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연주 중에는 집중력과 그 전문성에서 열기를 느낄 

정도 다. 한 번의 경험 쯤으로 여기고 한 때 이 연주에 가벼운 마음을 

품었던 연구자 본인에 대해 연주하는 내내 크게 반성했다. 

연주를 마치고 전단원은 악기를 내려놓고 커튼콜 내내 연구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는 흔치 않은 감동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연주를 계기로 국악관현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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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공연사진 ⓒ 2019.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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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8> 2019 디토 페스티벌 - 디퍼런트 디토 

 

1. 개요 

 

부제: 메시앙 그리고 최재혁 

일시·∙장소: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주최(주관):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출연: 이규서(지휘), 디토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최재혁 : Dust of Light for Ensemble (2019) *World Premiere 

 

2. 연주회의 의의  

본 연주는 제네바 국제콩쿠르 작곡부문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우승을 한 작곡가 최재혁의 작품들이 초연되는 연주 다. 

전반부는 최재혁의 작품, 그리고 후반부에는 Messiaen의 Quatuor pour 

la fin du Temps가 연주되었다. 연구자는 전반부에서 최재혁의 작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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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편성이 큰 마지막 작품을 지휘하 다. 동 시대를 사는 작곡가로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의 작품을 초연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최재혁의 Dust of Light는 그의 2019년 신작으로써 한국의 

디토오케스트라와 함께 현대음악의 거장 Boulez가 창단한 프랑스의 

세계적 현대음악 연주 단체인 Ensemble intercontemporain이 공동으로 

위촉하여 같은 날 세계 초연했다. 구성의 치 함과, 음향을 만들어내는 

방식, 긴장도를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의 작곡가 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준비 및 리허설 

연구자는 프랑스 초연을 위해 파리로 건너간 작곡가를 대신하여 이 

곡의 한국 초연을 책임졌다. 같은 날 Ensemble intercontemporain이라는 

세계 최고의 연주 단체와 같은 작품을 연주한다는 사실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악보가 조판되어 인쇄되기 전 작곡가의 친필 악보를 받아서 작품 



 

 72 

전반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했다. 작곡가는 분명한 어법으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었고, 곡이 담고있는 에너지의 지향성이 명확하고 강렬했다. 

본 연구자는 창작곡 연주 제의에는 대부분 참여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작품은 연주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휘자의 손을 거쳐 작품이 개선되기도 하고 활력을 찾기도 

한다. 최재혁의 작품은, 어린 나이이지만 이미 수많은 양질의 경험을 

거쳐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작곡가가 상상한 소리와 

결과물의 일치성이 매우 높았다.  

리허설 전 작곡가를 두 차례 서울에서 만났다. 악보를 전달받고 

공연의 프리뷰 상을 촬 하기 위해 주최사 스태프들과 함께 한 차례 

만났고, 이후 악보를 충분히 연구한 뒤에 또 한 번 만나서 해석을 

공유하고, 작품의 이면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 다.  

리허설은 2주동안 사이사이에 텀을 두고 4회로 결정하 는데, 첫 

시간에는 초견 연주를 비롯하여, 작곡가와의 대담에서 얻은 정보들, 특수 

주법들, 작품의 구조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설명을 해주었고, 2회차 

리허설에는 작곡가가 참여하여 전반을 점검하 다. 작품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도하고, 현대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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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이 아니었기에 능률이 빨리 오르지 않았다. 이에 작곡가에게 파리 

현지 리허설 실황을 보내주어 참고자료로 활용케 할 것을 요청했다. 

작곡가는 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첫 리허설 음원을 바로 

보내주었고, 연구자는 약간의 위로를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음악을 

잘 연주하는 단체도 첫 연습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음악은 계속 

중단됐다. 다만, 일반 악단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런 양식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순간에도 최대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연주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초견으로 불규칙한 리듬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음을 받아들이되, 일단 악보를 그림처럼 훑어가며 적어도 레터 한 

구간 정도는 연주가 가능하게 연주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연구자는 3회차 리허설의 전반부에는 현악 단원들만 소집하여 

불규칙한 리듬 총주를 맞추고, 후반부 전체 연습에는 지엽적인 요소들의 

보완보다는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유창하게 연주하는데 주력하도록 

독려했다. 이내 곡의 모양새가 살아났고 현악의 불규칙한 리듬 총주도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며 연주에 활력을 더했다. 이 녹음을 작곡가에게 

보내주었고, 다행히 작곡가는 이에 대해 매우 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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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대 리허설 및 연주 전반 

주최사 측에서는 추상화 하나를 무대 전면부 스크린을 통해 띄워 

놓았다. 이는 단순히 청각적인 요소만으로는 현대음악이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 매력을 선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최사가 조치한 

것이었다. 오랜 공연 제작경험에서 나온 탁월한 선택이었다. 

무대 리허설이 거의 마무리 되고 런 스루 연습을 하기 직전, 악단의 

매니저가 연주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연주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연구자는 오케스트라 악장인 이석중(현 인제대학교 교수)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고, 단원들도 작품의 소요시간도 길지 않아서인지 좋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바순과 첼로를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일어나서 연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에 따른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앉아서 연주할 

때는 여분의 의자를 활용하여 베이스 플루트와 금관악기 뮤트들을 

거치했지만, 일어나서 연주하게 되니 이에 맞는 적당한 거치대가 없었다. 

연구자는 무대감독에게 타악기 말렛 트랩테이블을 요청하여 베이스 

플루트 거치대를 마련해주었고, 여분의 보면대를 활용해 뮤트 거치대 

문제 또한 간단히 해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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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마치고, 해당 작품의 초연을 마친 단원들과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누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중이 빛나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연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스코어를 객석을 향해 보여주며 작곡가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사진 8] 2019 디토 페스티벌 - 디퍼런트 디토 연주사진 ⓒ 2019. CR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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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9> 내셔널 솔리스텐 정기연주회 

 

1. 개요 

 

일시: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출연: 이규서(지휘), 심준호(첼로), 내셔널 솔리스텐 

레퍼토리: 

 A. Webern : Langsamer Satz for String Orchestra 

 J. Haydn : Cello Concerto in C major, Hob.VIIb:1 

 P. I. Tchaikovsky : Souvenir de Florence, Op. 70  

 (앙코르) J. Brahms : Hungarian Dance No. 1 in G minor 

 

2. 연주회의 의의 및 참여 계기 

본 연주 단체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중진 단원들과 수·∙차석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2018년 10월 창단하 다. 본래 지휘자가 

없는 챔버 오케스트라 형태로 운 하는 것을 모태로 하나, 정기연주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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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 지휘자를 초빙하여 연주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단체의 

콘트라베이스 주자이자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인 베이시스트 남한나의 

제안으로, 2019년 3월 이들의 연주회에 처음 초청 받았다. 연주회 직후 

단체로부터 감독 직을 제안 받았으나, 현재 맡아서 주력하고 있는 

악단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 또한 간과할 수 없어 수석객원지휘자 직을 

유지하기로 하 다. 

이 단체와 지속적인 연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악단의 

실력보다도 광주시향 중진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남다른 헌신 

때문이었다. 직장 생활을 지속해온 시간보다, 은퇴할 시기까지 남은 

시간이 더 적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을 단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자각하고, 주체적인 연주를 

해보고자 결심하여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작품들을 다루기에 연습량도 자연히 많다.  

지난 연주에는 Mendelssohn의 String Symphony No. 10과 

Schubert의 Der Tod und das Mädchen을 연주했다. 협연자로는 

전남대학교 교수인 이혜정과 Mozart의 Violin Concerto No. 5를 

연주했고, 이번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인 첼리스트 심준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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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dn의 Cello Concerto No. 1을 비롯 Tchaikovsky의 Souvenir de 

Florence를 연주했다. 

연구자가 함께한 두 차례 정기 연주 모두 전석 매진으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광주 지역 유일의 실내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로서 지역 실내악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년에 수차례 광주를 오가고 있다. 

 

3. 준비 및 리허설 

연주 곡 리딩을 위해서 보름 전부터 주말마다 광주를 두 차례 

방문했고, 연주가 있는 주에는 오전과 늦은 오후로 나뉘어져서 일주일을 

꼬박 리허설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기본적으로 오전 오후 연습 모두 전체연습으로 진행하도록 방향을 

잡았으나, 멤버가 소수이기도 하고 연령대도 다양하여 컨디션에 따른 

연습 능률의 편차가 컸다. 따라서 오후 연습은 파트 연습으로 

활용하기도, 오전 연습의 피로도가 높은 날에는 오후 연습을 생략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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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허설 횟수가 많은 경우, 정해진 리허설 횟수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연주의 완성도나 만족도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현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여 리허설 운용 방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하게 지휘자의 몫이다. 연주자들의 컨디션과 능률을 파악하여 

리허설 포맷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지휘자의 역량일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악장이나 수석 단원, 그리고 악단의 분위기 전반을 

성실하게 파악하고 신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연습 과정에 관하여 함께 상의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작품에 

대한 흥미와 감각적인 신선함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 기술적인 완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지휘자의 

결단력도 필요하다. 

 

4. 무대 리허설 및 연주 전반 

협연자인 심준호는 전날 저녁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가 있던 

관계로 당일 무대 리허설에야 합류를 하 다. 다행히도 연구자와 

서울에서 사전 미팅을 한차례 갖고 템포나 해석에 대한 조율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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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 이미 그의 연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단원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큰 문제 없이 리허설을 마쳤다. 

이날 연주의 앙코르로는 Brahms의 Hungarian Dance No. 1을 

연주했다. Tchaikovsky의 열정적인 감성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 단원들의 

선택이었다. 단무장이 사중주로 편곡된 악보를 구해왔으나, 소리가 

입체적이지 못하고 원곡이 많이 훼손된 편곡이었다. 이에 연구자가 

즉석에서 원곡의 현악 파트보에 몇몇 특징적인 목관 파트만을 분산하여 

그려주었다. Brahms는 관현악 작품 내에서 현악 파트 만으로도 곡의 

분위기는 물론 특유의 중후하고 두터운 음향층을 충분히 구현하기 

때문이다. 원래 현악만으로 연주해왔던 작품인 듯 자연스러운 앙코르 

덕분에 연주 끝까지 감흥을 이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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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내셔널 솔리스텐 정기연주회 연주 사진 ⓒ 2019. 내셔널 솔리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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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10> 금오신화 '이생, 담을 엿보다' 

 

1. 개요 

 

일시: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 홀 

후원: 서울문화재단 

출연: 이현주(작곡) 이규서(지휘), 오진민(안무), 

 윤예지(소프라노), 최승윤(메조소프라노), 김래주(테너),  

 김민형(바리톤), 이화영(가야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2. 연주회의 의의 

본 연주는 작곡가 이현주의 창작무용음악극 초연 무대 다. 

작곡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이수자로 국악인 출신이자 본교에서 

서양음악 작곡을 다시 공부했다. 이 무용극의 줄거리도 우리 고전 

소설인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李生窺牆傳)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얼마 전, 국립오페라에서 작곡가 최우정의 창작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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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 무대를 보고, 한국적인 공연예술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던 차 다. 기획 의도만으로 일단 출연 제의를 수락하 다. 

본 공연은 현악, 타악, 국악, 성악에 안무가 더해진 

복합예술장르 기 때문에, 지휘자로서는 여러가지로 신경 써야하는 

요소가 많았던 연주 다. 국내의 거의 유일한 극장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를 맡아 노련하고 안정되게 

연주를 끌어갈 수 있었다. 

 

3. 준비 및 리허설 

전체 편성은 20명 남짓으로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공연예술의 

모든 요소가 집약된 작품이라 연구자는 리허설 운용에 많은 신경을 

써야했다. 

 리허설은 총 4번으로 계획되었는데, 1회차에는 오케스트라와 

가야금 주자만, 2회차부터는 성악가들이 합류했고, 3회차 연습에는 

안무가가 참여하여 템포와 동선을 확정, 그리고 마지막 리허설은 

무용수들이 모두 합류하여 공연장에서 드레스 리허설로 진행하여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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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루 리허설을 하 다. 

리허설 장소가 협소해 공연장에서의 최종 리허설에만 안무를 맞출 

수 있었다. 연구자는 최종 리허설에서야 처음 안무를 확인했지만, 비교적 

손쉽게 적응하고 지휘할 수 있었다. 거기엔 이전에 발레를 지휘해본 

경험의 덕이 컸다. 무용이 음악에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무용수에게 

현재 음악의 빠르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용이했다. 또한 

안무가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내용을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컨셉이었기에 템포 설정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아마 이전에 처음 발레를 지휘한다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그 

연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현대무용과의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계기 다. 또한 안무가와의 대담을 통해 무용음악의 

템포라는 것이 연주하기에 편하다면, 이는 곧 춤을 추기에도 편한 

빠르기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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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주 당일 리허설 및 공연 전반 

이 공연은 기본적으로 무대가 어둡고 조명이 자주 바뀌었다. 가장 

큰 문제라면 오케스트라에게 할당된 연주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피트가 따로 없이 무용이 펼쳐지는 무대 안쪽으로 

망사막(샤막) 뒤에 오케스트라가 배치된 형태 다. 막이 내려오는 위치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반원이 아닌 일렬로 앉아야 하는 공간이었다. 

무대를 살펴본 연구자는 망사막을 다른 배턴에 달아 오케스트라 

공간을 확보하고 무용수들은 무대 하부를 더 활용할 수 있게 요청했다. 

작곡가는 오케스트라 공간의 조명, 연주자들의 보면대 악보등의 조도를 

반으로 낮출 것을 원했으나, 단원들이 지휘를 확인할 수가 없는 

조도 기 때문에, 연구자는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반적 조도는 다소 

낮추는 대신 지휘자 석으로 핀 조명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여러 

조명효과들로 인해 연주자들의 시야가 방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색조명이 무대 바닥으로 직사되는 각도 조절 또한 요청했다. 

음악도, 환경도 익숙지 않은 조건에서 출연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공연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휘자의 감각이고 역량일 수 있음을 

깨달은 연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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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금오신화 '이생, 담을 엿보다' 공연사진 ⓒ 2019. 이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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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11> 서울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 개요 

 

부제: 음악과 지휘전공 졸업연주회 

일시·∙장소: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49동 예술관 콘서트홀 

주최(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출연: 이규서(지휘), 서울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A. Dvořák : Symphony No. 8 in G major, Op. 88 

 

2. 연주회의 의의  

본 연주는 연구자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주로 치러졌다. 

전반부에는 지휘전공 학사 재학 중인 손다니엘, 이승혁, 이동준,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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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각각 유명 서곡들을 지휘하 다. 

학생 오케스트라와 하는 연주는 프로들과의 연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연습 과정도 다르고, 달성해야 할 목표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정서적 순수함과 열정을 지닌 연주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3. 준비 및 리허설 

리허설 횟수는 총 다섯번으로 계획이 되었다. 프로 악단이었다면 

충분한 횟수 겠지만, 학생 오케스트라와 진행하기에는 넉넉지 않은 

횟수이다. 총 연습의 절반 이상은 지휘 전공 학부생들의 리허설에 

할당해야 했으니 절대적인 시간의 총량이 매우 부족한 일정이었다. 

본 연구자가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며 학생 오케스트라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작품을 

빨리 이해시키는 것이다. 연주 완성도의 관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는 프로와의 작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전제이나, 프로 교향악단의 대부분은 어떤 작품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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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지 않는 이상 이미 축적된 경험적 바탕에 의해서 학생들과는 

이해도의 출발선이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지휘자 정명훈이 한 유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리허설 현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오케스트라는 

말그대로 앙상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았고, 그 곡을 경험해본 단원도 

많지 않았다. 무엇을 들어야하고, 어느 지점에서 여유를 가져야하는지 

연주자들은 전혀 주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고생을 하는 그가 안쓰러워, 본 연구자는 

중간 휴식시간에 오케스트라가 좀 더 준비가 되어있었더라면 

좋았겠노라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는 크게 개의치 않으며 

리허설룸의 음향이 성에 차지 않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 이후에 연습을 재개해서도 그는 앙상블이 맞지 않는 부분, 

기술적으로 어려워 의도치 않게 빨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대신 "내가 그리는 음악은 이렇다." 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어떠한 방식을 지시하거나, 누가 맞고 틀리고 빠르고 느리다는 지적도 

없었다. 그저 제스처로, 때로는 노래를 불러 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두어 번 시도 끝에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90 

만들었다. 단원들에게 단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이해시킴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가 사용한 총 시간은 반복연습을 

통해 이를 해결했을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절약된 셈이었다. 

물론 단원들이 음악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기술이 바탕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끌어올리도록 연습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이 어느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어 리허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연습 분위기와 능률도 저해시키는 경우를 많은 동료 

선후배들의 학생 오케스트라 리허설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본 연구자의 학부졸업연주 때도 이와는 다르지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Beethoven의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을 연주했었다. 4악장에 현악 

저음부가 이유없이 느려지는 부분이 반복됐고, 이를 지적하기 위해 

중단하려던 차에, 당시 연구자의 지도교수 던 지휘자 임헌정은 멈추지 

말고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자는 결국 발을 굴러가며 템포를 

맞췄었다. 

그 순간에는 당황스러웠으나 몇 시간 후 이를 복기해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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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절대적으로 길이가 긴 구간도 아니고, 특정 순간에 느려지는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연주를 중단하지 않고 구음이나 발로 박자를 치는 

등 비음악적 요소를 활용하면서, 점차 본 궤도로 끌어올려진 템포를 

단원들에게 각인시키는 편이 훨씬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번 석사졸업연주 시에는 새로운 지도교수 장윤성으로부터 또 

다른 배움을 얻었다. 이는 본 연구자의 평소 지휘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써, 그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능이라고까지 착각했던 지점이었다. 그것은 연구자가 모든 파트를 

들으며 지휘하는 와중에 지휘봉이 정지하는 지점이 있고, 주자들이 그 

정체된 미묘한 뉘앙스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템포가 지속적으로 느려지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간 템포의 연결이 

느슨해지더라도 지휘봉은 멈추지않고 계속해서 템포를 제시해야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의 지휘가 수동적이라는 여러 지휘 교수들의 

코멘트들은 더러 있었지만, 그 때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준 이가 없었다. 장윤성 교수는 본 연구자를 지도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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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지않은 시점에, 이를 기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수 년에 걸친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뒤, 의외로 많은 

지휘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라도 지휘자의 의지와 다르게 오케스트라가 느려지고 있다면, 

주자들의 준비부족을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지휘자가 본인의 지휘봉이 

템포를 잘 제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4. 무대 리허설 및 연주 전반 

본 연주회의 장소는 본교 음악대학 내 예술관 콘서트홀이었는데, 타 

교양수업 등이 기 대관되어 있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콘서트홀 옆에 위치한 기존 관현악 수업 장소인 

대연습실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연주 때만 콘서트홀을 사용하게 

되었다. 

음악대학 내 콘서트홀은 무대가 관현악 연주를 하기에는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관악기를 기존에 연습하던 형태인 3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악기를 양 옆으로 늘여 두 줄로 배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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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식적인 방식으로 목관은 중앙에 두줄, 호른과 트럼펫·∙트럼본을 

각각 그룹지어 그 양 옆으로 배치한다. 

본 연구자는 무대에 입장해서 연주를 시작하고는 이내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플루트 주자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플루트는 무대 

우측에 치우쳐져 앉아있었다. 클라리넷과 바순이 오보에 옆으로 앉은, 

단순하게 앞줄에는 목관, 뒷줄에는 금관을 앉혀놓은 것이었다.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연주는 이미 시작이 됐고, 한 악장을 끝내고 

이를 바꾸는 것도 무리한 상황이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처럼 연주할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음악 인생 

평생에 몇 번 겪지 않을, 겪어서도 안 될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사고 없이 연주를 이끄는 것도 지휘자의 

임기응변 능력일 것이다. 

다행히도 연주는 무사히 종료되었고, 한참 시일이 지나서 다른 학내 

연주를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무대를 세팅하는 후배들에게 통상적인 

배치를 알려주고 이를 지킬 것을 당부하 다. 그 당시에 바로잡는다 

해도 질책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 전문 공연진행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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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 연주를 진행해야 할 때는, 부득이하지만 지휘자가 자리 

배치나 무대 운  등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가능성을 깨달은 

연주 다. 

연구자는 일본의 원로 지휘자이자 NHK 교향악단의 명예 지휘자인 

오타카 타다아키(尾高忠明)에게 한 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제자가 포디움에서 지휘하는 동안은 절대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포디움에서 내려오고 났을 때 비로소 그는 조용히 본 연구자를 

불러 한 가지를 당부하 다. 

"저들이���������	
��������������������  자네에���������	
��������������������  대해���������	
��������������������  다���������	
��������������������  안다고���������	
��������������������  생각하지���������	
��������������������  말게.���������	
��������������������  오케스트라���������	
��������������������  단원들은���������	
��������������������  

모두���������	
��������������������  박사들이���������	
��������������������  아닐세.���������	
��������������������  (Don't���������	
��������������������  consider���������	
��������������������  that���������	
��������������������  they���������	
��������������������  know���������	
��������������������  all���������	
��������������������  about���������	
��������������������  you.���������	
��������������������  

The���������	
��������������������  members���������	
��������������������  of���������	
��������������������  the���������	
��������������������  orchestra���������	
��������������������  have���������	
��������������������  not���������	
��������������������  all���������	
��������������������  doctorates.)"���������	
��������������������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단원들에게 너무 

의존적인 지휘를 하지 말 것이며, 지시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단원들 혹은 지금까지 마음에 

품어온 그 어떤 요소에 대한 믿음도 과도하게 신뢰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의 울림이 아직도 종종 본 연구자의 지휘에 좋은 

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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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의 배움의 기간이 점점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것을 돌아보게 했던 석사 과정의 졸업 연주 다. 

 

 

 

[사진 11] 서울대학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진 ⓒ 2019. 김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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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 10가지가 넘는 여러 연주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 

무엇보다도 지휘자에게는 수 많은 문제점을 마주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여러 역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지휘자라는 연주자의 역할 외에도 편곡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주 2>의 사례에서는 주최측으로부터 해설이 있는 음악을 해설자 

없이 축약하여 연주해 달라는 요청에, 음악적인 완성도까지 고려한 

수이트로 재탄생시키기도 하 고, <연주 9>의 사례에서는 단체에서 

원하는 앙코르 곡이 편성에 맞지 않을 때,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편곡만으로 연주회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앙코르를 만들기도 했다. 

악보전문위원만큼 판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 다. 

<연주 4>, <연주 6> 등에서는 준비된 악보의 판본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그 권위가 충분치 않을 때, 미리 여러 판본을 공부하여 악보의 

상이한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리하고, 나은 대안을 제시했었다. 

기획자로서도 <연주 3>의 사례에서는 갑작스러운 협연자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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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상황에 즉각 대체자를 선정,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기도 했다. 

때로는 무대 감독의 역할도 하 는데, <연주 10>의 사례 등과 같이 무대 

환경이 복잡하고 익숙지 않을 때, 연주자들의 고충을 종합하여 빠르게 

해결해주는 역할도 수행하 다. 

경 자로서는 <연주 3>의 사례에서 악단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예술지원제도에 대해 탐구하여 공공지원금을 수혜 받는 데 

힘쓰고, 지방정부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여, 운 자금 

마련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악단의 경제에 힘이 되기도 하 다. 

본고 수정과정에서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사례를 

본론에서 제외하 는데, 이 단체에 4년만에 재방문하여서 그간 연구자의 

변화상을 단원들과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다. 리허설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리허설 진행이 훨씬 온화해져서 이제야 프로 

지휘자 다워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아마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연주들을 거치며, 숱한 곤란한 상황들을 겪어내며 내성이 생긴 까닭일 

것이다. 4년전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었을 단원들에게 미안했다. 

어찌 보면 이 일화는 지휘자의 성장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의 축적이 절대적이라는 서론의 언급에 대한 방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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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훨씬 더 지엽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면 본고에서 미처 

다루진 않았으나 지휘자의 여러 역할 수행에 직간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고민의 지점들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SNS에 프로필에 conductor, negotiator, insighter 의 세 

단어로써 자신을 소개하고있다. 먼저 지휘자는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insighter)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마치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평범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협상가(negotiator)와도 닮아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음악가들을 

설득시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가로서의 

지휘자는 가끔은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연주자들을 

방관하기도하지만, 개입하여 계획한 바를 실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가 겪어온 지휘자라는 직업에는 이러한 여러 역할들이 

혼재한다. 유감스럽게도 실제 음악가로서의 모습은 무대에서의 몇 

시간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스스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위에 

음악가들이 모여야만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다. 한 무대에 올라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가가 아닌 이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할 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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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로서의 책임감을 본론 <연주 2>에서 잠시 언급하 는데, 

어떤 측면에서 지휘자의 삶은 성직자의 길 과도 닮아있다. 일점일획 

바뀌어서는 안되는 텍스트를 놓고 해석하고, 그 신념을 전파하며, 이로써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한 사람의 신념을 전파하는 삶을 단순히 

직업으로써, 기술로써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이 고단한 

지휘자의 본 모습을 깨닫기 전, 마음 속에 지휘자의 길을 처음 품었을 

때의 그 초심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세상만사가 그렇지만 유독 쉽지 않다. 

음악가라면 누구든지 마음 속에 음악가의 길을 마음에 품었을 때의 

그 초심, 그리고 자신이 품은 예술에 대한 진정성과 확신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술을 가능한 한 제약없이 펼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 자신의 

능력에 겸손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며 경험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으로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삶을 돌아보며 젊은 음악가들에게 그 시간들의 쌓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2019)의 말을 

나누며 본고를 마무리 하려 한다. 

"…⋯음악을���������	
��������������������   이해하려���������	
��������������������   노력하면���������	
��������������������   꼭���������	
��������������������   언젠가는���������	
��������������������   답을���������	
��������������������   줘요.���������	
��������������������   음악은���������	
��������������������   절대���������	
��������������������  

우리를���������	
��������������������  배반하지���������	
��������������������  않아요,���������	
��������������������  우리만���������	
��������������������  그를���������	
��������������������  진심으로���������	
��������������������  사랑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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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ist the role of the conductor by presenting 

examples of professional experiences from various different orchestras, 

formations, and repertoires, which show the various situations and problems that 

a conductor encounters in the actual workplace, and offer empirical opinion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basis for the 

subjective decision made by the researcher as a conductor in each case, with the 

results to be used as meaningful reference data for subsequent researchers. 

A conductor is not only responsible for conducting and practicing for a few 



 

 108 

hours, but may also be required to play the role of an artistic planner, stage 

director, or even entrepreneur who is involved in the financial aspect of the 

orchestra. The profession of the conductor, as the figure at the forefront of an 

orchestra, has become a multifaceted role that reflects the modern society. 

Thus, it is hoped that the indirect experience through the various cases 

discussed in this study will present a practical and useful guide for modern 

conductors who must produce the best results as versatile workers in multiple 

roles within a limited amount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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