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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클래식 2021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한화는 고품격 클래식 브랜드 한화클래식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2013년 첫발을 내디딘 한화클래식은 바흐 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고음악 해석가 리날도 알레산드리니와 그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정상급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18세기 오케스트라,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세계적인 고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르 플로리상,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과 영국의 잉글리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린 바 있다. 2019년에는 조르디 사발과 

그가 이끄는 르 콩세르 데 나시옹, 라 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이제는 매년 

주목받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로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와 

함께한 바로크 프로젝트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전 세계 고음악 팬들과 함께했다.

세계적인 고음악 스페셜리스트 소프라노 서예리와 국내 최고의 바로크 앙상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화클래식은 세계적인 고음악 스페셜리스트 소프라노 서예리와 함께한다.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는 지난해 한화클래식에서 국내 최고의 바로크 연주자들로 결성된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로 

이번 한화클래식 2021에서 다시 모인다. 특별히 올해는 최근 고음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네덜란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요하네스 리르타우어가 악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유럽

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있는 테너 홍민섭과 바리톤 김승동, 한국의 독보적인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함께해 이번 무대를 풍요롭게 빛낼 예정이다. 한화클래식 2021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지오반니 페르골레지의 작품으로 찾아온다.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과 ‘커피 칸타타’, 페르골레지의 <서 계신 성모>를 서예리와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의 수준 높은 앙상블

로 들려 줄 것이다. 국내 최고의 공연 브랜드로 그 기반을 공고히 다진 한화클래식은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국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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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희망과 실망,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 한 해였다. 작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가 여전히 문화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그래도 이를 극복하려는 예술가와 청중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어렴풋이나마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전망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음악가들이 대중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술적으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짙은 그늘에도 빛이 있었다는 느낌이다.

올해로 아홉 번째가 되는 한화클래식 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다양한 음악과 우리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의욕적인 앙상블을 준비했다. 먼저 

레퍼토리가 눈길을 끈다. 바흐 기악곡·성악곡과 페르골레지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로 꾸몄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역시 바흐 음악에 

페르골레지의 <서 계신 성모>를 더했는데, 뚜렷한 일관성과 다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바흐의 세속 칸타타를 

들려준 데 이어 올해는 바흐의 가장 유명한 칸타타 중 한 곡으로 꼽히는, 아버지와 딸의 유쾌한 실랑이가 재미있는 칸타타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Schweigt stille, plaudert nicht>, 일명 ‘커피 칸타타’가 연주될 예정이다. 이 작품에는 소프라노 서예리와 함께 바리톤 김승동(아버지), 테너 

홍민섭(내레이터)이 가세한다. 홍민섭은 국내외 단체를 두루 거쳐 2014년부터 리아스 실내합창단RIAS Kammerchor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김승동 역시 최근 독일에서 활동 중이다.

그런가 하면 작년의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에 이어 올해는 같은 작곡가의 교회음악이자 18세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슈퍼 

히트곡’인 <서 계신 성모Stabat Mater>를 준비해서 바로크가 저물어가던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바로크와 갈랑트 

양식, 극장과 교회,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 독일과 이탈리아 음악을 모두 아우른 음악의 향연이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음악가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음악회 역시 젊은 우리 연주자들이 

눈에 띈다. 작년에 이어 우리나라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주축이 된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가 연주를 담당하는데, 암스테르담 음악원 교수이자 

독주자, 그리고 아니마 에테르나Anima Eterna와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Netherlands Bach Society의 악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요하네스 리르

타우어Johannes Leertouwer가 악장으로 가세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김나연(바로크바이올린), 강효정(바로크첼로), 정윤태(트라베오소), 

아렌트 흐로스펠트(하프시코드), 신용천(오보에) 등 작년에 믿음직한 연주를 들려주었던 주축 단원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한다.

올해 연주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주자는 소프라노 서예리다. 서예리는 이미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Akamus)와 

함께했던 연주회(2010)를 비롯해서 자신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과시했던 독창회(2014), 매혹적인 헨델과 바흐 아리아를 들려주었던 

리리아르테 앙상블Lyriarte Ensemble과의 연주회(2015), 우리 시대 최고의 현대음악 전문가로서의 또 다른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시리즈 등 국내 애호가들의 사랑과 국제적 위상을 아울러 갖춘 연주자다.

지히스발트 카위컨Sigiswald Kuijken이 이끄는 라 프티트 방드La Petite Bande의 바흐 칸타타 선집 음반 작업에 참여해서 독창은 물론 뛰어난 

앙상블 가수로 찬사를 받았고 2010년에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함께 소프라노 독창 칸타타(51번)에서 빛나는 명인기를 들려주었으며 

2018년에는 서울시향의 <요한 수난곡>에서 독창자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등 그녀의 바흐는 언제나 인상적이었다.

이번 한화클래식 연주회에서는 더 다양하고 색다른 음악을 서예리의 해석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다.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놀랄 

만큼 정확한 음정, 가사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 가볍고 서정적이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렬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조형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 연주회의 바흐와 페르골레지는 그녀의 역량이 모두 발휘될 만한 음악이다.

페르골레지의 <서 계신 성모>에서 서예리와 함께 노래할 카운터테너 정민호는 이번 연주회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정민호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은 연주를 들려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운터테너로 떠올랐는데, 얼마 전 연주회에서 노래한 하세Johann Adolph Hasse와 글루크

Christoph Willibald Gluck의 아리아는 뛰어난 기술과 정확한 양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 

뛰어난 서예리와 정민호가 함께 연주하는 <서 계신 성모>는 작품에 담긴 담담한 슬픔과 나폴리 음악의 감각적인 ‘새로운 양식Stile moderno’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글•이준형 (음악평론가)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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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J. S. Bach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1750)

G. B. Pergolesi
지오반니 페르골레지

(1710-1736)

Concerto for Violin and Oboe in C Minor,  BWV 1060r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

Cantata ‘Schweigt stille, plaudert nicht,’ BWV 211
커피 칸타타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

Stabat Mater, P. 77
서 계신 성모

1. Duet : Stabat Mater dolorosa
2. Aria (Soprano) : Cujus animam gementem
3. Duet : O quam tristis et afflicta
4. Aria (Alto) : Quae moerebat et dolebat
5. Duet : Quis est homo qui non fleret
6. Aria (Soprano) : Vidit suum dulcem natum
7. Aria (Alto) : Eja Mater fons amoris
8. Duet : Fac ut ardeat cor meum
9. Duet : Sancta Mater, istud agas
10. Aria (Alto) :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11. Duet : Inflammatus et accensus
12. Duet : Quando corpus morietur

1부 2부

Baroque Violin  요하네스 리르타우어

Baroque Oboe  신용천

Soprano  서예리

Tenor  홍민섭

Baritone  김승동

Soprano  서예리

Countertenor  정민호

해설•정경영 Kyung-Young Chung

정경영은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 전공, 동 대학원 음악학 석사 졸업 후 노스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음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음악학자다. 

친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회 해설과 음악 관련 교양강의 등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클래식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또 클래식 관련 방송 패널, 음악회 실황 중계,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 외 다양한 저역서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음악사, 음악이론, 음악학, 음악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음악연구소 소장으로 음악학 관련 연구를 이끌고 있다.



08 09

Program Notes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 BWV 1060r

바흐는 1729년 봄에 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의 음악감독에 취임했는데, 이 시기는 그가 라이프치히에 부임한 이후 엄청난 열정을 

기울였던 교회음악 작곡이 조금씩 뜸해지는 시점과 겹친다. ‘콜레기움 무지쿰’이라는 단어는 바로크 시대 주로 아마추어나 세미 프로 

음악가들의 모임에 붙였던 명칭이다. 당시 라이프치히의 콜레기움 무지쿰은 1702년 텔레만이 창설한 단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머만

Gottfried Zimmermann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바흐는 10년 넘게 이 단체를 이끌면서 건반 협주곡부터 세속 칸타타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다. 현재 남아 있는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들은 대부분 1730년대에 콜레기움 무지쿰에서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 다만 실제로 이 작품들이 원곡인지 아니면 다른 작품의 편곡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듣게 되는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를 비롯한 몇몇 작품은 편곡이 거의 확실하다는 데에 별로 이견이 없다.

<협주곡 C단조>는 두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BWV 1060)의 원곡으로 추정되는 형태로, 독일 출신 지휘자 겸 음악학자인 빌프리트 

피셔Wilfried Fischer가 바흐 전집 7권의 부록으로 ‘R(복원)’ 협주곡으로 수록한 이래 즐겨 연주되며, 이제는 지명도나 인기도에서 두 대의 하프

시코드를 위한 판본을 능가하는 것 같다. 원곡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악보를 보면 독주 악기 두 파트가 

서로 동등하게 움직이면서도 그 기술적, 음악적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첫 번째 독주 악기가 (오보에에 특히 어울리는) 칸틸레나를 담당하는 

반면 두 번째 독주 악기는 바이올린 특유의 음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오보에와 바이올린이 정다운 푸가풍의 대화를 나누는 느린 

악장은 바흐 음악 중에서도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며, 뛰어난 오보에 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녹음하고 싶어하는 ‘꿈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자필 악보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작곡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이라면 아마도 쾨텐 시대(1717-

1723년)에 나온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커피 칸타타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 BWV 211

바흐는 앞서 언급한 콜레기움 무지쿰을 이끌면서 음악적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매주 카페에 모여든 청중에게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외국의 다양한 최신 음악, 라이프치히에서 가까운 드레스덴 궁정의 음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다양한 세속 음악을 들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바흐가 소장했던 악보 목록을 보면 성악 장르에서는 헨델, 스카를라티, 포르포라 등 여러 작곡가의 오페라 아리아와 칸타타를 

연주했는데, 이른바 바흐의 세속 칸타타도 연주되었던 것 같다. 특히 <포이보스와 판의 대결>과 ‘커피 칸타타’는 콜레기움 무지쿰을 위한 

작품으로 보인다. 흔히 ‘커피 칸타타’로 알려진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는 1734년 무렵 만들어진 작품으로, 칸타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세미 오페라, 혹은 콘서트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바흐의 모든 작품 가운데 오페라에 가장 가까운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피칸더Picander라는 필명과 <마태 수난곡>의 대본가로 유명한 헨리치Christian Friedrich Henrici가 쓴 대본은 하루에 커피 석 잔은 꼭 마셔야 하는 

처녀(소프라노)와 이를 금지하려는 아버지(베이스/바리톤)의 유쾌한 실랑이를 다룬다. 여주인공은 커피를 끊지 않으면 결혼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지만, 결국 신랑과 커피를 모두 얻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유쾌하게 끝난다. 커피는 바흐가 

태어날 무렵 독일에 들어와서 1730년대 무렵에는 어느 도시에나 카페가 여러 개 있을 정도로 대유행했는데, ‘커피 칸타타’는 당시의 커피 

유행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카페에서 열리는 연주회(콜레기움 무지쿰)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하겠다. 치머만의 카페에 모인 손님

들은 커피에 대한 무한 애정을 토로하는 아리아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가요’를 들으며 틀림없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으리라.

편성은 세 명의 독창자가 부르는 아버지(베이스), 딸(소프라노), 내레이터(테너)에 플루트와 현악 앙상블, 콘티누오로 이루어졌으며, 바흐는 

특유의 밀도 높은 음악 구성은 물론 여기저기에 삽입한 교묘한 음악 장치로 유머 감각을 더했다. 레치타티보는 생기가 넘치는데, 가령 

아버지 슐렌드리안 씨가 등장할 때는 콘티누오 악기들이 그를 놀리는 듯한 부점 리듬(악보에는 ‘거창하게con pompa’라고 지시한다)을 연주

한다. 커피에 대한 애정을 토로하는 소프라노의 첫 아리아는 우아한 미뉴에트 형식인데, 독주 플루트가 소프라노 파트와 함께 마치 트리오 

소나타처럼 종횡무진 활약한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리아에서는 딸의 고집(바소 오스티나토)과 자신의 한탄(라멘토)이 결합되어 유쾌한 

효과를 낸다. 그리고 본래 피칸더의 대본은 리즈겐이 남편을 기대하는 노래로 끝나지만, 바흐는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는 남자하고만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삽입해서 드라마에 반전을 주었다. 부레bourreé 형식의 마지막 합창coro에서는 코랄 칸타타풍의 유쾌한 삼중창이 

펼쳐지며 귀에 착 달라붙는 선율로 마무리된다.



지오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     <서 계신 성모> P.  77

구세주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찬미는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초창기부터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찬가는 대단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노래인 ‘마니피카트’와 슬픔의 노래인 ‘서 계신 성모(스타바트 마테르)’이다.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고통을 그린 찬가로, 13세기 무렵에 등장

했으며 15세기에 로마 미사경본의 부속가sequentia로 삽입된 이후 여러 성모축일과 성주간 전례에 널리 쓰였다. 직역하면 ‘서 계신 성모’라는 

뜻이지만 ‘스타바트 마테르’나 ‘슬픔의 성모’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로 그렇게 불린다.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비발디, 하이든, 

슈베르트, 로시니, 드보르자크를 거쳐 20세기의 펜데레츠키와 아르보 패르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지만,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작품은 페르골레지의 것이다. 노년의 바흐가 1740년대 중반에 독일어 가사를 붙여 편곡한 것이나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가

장 완벽한 음악’이라고 칭찬한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1753년에 처음 소개된 후 콩세르 스피리튀엘Concert 

Spirituel에서 사반세기 넘게 여든 번 이상 연주되었다. 가히 18세기 유럽 음악 최고의 ‘슈퍼 히트곡’이라고 할 만하다.

스물여섯 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페르골레지는 1736년 봄,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폴리 근교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요양하며 

‘스타바트 마테르’를 썼다. 페르골레지는 하이든과 더불어 유독 ‘가짜’ 작품이 많지만 이 곡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는 페르골레지 작품이다. 

작곡가 사후 널리 퍼진 낭만적인 전설에 의하면 죽음의 병상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후 전 유럽에서 작곡가의 

이름이 ‘컬트’가 되고 비극적인 죽음이 ‘전설’로 퍼지며 작품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에 비견될 만하다. 본래 이 

작품은 나폴리의 한 종교 단체에서 쓰기 위해서 위촉했으며,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작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편성(소프라노알토 

독창에 현악 및 콘티누오 기악 앙상블)도 같다. 단체 행사를 위한 작품이지만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그리고 있으며, 아마도 이런 점이 당대인들의 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열두 개 악장에서 소프라노와 알토 독창은 교대로 등장하며, 맨 처음과 마지막 악장에서는 이중창을 노래한다. 페르골레지는 스카를라티 

작품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선배 작곡가의 ‘옛 양식stile antico’을 당대 오페라풍의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새 양식stile moderno’으로 대체했다. 

화성 구조가 두텁지는 않지만 대담하며, 운율을 엄격하게 따르는 가사의 리듬과 선율 사이에서 멋진 균형을 만들어냈다. 또 단순하지만 섬세한 

대위법도 적절하게 가미해서 종교적 기품을 만들어냈다. 페르골레지 자신은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절제되고 우아한 표현으로 그려낸 

성모 마리아의 슬픔은 지금까지도 듣는 이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이준형(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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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리 소프라노 
Yeree Suh

“서예리는 가장 고상하고 진보한 현대음악에서 

자신의 눈부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The New York Times

소프라노 서예리는 서양 음악사의 시작과 끝에 놓인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가장 독보적인 소프라노로 해외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크리스털처럼 매혹적인 음색과 정확한 딕션, 치밀한 학구적 해석을 바탕

으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음악 분야에서는 조르디 사발, 르네 야콥스, 지히스발트 카위컨, 필립 

헤레베헤, 톤 코프만 등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현대음악 분야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샤룬 앙상블, 로열 필하모닉, 밤베르크 심포니, LA 

필하모닉,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BBC 런던 심포니, 앙상블 앵테르콩탱

포랭 등의 세계적인 단체와 함께 연주하였다. 특히 거장 피에르 불레즈를 

비롯하여 진은숙, 볼프강 림, 페터 외트뵈시, 마티아스 핀처, 소피아 구바

이둘리나, 해리슨 버트위슬 등 현대음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곡가

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음반 작업도 주목할 만한데 

여러 비평가상을 휩쓴 <부유한 함부르크 상인들의 음악>을 필두로 하여 

카위컨의 바흐 칸타타 시리즈, 임메르셀과 협연한 <카르미나 부라나>, 

<슈베르트 가곡집>, 레스피기의 크리스마스 작품 등 폭넓은 시대를 

넘나드는 여러 음반을 통해서도 서예리를 만날 수 있다.

그는 네 살 때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한 후, 예원학교 피아노과, 서울예고 

성악과, 서울대 성악과 이후 베를린 국립음대(UdK) 오페라과를 최고 

점수로 졸업한 후, 고음악 전문 음악대학인 바젤 스콜라칸토룸에서 고음악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이후 라이프치히 음대 오페라과에서 독일 

국비장학생으로 마이스터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경로는 

곡마다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는 그의 탁월한 능력을 뒷받침해주었다.

서예리는 2019년부터 현대음악의 메카인 독일의 다름슈타트 시립음대의 

정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중이다. 또한 2019년부터 올해

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뮌헨 무지카 비바 페스티벌에서 

베아트 푸러Beat Furrer의 작품을 초연했으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루이지 노노의 <중단된 노래Il canto sospeso>, 조르디 사발과 하이든의 <천지

창조> 음반을 녹음하였고, 독일 가곡의 거장 하르트무트 횔Hartmut Höll과의 

<리더아벤트Liederabend> 음반 녹음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 상주연주자로 여러 차례 공연한 서예리는 윤이상의 

오페라 <류퉁의 꿈Der Traum des LiuTung>에 출연하였으며, 윤이상의 초기 

가곡 음반을 피아니스트 미하엘 마이어와 함께 녹음하였다. 또한 독일

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현대음악 앙상블인 앙상블 모데른Ensemble Modern과 

함께 연주 및 라디오 녹음 등을 진행하면서 윤이상 작품에 있어서 특히 전

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출신 성악가의 뛰어난 수

준을 널리 알렸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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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출신의 요하네스 리르타우어는 최근 유럽의 역사주의 연주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이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한 그는 암스테르담 스벨링크 음악원에서 공부했고 빈과 프라하

에서는 요제프 수크Josef Suk를 사사했다. 그는 로열 콘세르트허바

우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면서 고음악의 거장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Nikolaus Harnoncourt와 만난 것을 계기로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역사주의 

연주에 대한 갈망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이후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

스트라를 거쳐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는 등 

몇 십 년에 걸쳐 뛰어난 시대악기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해온 그는 2009

년 드디어 자신의 단체, Nieuwe Philharmonie Utrecht(NPU)를 설립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J. S. 바흐의 <마태 수난곡>과 헨델의 

<메시아> 연주 투어는 비평가와 청중으로부터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

다. 현재는 NPU의 지휘와 악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나레시오 사중주단

Narratio Quartet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도 활약 중이다. 특히 이 단체는 시대

악기로 베토벤을 연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벨링크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수업도 이끌며 자신의 시대음악 연주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로크, 고전, 낭만 레퍼토리의 연주 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과 함께

하는 연구 과제도 이끌고 있는데 이는 브람스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 

잊혀 있던 19세기의 표현적 도구를 재발견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

까지 브람스의 교향곡과 협주곡 전곡을 특별히 구성된 시대악기 오케

스트라 및 훌륭한 독주자들과 함께 8개의 음반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022년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환교수로 임용되어 한국 음악

학도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리르타우어의 바이올린은 1619년산 아마티이며, 그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동료 음악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중과도 나누고 싶어 

한다. 바흐의 <마태 수난곡>의 각각의 악장들을 68개의 짧은 영상으로 

담아낸 시리즈를 만들어냈으며, 헨델의 <메시아> 및 요하네스 브람스 

연구 등을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요하네스 리르타우어 악장 
Johannes Leertouwer

신용천 Yongcheon Shin 바로크오보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모던오보에를 전공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바로크오보에 학사 및 석사

(알프레도 베르나르디 사사)를 만점으로 졸업하였다. 2016년 반 바세네르 콩쿠르에서는 고음악 앙상블 라디오 안티쿠아와 

협연하여 2위 및 관객상을 수상하였고, 라디오 안티쿠아가 작업한 <플라티: 트리오 소나타Platti: Sonate à Tre>는 뮤직 

웹 인터내셔널로부터 2019년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Nieuwe Philharmonie Utrecht 수석 

오보이스트, Les Muciens du Prince Monaco 오보이스트, 서울 바로크 앙상블 단장,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리드

(reed) 제작 강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고음악 여름학교Early Music Summer School 객원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민섭 Minsub Hong 테너

한양대학교에서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문사 과정으로 가곡 및 오라토리오과를 수료 

했다. 이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UdK)에서 가곡, 오라토리오 콘서트과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

음대 고음악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졸업 후 라이프치히에 있는 중부독일 방송합창단MDR Rundfunkchor에 재직

했으며, 거장 르네 야콥스, 이반 피셔, 스즈키 마사아키,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토하우스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현재 리아스 캄머코어 베를린RIAS Kammerchor Berlin에서 종신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승동 Seungdong Kim 바리톤

인천예고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만하임에 거주하고 있는 재독 성악가 김승동은 현대음악의 

메카인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음대에서 엘리자베스 슈목Elizabeth Schmock, 페트라 랑Petra Lang, 토마스 바우어Thomas 

E. Bauer를 사사하여 오페라 졸업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하였고, 하이델베르크, 다름슈타트,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소프라노 서예리가 오로지 그의 목소리와 노력 안에 깃들어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추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떠오르는 신예 성악가이다.

정민호 Minho Jeong 카운터테너

중앙대학교에서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하고, 이후 네덜란드 헤이그왕립음악원 고음악 

성악 분야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하였다. 스즈키 마사아키의 지휘로 바흐 콜레기움 저팬Bach Collegium 

Japan과 함께 바흐의 마태 수난곡 솔리스트 유럽투어 및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에서 초청연주를 진행했다. 또한 

네덜란드 캄머코어Nederlands Kamerkoor와 유럽 투어를 하며 바흐 수난곡 솔리스트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국립합창단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시립합창단과 협연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현재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발성코치, 바흐솔리스텐서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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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바로크 프로젝트
Hanwha Baroque Project

BAROQUE VIOLIN

김나연 Nayeon Kim

김경리 Kyung Ri Kim

고성희 Sung Hee Ko

노신옥 Shinok Rho

이한솔 Hansol Lee

피예나 Yena Agnes Pi

김민경 Minkyung Kim

이시윤 Siyun Lee

BAROQUE VIOLA

김재윤 Jayyoon Kim

이정수 Jung Soo Lee

최하람 Haram Choi

BAROQUE CELLO

강효정 Hyo-Jung Kang

장유진 Yujin Chang

홍승아 Seungah Hong

BAROQUE BASS

박연희 Youn Hee Park

VIOLONE

문정희 Junghee Moon  

HARPSICHORD

아렌트 흐로스펠트 Arend Grosfeld

TRAVERSO

정윤태 Yeuntae Jung

한화 바로크 프로젝트는 국내외 고음악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바로크 

연주자들이 한화클래식을 위해 특별히 결성한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다. 올해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로크바이올리니스트 요하네스 리르타우어가 악장으로 함께해 한층 

풍성한 앙상블로 관객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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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aking Music
1635-6

Frans Hals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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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rics

바흐, 커피 칸타타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

1. 테너 레치타티보

조용히, 말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일어날 일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기 슐렌드리안 씨가,

따님인 리즈겐 양과 함께 오는군요.

곰처럼 투덜거리면서 말이죠.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들어볼까요?

2. 베이스 아리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한도 끝도 없이 속을 썩이는군!

언제나 매일처럼 

딸아이 리즈겐에게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단 말이지.

3. 베이스와 소프라노 레치타티보

요 못된 것, 막돼먹은 아이야,

아, 언제나 내 뜻대로 되려나.

저놈의 커피를 없앨 수 있을까.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루에 세 번, 작은 컵에,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면,

전 쪼글쪼글한 염소 구이가 될 거예요.

4. 소프라노 아리아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가요.

천 번의 입맞춤보다도 달콤하고,

단 포도주보다도 부드럽지요.

커피, 커피를 마셔야 해요.

저를 잘 보살펴주려면,

제발 잔에 커피를 채워주세요!

5. 베이스와 소프라노 레치타티보

네가 커피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결혼식 축제도 못 가게 할 테다.

산책조차도 어림없지.

좋아요!

그저 커피만 주신다면요!

이런 말썽꾸러기 같으니!

빳빳한 최신 드레스도

사주지 않을 테다.

그거야 쉽게 포기할 수 있지요.

창문 가에 가지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게 할 테다!

그것도 뭐 쉽네요.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커피만 주세요.

모자를 묶을

금띠, 은띠 장식도

사주지 않을 테다!

그러세요! 그저 제 기쁨만 주세요!

이런 버릇없는 리즈겐,

그 모두를 포기한다는 게냐?

6. 베이스 아리아

고집 센 처녀들은

도무지 설득시킬 수가 없구나.

하지만 틀림없이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련만.

7. 베이스와 소프라노 레치타티보

이제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커피만 빼고 뭐든지요.

좋아, 그렇다면

남편이 없어도 좋다는 말이렷다.

아, 아버지, 남편은 있어야죠!

맹세코 구해주지 않을 테다.

커피를 포기한다면요?

좋아요! 영원히 커피를 끊겠어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이제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어요.

그럼 너도 이제 남편을 얻을 수 있겠군!

8. 소프라노 아리아

오늘이라도,

아버지 꼭 구해주세요!

아, 남자!

정말 내게 어울리겠지!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난다면,

이제 커피 대신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활기찬 연인을 갖겠지!

9. 테너 레치타티보

이제 슐렌드리안 씨는

딸 리즈겐의 신랑감을 찾으러

서둘러 나가네요.

하지만 리즈겐은 몰래 이야기를 퍼뜨렸네요.

신부가 원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결혼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라고 말이죠.

10. 삼중창

고양이가 쥐잡기를 그만두지 못하듯,

처녀는 커피 애호가로 남았다네.

엄마가 즐거이 커피를 끓이고,

할머니가 즐겨 마신다네.

그러니 누가 딸들을 혼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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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골레지, <서 계신 성모>

1. Stabat Mater dolorosa
당신 아드님 높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 성모 서시어

비통하게 우시네.

2. Cujus animam gementem
눈물과 고통의 성모 성심

수난 칼에 깊이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O quam tristis et afflicta
오직 한 분이신 독생 성자의

축복받은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프고 불행하신가

4. Quae moerebat et dolebat
아드님 수난을 보는 비통

가슴 에이는 고통 중에

성모님 홀로 계시네.

5. Quis est homo qui non fleret
그리스도의 모친께서

이렇게 고통 받으심을 보고,

누가 울지 아니하리오?

누군들 성모님께서

한없는 고통 받으심을 보고,

그 슬픔 나누지 않으리오?

아드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욕과 채찍을 감수하심을

성모님 보고 계시도다.

6. Vidit suum dulcem natum
당신 아드님의 죽음의 희생과

생명을 포기하는 외침 소리를

성모님 보고 계시도다.

7. Eja Mater fons amoris
사랑의 샘이신 어머니,

제 영혼을 어루만져주시어

제 마음이 성모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8. Fac ut ardeat cor meum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불을 놓아

제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9. Sancta Mater, istud agas
거룩하신 어머니,

수난받으신 주님의 상처를

제 마음속 깊이 새겨주소서.

저를 위해서 상처 입으시고

괴로움 겪으신 주님의 고통을

저도 나누어 갖게 하소서.

10.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을 마음에 새겨

그와 수난을 함께 겪고

그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를 저도 입어,

십자가와 성혈로 인하여

제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11. Inflammatus et accensus
정결하신 동정녀시여.

심판의 날에 저를 변호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소서.

영원한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동정녀께서 저를 변호하시어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굳세어지고

그 자비로 힘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신과 함께 울며

수난의 고통을 나누어 갖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당신과 함께 서서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동정녀 중의 동정녀시여.

제 간절한 바람 들으시고

성스러운 슬픔 나누어 갖게 하소서.

12. Quando corpus morietur
제 육신은 여기서 죽을지라도

제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당신과 함께 누리게 하여주소서.

아멘.

후기 이벤트

오른쪽의 QR코드 혹은 PC를 이용하여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 중 30명을 추첨하여 

‘소프라노 서예리와 조르디 사발이 함께 한 

하이든의 <천지창조> 최신 음반ʼ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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