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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울산시립예술단 하반기 

SEASON PACKAGE

교향악단
패키지

판매기간
5. 30 ~ 8. 7

무용단 패키지

판매기간
6. 1 ~ 7. 31

합창단 패키지

판매기간
1차 5. 24 ~ 6. 17 
2차 6. 21 ~ 7. 18

9. 8(목) 기획공연 “한가위,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안무 김상덕│소공연장

11. 4(금) 기획공연 “국악으로 듣는 Love Story”

 안무 김상덕│소공연장

12.16(금) 2016 송년공연 『야듀 2016!』

 안무 김상덕│소공연장

10. 7(금) 기획연주회“모차르트 스페셜”

 지휘 김홍재│소공연장

9. 9(금) 기획연주회“베토벤 스페셜”

 지휘 김홍재│소공연장

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할인

12. 6(화) 특별기획“A Winter Story”

 지휘 김홍재│소공연장

8. 18(목) 납량특집 기획공연 “무서운 음악회”

 지휘 민인기│소공연장

7. 12(화) 차세대 거장과 함께하는“마에스트로 콘서트”

 객원지휘 이성훈, 장윤정│소공연장

9. 27(화) 해설이 있는 음악회Ⅳ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 - 한국)

 지휘 한성용│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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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전쟁, 베토벤 에디션이 펼쳐진다.

Dong-Hyek Lim Richard Yongjae O’neill,

INFORMATION

일    시 2016. 6. 17(금)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티    켓 V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문    의 052-275-9623, www.ucac.or.kr

꿈의 조합이 탄생했다. 

2016년 6월 대한민국을 흔드는 클래식 스타 4인

임동혁, 리처드 용재 오닐, 스테판 재키브, 마이클 니콜라스가 

모두 협연자로 등장하는 대형 프로젝트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클래식 올스타와 함께 2개의 협주곡과 교향곡까지 더한 화려한 무대를 예고한다.



Michael Nicolas

Vienna Chamber Orchestra

Stefan Pi Jackiw

PROGRAM

Shostakovich	 Sinfonia	for	Viola	&	Strings	No.13	Bb	minor,	Op.138

	 (협연	|	리처드	용재오닐)

Beethoven	 Triple	Concerto,	Op.56

	 (협연	|	임동혁,	스테판	피	재키브,	마이클	니콜라스)

Beethoven	 Symphony	No.4	Bb	Major,	Op.60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통 비엔나 사운드의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 슈테판 블라더

예술감독 슈테판 블라더 지휘로 내한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탄탄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연주팀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46년  

창단된 비엔나 체임버는 명 지휘자 카를로 체키,  

예후디메뉴인, 산도르 베그 등과 정통 클래식 사운드를  

구현하며 비엔나를 대표해 온 체임버 오케스트라이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슈테판 블라더는 국제  

베토벤 콩쿠르에서 사상 최연소 우승한 이력의 소유자로, 

2009년에는 그의 탁월한 음악적 성과로 오스트리아 

명예 황금 훈장을 받은 바 있다.

불꽃 튀는 별들의 전쟁

이번 무대는 스테판 재키브와 마이클 니콜라스의  

마지막 시즌인만큼 당분간 다시 보기 힘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쇼스타코비치의  

비올라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아 작품 

138을, 임동혁과 스테판 재키브, 마이클 니콜라스는 

베토벤 삼중 협주곡을 연주한다. 서로를 완벽주의자로  

인정하는 4인의 불꽃 튀는 비르투오시티가 6월,  

울산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2015년 11월 아시아 최초 한국 초연한 연극 ‘엘리펀트송’은 밀도 높은 긴장감과 

강렬한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흥행에 성공,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앵콜  

공연을 확정하였다. 4월 22일 개막한 재공연에도 관객의 호평이 이어지며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과 의사 로렌스 박사의 실종 사건을 사건을 둘러싸고 병원장 그린버그와 

마지막 목격 환자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을 보살피고 있는 간호사 피터슨 사이  

드러나는 고독과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담은 이 작품은 동명 영화  

‘엘리펀트송’으로 국내에 먼저 알려졌지만 연극이 원작이다.

2004년 캐나다 스트랫퍼드 축제에서 개막한 후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극장에서 100회 이상 공연을 올리며 큰 사랑을 받았고 프랑스의 토니상으로  

불리는 몰리에르 어워드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고 있는 수작이라 공연 전부터 한국 초연에 

대한 언론과 관객의 관심이 뜨거웠다.

성공적인 초연의 흥행세가 앵콜 공연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출연 배우에 대한 믿음을 꼽을 수 있다.

마이클의 결핍과 외로움에 포커스를 맞춘 초연과 달리 앵콜 공연에서는  

그린버그와 마이클, 마이클과 피터슨, 피터슨과 그린버그, 이렇게 세 관계  

형성을 더욱 치밀하게 그리고, 인물 모두가 극을 이끌도록 구성되어 감동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전 배역이 더블 캐스팅이라 배우 조합에 따라 작품의 매력이 

달라진다.

확 달라진 디자인 역시 관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로 디자인된 무대 조명은 마이클이 느끼는 고독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악기들이 더해진 음악과 새롭게 작곡된 ‘엘리펀트송’ 노래도 보다 풍부한 

정서를 전달한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괴물같은	연극이	온다!
한국 초연 시 첫 티켓 오픈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한 연극 <엘리펀트송>

밀도 높은 긴장감과 강렬한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순식간에 떠오른 화제작 !

프랑스 토니상으로 불리는 몰리에르 어워드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수작!

본 문예지에 사용된 사진은 서울공연 이미지 자료로 울산공연 출연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공연 출연배우 및 출연일정은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일    시 2016. 7. 1(금) 20:00ㅣ7. 2(토) 15:00, 18: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관람가
티    켓 전석 3만원
문    의 052-275-9623, www.ucac.or.kr



멀티앙상블 뮤(Mu)
배장흠ㅣ클래식 기타

김여진, 심민진ㅣ바이올린, 유소람ㅣ비올라

백유선ㅣ첼로, 정임수ㅣ피아노, 송윤선ㅣ클라리넷

울산문화예술회관	모닝콘서트의	상반기	마지막	무대는		

초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영화음악이다.	

주인공은	일곱	명의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멀티	앙상블	뮤(Mu).	2010년	창단	이후	영화	음악을	

클래식	음악으로	세련되게	편곡하여	들려주는	시네마	

콘서트로	차별화된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PROGRAM

1	Ennio	Morricone 

 Gabriel's Oboe│영화 [미션]

2	Hisaishi	Joe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3	Ennio	Morricone

 Childhood and Manhood, Love Theme 

 영화 [시네마천국]

4	Nicola	Piovani

 Buon Giorno, principessa “1”, “2”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5	김수진 

 B Rossette│드라마 [하얀거탑]

6	ABBA 

 Mamma Mia 모음곡│영화 [맘마미아]

7	Henry	Mancin

 Sunflower│영화 [해바라기]

 <기타 솔로>

8	이동준

 장수상회 Theme│영화 [장수상회] 

 <기타 솔로>

9	Luigi	Boccherini 

 Fandango│영화 [보르도의 고야]

10	Various

   한국영화음악 Medley 

   영화 [고지전], [만추], [최종병기 활], 

     [도가니], [써니]

INFORMATION

일    시 2016. 6. 21(화) 11: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티    켓 전석 1만원
문    의 052-275-9623, www.ucac.or.kr

멀티앙상블 뮤(Mu)가
들려주는 시원한 영화음악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멀티앙상블 뮤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교수와 연주자, 국제 페스티벌 감독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을 음악 감독으로 하고, 모두 일곱 명의 실력파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연주그룹이다. 2010년 12월  

음반을 발매하였고, 제32회 청룡영화상(2011년) 시상식에 초청되어 SBS에 생방송되는 등 영화음악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공연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날 공연에서는 클래식 기타, 현악4중주, 클라리넷, 피아노의 7중주 편성으로 영화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수록곡)와 영화 <시네마천국>의 테마음악을 연주한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걸작 <인생은 아름다워>의 메인 테마곡도 함께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좀체 라이브로 접하기 힘들었던 보케리니의 '판당고'(영화 <보르도의 고야> 수록곡)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보통의 영화음악 콘서트가 주로 외국곡들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멀티  

앙상블 뮤의 <시네마 파라다이스> 공연에서는 <고지전>, <만추>, <최종병기 활>, <도가니>, <써니> 등 친숙한 한국 영화의 

주제곡들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이 팀의 음악감독인 배장흠의 기타 독주로 헨리 멘시니가 작곡한  

영화 <해바라기>의 주제곡과 한국영화 <장수상회>의 메인 테마도 감상할 수 있다. 영화 <맘마미아>의 ‘아바 메들리’는 

관객들에게 청량감을 줄 흥겨운 선곡이다. 특히 연주곡들이 수록된 영화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하여 연주되는 

동안 스크린으로 보여줘 감동을 더하고,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클래식 연주자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 여전히 클래식은 어렵고 낯선 분야입니다.  
영화음악은 대중음악을 편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클래식 음악으로 관심을 옮겨가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장르입니다.  
실제로 영화 초창기에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활동하기도 했구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클래식 명곡이 영화에 수록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경우도 흔하잖습니까? 멀티 앙상블 뮤가 영화음악 콘서트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 음악감독 겸 기타리스트 : 배장흠 -



전국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2016. 2. 26.(금) ~ 7. 24.(일) 야외전시장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조각가들의 조각 작품이 야외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이 도심 속 문화

공간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다양한 재료와 화려한 색채의 작품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녹음 사이로 2m가 넘는 대작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푸르른 봄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작품을 유심히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띤다. 뿐만 아니라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는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예술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져 연장전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전국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은 7월 24일까지  

연장 전시한다.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도심 속의 예술의 숲에서 음악과 함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기 바란다.

전국	조각가들의	도심	속	야외조각전	
7월	24일까지	연장	전시





울산시립
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음악회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음악회를 마련한다.  

오스트리아의 통치 하에서도 국토에 대한 사랑과 독립정신을 기초로 하며  

음악으로써 나라를 지킨 민족음악가 스메타나의‘나의 조국 몰다우’를 비롯해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예찬하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더욱 더 고취시킨  

시벨리우스의 교향시‘핀란디아’등 명작품과 우리가곡 선구자, 비목, 봉선화 등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리고자 한다.

PROGRAM

스메타나 나의	조국	몰다우

홍난파 봉선화 (메조소프라노 정지윤)

장일남 비목 (바리톤 김진용)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조두남 선구자 (테너 정필윤)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지휘_

송유진
바리톤_

김진용
테너_

정필윤
메조소프라노_

정지윤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조선관현악특집
정통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을 통한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연주회

동양음악과 우리나라 국악 그리고 서양음악과 클래식에 정통한 지휘자는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인 김홍재가  

국내외를 통틀어 유일하다. 이 ‘조선관현악특집’에서는 ‘관현악곡 도라지’ 등 남북한의 대표적인 작곡가들과 작품을 엄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국내 최고의 가야금 지애리(인간문화재)와 김웅식(장구), 강주희(태평소)를 초청한 협연 연주로  

가장 한국적인 애절한 선율과 리듬을 감상하면서 정통 국악과 양악의 어울림을 통해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시민들과 공감하는 연주회를 선사한다.

Ulsan symphony orchestra

PROGRAM
최성환	/	아리랑	환상곡
Arirang Fantasy / SungHwan-Choi

가야금산조(황병기류)	/	가야금	지애리,	장구	김웅식
Gayangeum Sanzo / Gayagum : AeRi-Ji, Janggu :
WoongSik-Kim

황병기	/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협주곡	“새봄”
New Spring / Byeong- Kee, Hwang 

-	INTERMISSION	-

강기찬	/	도라지
Doragi / Gi-Chan, Kang 

이문석(편곡)	/	태평소를	위한	민요연곡	(태평소	강주희)
Korea traditional music Taepyeongso / Lee Moon-Seok(Arr.)
Taepyeongso : JuHee-Kang

김옥성	/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Symphony Farmer's dance / Ok-Sung,Kim

울산시립
교향악단



Ulsan symphony orchestra

INFORMATION
일    시 2016. 6. 16(목)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김홍재
협    연 지애리(가야금), 김웅식(장구), 강주희(태평소)
티    켓 V석 2만원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회원(30%), 초ㆍ중ㆍ고생(50%), 단체 10인 이상(20%)할인적용

지휘 _ 김홍재

태평소 _ 강주희

가야금 _ 지애리장구 _ 김웅식



PROGRAM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Overture 「Rouslan and Ludmila」 / Glinka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 Rachmaninoff
<피아노 이효주>

-	Intermission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 Rakhmaninov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라흐마니노프

지휘_정인혁

피아노_이효주

울산시립
교향악단



INFORMATION
일    시 2016. 6. 28(화)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정인혁
피 아 노 이효주
티    켓 V석 2만원 R석 1만5천원 S석1 만원, A석 7천원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회원(30%), 초ㆍ중ㆍ고생(50%), 단체 10인 이상(20%)할인적용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정인혁 지휘자를 

초청하여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을 메인 연주곡으로 함께 한다. 

무대를 압도하는 고귀한 카리스마 피아니스트 이효주
‘한국 피아노 음악의 미래’로 지목된 이래로 전세계를 무대로 선 굵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아시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 상하이 국제 콩쿠르 입상과 프랑스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 우승 및 청중상 수상 그리고 에피날 국제 콩쿠르 

2위 수상 등 주요 국제콩쿠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가장 저명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차세대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증명해 왔다.

드라마틱한 제1악장, 몽환적인 기운이 가득한 제2악장,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제3악장 ‘고난을 극복하고 환희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라흐마니노프의 최고 인기작이자 대표작인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드라마틱한 그의 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명작품이다. 무겁고 두꺼운 

어둠의 장막을 헤치고 점차 열기와 강도를 더해가는 투쟁을 연상시킨다. 

애절하지만 감미롭고, 화려하지만 진솔한 걸작이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수성의 극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클래식 영화 ‘노다메 칸타빌레’를 비롯해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단연 으뜸이 되는 교향곡 중에 

하나로 전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이다.

특유의 애잔하고 감미로운 선율미의 극치를 보여주며, 힘찬 행진곡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악장은 절묘한 구성미와 눈부신 클라이맥스를 아우르고 있다.   



Program

 합    창
ㆍDanny Boy (아! 목동아) / 아일랜드 민요  
ㆍThe Gypsy Rover (집시의 무리) / 아일랜드 민요
ㆍTroilca (트로이카) / 러시아 민요
    
 독    창
ㆍOyn Yëphble (검은눈동자) / 러시아 민요 Bass 이동언
ㆍAx! Tbl душеyka (아! 순결한 당신) / 러시아 민요 
  Ten. 박현민
ㆍ백학 / 러시아 민요 Bass 서병철
    
 기    타 - 고 충 진
ㆍRomance de L’amor (사랑의 노래) / 스페인 민요 
ㆍ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 타레가
    
 독    창
ㆍLa Marche des Rois (왕의 행진) / 프랑스 민요
  Sop. 전혜정
ㆍSanta Lucia / Todoro Cottrau Ten. 박승희  
ㆍThe little red Larh (귀여운 종다리) / 아이슬란드 민요
  Sop. 권경희
    
 합    창
ㆍ호롱불 / 러시아 민요
ㆍ스 카라진 / 러시아 민요
ㆍ카츄샤 / 러시아 민요 

울산시립
합 창 단



ㆍ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졸업 (Carlo Marchione 사사)

ㆍ제2회 대전일보사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쿨 대상수상 

ㆍ독일알고우심포니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박카우 필하모니,  

 부산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부산아트심포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 i-신포니에타,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협연

ㆍ바이올린과 기타 듀오콘서트 / 플루트와 기타 듀오콘서트

ㆍ몽골정부초청 몽골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출연 

ㆍ브라만기타트리오 멤버로 푸쉬킨극장 초청 러시아 극동지역  

 순회공연 

ㆍ제4회 부산국제음악제 출연

ㆍ2008 대전 기타페스티벌 출연 

ㆍ2009 제주 기타페스티벌 출연 

ㆍ2009 블라디보스톡 국제기타페스티벌 정교수 

ㆍ2010 광주 기타페스티벌 출연 

기타리스트 고 충 진

ㆍ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ㆍ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졸업

ㆍ러시사 표뜨르자보스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ㆍ러시아 포뜨르자보스크 국립음악원 합창단지휘  

ㆍ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협연

ㆍ러시아 레닌필하모닉홀 초청[베르디, 프랑스 음악의 밤]출연

ㆍ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

ㆍ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ㆍ현.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지휘 한 성 용

INFORMATION
일    시 2016. 6. 14(화)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    휘 한성용
출    연 기타리스트 고충진
티    켓 전석 7천원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회원(30%), 단체 10인 이상(20%)할인적용

'세계의 민속음악 여행'은 대륙을 대표하는 민속 

음악과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음악회이다.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이번 공연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의 전통음악을 감상 하실 수 있으며 

해설과 영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려 음악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회의 친숙함을 선보이고자 한다.



예술감독_김상덕 조안무_김현미

PROGRAM
프롤로그 _ 여인의 어린 시절

궁궐 _ 궁중 내 애환과 갈등

고행, 그리고 인연 _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

요리경합 _ 집념과 의지로 궁중 최고의 요리사

사랑의 듀엣 _ 깊은 인연

에필로그 _ 여인의 향기

INFORMATION
일    시 2016. 6. 24(금) 20: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    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관람가
 회원(30%), 단체 10인 이상(20%)할인적용

울산시립무용단	제37회	정기공연

화려한	궁중음식이	빚어내는	춤의	대향연

울산시립
무 용 단



춤으로	표현한	실감나는	음식경연,	젓가락춤,	접시춤	등	

다양한	볼거리	풍성!!

울산시립무용단 김상덕 예술감독 겸 안무자가 연출과 안무를 맡은 이번 공연은,  

<조선왕조실록>에 ‘중종의 총애를 받은 천민 출신의 의녀’ 서씨 장금은 의술과 요리에 

뛰어나 대(大)자를 붙여 ‘대장금’으로 불렸다는 기록을 울산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과 화려한 무대연출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극 중 주역인 여인의 실감나는 음식경연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젓가락춤’,  

‘키춤’, ‘접시바라춤’ 등 참신한 작품을 창작 및 재안무하였으며, 종사관과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듀엣 무대, 그리고 여인의 강한 집념과 의지를 담은 솔로 춤 등 다양한  

구성으로 흥미진진하고 진한 감동을 전하는 전통춤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INFORMATION
일    시 2016. 6. 11(토) 17:0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    켓 전 석 천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관람가

세계합창명곡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Glory to our people(다함께 누리는 영광)                 

Night(밤)

The waves are slumbering(파도는 잠이들고) 

The Angel(천사) 

특별출연	소프라노	왕기헌	                             

Je veux vivre from Opera Romeo and Juliet C. Gounod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中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신아리랑 김동진

내일로	가는노래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Hearts around the World(이세상 사람 마음모아) arr Roger Emers  

The Best that I Can Be(매일 해야할 도전있고) Jill Galina

Movin on(우리가 만나는 사람중에) arr George L.o. strid

Friendship(우정) Cole Porter  

내일로	가는	노래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획공연

울산 지역 청소년 모두 함께 N. joy 하는 유쾌한 시간~

특별출연	CBS소년소녀합창단	                                    

뮤직스쿨 우효원 

다이나믹 우효원 

힘내라 맑은 물  류형선 작곡, 황수진 편곡(해금 : 김효심)                         

K-Pop	합창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사랑스러워  주영훈

바람이 불어오는곳 김광석 

행복을 주는 사람 이주호

특별출연_울산CBS소년소녀합창단 (지휘 권정성) 지휘_한성용 특별출연 소프라노_왕기헌

청 소 년
교향악단

청 소 년
합 창 단



INFORMATION
일    시 2016. 6. 17(금) 19:30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    켓 전 석 천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관람가

Peer	Gynt	Suite	(페르귄트 모음곡)	 E.	Grieg

No.1 Op.46 제 1곡 Morning mood (아침)

No.2 Op.55 제 2곡 Danse Arabe (아라비아의 춤)

No.1 Op.46 제 4곡 In the hall mountain King 

(산 속 마왕의 궁전에서)

Kindersymphonie	in	C	Major	 L.	Mozart	

장난감 교향곡 다장조

1st mov. Allegro moderato

2nd mov. Menuett

3rd mov. Finale Allegro

특별출연	범서중학교	렘넌트	리코더	합주단	

	 지휘	류명수

나팔수의 휴일 L. Anderson 

오라트리오 메시아 中 할렐루야 G. F. Handel 

할아버지의 괘조시계 변주곡 정홍근 편곡

Rock around the Clock B. Haley

Symphony	No.6	Pastoral	in	F	Major	Op.68

(교향곡 제6번“전원”바장조 작품68) 

 L.	van	Beethoven

1st mov. Allegro ma non troppo

Hungarian	March	from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저주 中 헝가리 행진곡) H.	Berlioz

 N.joy	음악회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기획공연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청소년의 밝은 내일, 희망을 노래합니다.

범서중학교 렘넌트 합주단 (지휘 류명수)

지휘_송유진

합창_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김진홍의 이탈리아 통신
제노바(Genova)

제노바(Genova)는 아펜니노 산맥을 등에 지고 리구리아 바다 

중앙에 위치하는 이탈리아 제1의 항구 도시이다. 영어로는  

제노아(Genoa)라고 불리며 밀라노, 토리노와 함께 북부  

이탈리아 공업 중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아펜니노 산맥이 

리구리아 바다에까지 닿기 때문에 도시는 산허리에 있으며, 

도시를 통과하는 철도의 대부분은 터널을 지나간다. 밀라노,  

토리노의 공업지대가 근교에 있어 수출입항으로서 많은  

물량을 소화하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다. 

구시가지 Via Garibaldi (Strada Nuova) 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되어 있으며 16세기에 건축된 시청사(Palazzo 

Doria Tursi), 흰 궁전(Palazzo Bianco), 17세기에 건축된  

붉은 궁전(Palazzo Rosso) 등을 비롯한 많은 옛 건축물  

통해 화려했던 옛 명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노바의 유명한 먹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페스토 제네베제

(Pesto Genevese)가 제일 유명하다. 페스토 어원은 이탈리아 

동사 ‘Pestare’ 즉 으깨다 에서 유래되었는데 리구리아에서  

재배한 양질의 올리브유와 신선한 바질 그리고 잣과  

마늘, 파르마산 치즈와 페코리노 치즈를 

우리나라의 절구와 비슷한 통에 넣어  

으깨어 만든다. 주로 파스타의  

소스로 사용되며 제노바  

페스토의 특징은 향긋한  

바 질 의  향 과  은 은 한  

올리브향이 리구리아 지역의  

건강한 맛을 대변해 준다. 

또한 제노바 전통피자 

파리나타(Farinata)도  

유명하다.  묽은 칙피 

(병아리콩) 반죽을 오븐에 

얇게 구운 피자로 토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리구리아 전 지역과  

프랑스 남부 니스 등에서도 즐겨 먹는다. 

제노바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ristoforo Colombo), 음악가 파가니니(Nicolo Paganini) 

등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제노바 중심지에는 콜럼버스가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하는 중세의 집이 남겨져 있고 중심  

기차역(Genova Stazione Piazza Principe) 앞광장에는  

콜럼버스의 동상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또한 제노바 

공항은 크리스토포로 콜럼보 공항(Aeroporto Cristoforo  

Colombo)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15세기 제노바는  

조선업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였기에, 이곳에서  

자란 콜럼버스는 자연스럽게 바다를 보면서 소년의 꿈을  

키웠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를 눈으로 보면서 

무역 항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쪽으로 향해하여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확신한 콜럼버스는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에 후원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고 마침내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을 만나 그의 향해를 후원 받아 신대륙을 발견

하게 된다. 콜롬버스가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페스토 제네베제

파리나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서양 사람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은 1000년경 북유럽 노르만인에 의한 것이었다. 

콜럼버스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서인도 항로의 발견이며  

이로 인하여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콜럼버스와 함께 제노바 태생의 유명인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파가니니(Nicolo Paganini)이다.  

1782년 10월 27일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태어난  

파가니니는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 재능을 나타내 그의  

재능을 알아본 파가니니의 아버지는 혹독한 연습을 시켰고,  

파가니니는 14세인 1795년에 처음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동안 궁정 악사로 일하던  

파가니니는 1810년부터 본격적인 연주 여행에 나섰으며,  

이탈리아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를  

순회하며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쳤다. 파가니니는  

4옥타브에 걸치는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으며  

음을 하나하나 끊어 연주하는 스타카토 주법, 현을 손끝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 주법, 현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서 휘바람 같은 소리를 내는 하모닉스, 이중 트릴  

(떨꾸밈음)등의 화려한 연주 기법을 만들어 냈다. 고난이도의  

다양한 연주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연주를 본 사람들은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탁월한 실력을 얻었으며, 

악마가 그의 연주를 돕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시인 하이네는  

공연 중에 파가니니의 발치에 ‘사슬’이 감겨 있고, ‘악마’가  

나타나 연주를 도왔다고 단언했다. 리스트,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등은 파가니니의 멜로디를 차용하여 많은  

고난이도의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파가니니는 늘 하나의  

바이올린만으로 연주를 하였는데 바로 과르네리(Giuseppe 

Guarneri del Gesù)가 제작한 바이올린 캐논(Cannon)이다. 

1802년에 파가니니가 도박빚으로 바이올린을 잃게 되자  

리보르노에서 프랑스인 후원인 리브론(Livron)대령으로 

부터 캐논을 기증 받았다고 전해진다. 파가니니는 풍부한 

음색과 강렬한 사운드를 가진 캐논을 “나의 바이올린 캐논”

이라고 부르며 그의 일생 동안 아꼈으며 그의 커리어 연주  

활동 동안 이 악기만를 사용하였다. 파가니니의 사망 후  

그의 유언대로 제노바 시에 기증이 되었으며 현재는 제노바의 

시청 건물 박물관(Musei di Strada Nuova)에 보관되어 있다. 

이 캐논을 연주해볼 수 있는 특권은 크리스토포로 콜럼버스 

축제 기간인 10월 12일에 열리는 국제 바이올린 경연대회 

우승자인 <Premio Paganini> 에게만 주어진다.

캐논이 보관되어 있는 시청 건물 박물관을 지나 Via 

Garibaldi 를 빠져나오면 제노바 시의 중심인 페라리 광장

(Piazza de Ferrari)이 있다. 그 곳에 제노바의 중심 극장  

카를로 펠리체 오페라극장(Teatro Carlo Felice)이 위치해  

있다. 극장의 명칭은 후원자였던 카를로 펠리체 대공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며 산 도메니코(San Domenico)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1826년에 착공하였다. 그 후 2년 뒤 

1828년에 벨리니 오페라 <비안카와 페르난도> (Bianca e 

Fernando)로 개관 기념 공연을 하였다. 2,500석 규모의  

카를로 펠리체 극장의 음향은 당시 다른 모든 극장에 비하여  

가장 우수하였다. 1941년 2차대전이 한창일 때 카를로  

펠리체 오페라극장의 지붕 돔과 오디토리엄은 영국전함이  

쏜 함포 한방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로부터 2번의 폭격과  

사람들의 약탈로 극장은 겨우 외벽만 남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알도 로씨

(Aldo Rossi)의 설계로 1991년 6월에 재개관 되었다. 외관은  

원래대로 보수가 되었으나 내부는 2층 구조의 완전한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2,000석의 대극장과 200석의 

소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 김진홍

카를로 펠리체 오페라극장



 ‘주크박스 뮤지컬’은 동전을 넣고 유행하는 노래를 골라 듣던 주크박스에서 비롯된 말인데, 흔히 대중 
음악으로 꾸며지는 만큼 ‘팝 뮤지컬’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 역시 스웨덴 출신 아바의 노래로 풀어낸 뮤지컬인데요. 1999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49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며 주크박스 뮤지컬로는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익숙한 넘버’입니다. 동전을 넣고 좋아하는  
노래만 쏙쏙 골라듣는 것처럼 인기 노래들만 모아서 들려주니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나  
다를 바 없죠. 극과 음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야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마리 
토끼는 잡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가장 
큰 홍보효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 여름 가장 기대되는 뮤지컬도 바로 이들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컬로 만나는 

비틀즈 & 엘비스 프레슬리 & 서태지

비틀즈	뮤지컬	<렛잇비>																																														
요즘 국내에서는 때 아닌 비틀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도 비틀즈 음원에 대해 정식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비틀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비틀즈의 노래야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로 비틀즈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선 5월에 영화 <비틀즈 : 하드 데이즈 나이트>가 개봉 
했는데요. <비틀즈 : 하드 데이즈 나이트>는 동명의 비틀즈 
음반에 수록된 곡들로 채워진 주크박스 영화로, 50년 전에  
제작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처음 개봉됐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성장하기 전 아이돌 비틀즈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비틀즈 팬들에게 더욱 인기 많은 작품이죠.

  
그런가하면 대놓고 비틀즈 노래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뮤지컬 <렛잇비>는 지난 2012년 9월, 비틀즈 결성 50주년을  
기념해 영국 런던에서 초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5월 대구와  
서울에서 영국 오리지널 팀의 내한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보통의 주크박스 뮤지컬이 인기 가수의 노래에 새로운 극을  
입혔다면 뮤지컬 <렛잇비>는 비틀즈 결성부터 해체까지의 과정을 

‘Hey Jude’, ‘Yesterday’, ‘Let it be’, ‘In My Life 등 그들의  
인기 노래 40곡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형 뮤지컬이
라고도 부릅니다. 내용보다는 노래에 포커스를 맞춘 셈이죠.  
공연도 보통 2~3달 장기적으로 공연되는 일반 뮤지컬과  
달리 이 작품은 대구와 서울에서 총 5일간만 무대에 오릅니다. 



음악뿐 아니라 극의 소재까지 비틀즈의  
이야기이니 인물도 당연히 비틀즈 멤버겠죠.  
존 레논, 폴 메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주인공입니다. 이 경우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 비틀즈 멤버들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그들의 노래를 
얼마나 제대로 불러줄 수 있는지가 공연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요. 이번 무대에는  
초연 때부터 함께 한 루벤 거손, 이안  
가르시아, 폴 매니언, 스튜어트 윌킨슨이 
참여합니다. 캐스팅 당시부터 비틀즈와 
비슷한 외모, 목소리, 연주 실력에 중점을 
두고 뽑았다고 하는데요. 초연 이후 미국  
브로드웨이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2백만 명 이상이 관람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각 앨범 별로 바뀌는 비틀즈 멤버들의 
헤어스타일과 의상도 그대로 구현했다는데,  
이거 제대로만 되면 관객들도 1960년대로 
돌아가 비틀즈와 함께 라이브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뮤지컬	<올슉업>																															
비틀즈 멤버들에게도 우상이었다는  
엘비스 프레슬리. 1954년 데뷔곡인 

‘Heartbreak Hotel’로 단숨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엘비스는 이후 

‘Hound Dog’, ‘Don’t Be Cruel, 
‘Love Me Tender’ 등 잇달아 히트곡을  
발표하며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36곡,  
1위만 17곡을 올렸고, 미국에서 1억 장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큰롤  
역사의 포문을 연 엘비스 프레슬리는  
한껏 폼 잡는 풋내기 청년으로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과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괴상한  
패션으로 교소도에 수감됐던 엘비스는  
석방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일하며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던 나탈리는 자유
로운 엘비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반면 엘비스는 딱딱하면서도 지적인  
박물관 큐레이터 산드라의 꽁무니를 쫓고, 
산드라는 또 다른 인물을 사랑하는 엇갈린 
러브라인을 코믹하게 담아냈습니다. 

노래가 대사를 대신하는 뮤지컬. 극에  
맞게 넘버를 만드는 일반 뮤지컬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노래에 스토리를  
맞춰야 하는 주크박스 뮤지컬에서 극의 
치밀함과 높은 완성도까지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좀 유치하다 싶을 때
마다 치고 나오는 ‘All Shook Up’, ‘C’
mon Everybody’, ‘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 
20여 곡은 역시 이 작품의 든든한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소 느끼한 엘비스  
캐릭터를 능청스럽게 소화해 내는 배우
들의 코믹 연기를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뮤지컬배우와 함께  
인기 가수들이 엘비스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공연에도 가수 휘성,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가 캐스팅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뮤지컬	<페스트>																															
올해 국내 무대에 오르는 주크박스 뮤지컬  
가운데 가장 궁금한 작품은 바로 <페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6년의 준비 기간 끝에  
오는 7월 공연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페스트>는 알베르 카뮈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의학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미래 첨단 도시에서 수백 년 전 
창궐했던 페스트가 발병한다는 설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풍요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시민들은 
생각하지 못한 재앙으로 대혼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담아낼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라이선스나  
오리지널 팀의 내한공연이 아니라 국내  
창작뮤지컬인 데다 다름 아닌 가수  
서태지 씨의 음악이 넘버로 사용돼 그간 
기대와 궁금증을 키워왔습니다. 카뮈의 
소설과 서태지의 음악이 뮤지컬화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노우성 연출은 

“서태지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대본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모았던 작품인 만큼  
캐스팅도 주목받았는데요. 베테랑 뮤지컬
배우들은 물론 연예계 배우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사 리유 역에는 김다현, 
손호영, 박은석 씨가, 기자 랑베르 역에는 
김도현, 윤형렬 씨가 캐스팅됐고, 카뮈의  
원작 소설에서는 남자였지만 뮤지컬에서는 
여성 식물학자로 등장하는 타루 역에는 
오소연, 피에스타의 린지가 참여합니다. 
제작진도 좋고 배우진도 좋고, 이제 이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합을 이룰지, 무엇보다 
서태지의 음악이 뮤지컬에서 어떤 빛깔로 
노래될지 기대되네요. 

글/ 윤하정



벽에 그림을 건다고 하면, 종이나 캔버스에 그린 회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 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림이  
아니라 태피스트리를 걸기도 했습니다. 태피스트리는 여러  
가지 색실을 짜 넣어 그림을 만드는 기법인데, 그 역사는 생각
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태피스트리로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에서 제작된 것이 전해지구요, 유럽에서는  
중세에 가장 널리 쓰였습니다. 직기에 걸려 있는 날실은  
평범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색상의 색실을 걸어 짜면 마법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태피스트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령 모직 실을 넣어 짜면 카펫처럼 두툼한  
태피스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성의 차가운 돌 벽에서  
스미어 나오는 냉기를 막고, 단조로운 공간에 색채를 더하는 
훌륭한 공예품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실을 넣으면 
귀족들을 위한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태피스트리를 ‘실로 짜 만든 회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섬세한 표현도 가능했습니다.  
태피스트리를 만들 때는 밑그림을 보고 만들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지요. 이 밑그림은 ‘카툰(cartoon)’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만화의 한 종류를 말하지만 원래는 태피스트리나  
벽화 같은 커다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초벌 그림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우선 화공이 카툰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방에서 여러 직공들이 태피스트리를 
제작했습니다. 태피스트리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은 몇 달, 
길게는 일 년도 넘게 걸렸다고 하니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음에 틀림없지요.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에 해당하는 플랑드르 지역이 태피스트리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인과 유니콘> 연작은 태피스트리 예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그리핀도르 
기숙사 휴게실 벽에 걸려있던 태피스트리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을 텐데, 바로 그 태피스트리의 원작이지요. 1500년경 
제작되어 프랑스 중부 리무쟁 지역에 위치한 부사크의 성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이 태피스트리는 19세기 후반에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조르주 상드
(George Sand)가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양치기 처녀>에서 
처음으로 이 태피스트리를 언급했고, 이어 문화재를 담당하던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érimée)가 이의 국보급 가치를 
알아본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안으로 국가가 이를 
구입했고, 이후 파리에 있는 클뤼니 중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유니콘>

    태피스트리

도판1

도판2

도판3



tapestry
총 6개의 태피스트리로 구성된 이 연작은 각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에게>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5개의 작품은 사람의 5가지 감각을  
운유하는 알레고리이고, 마지막 작품은 좀 더 의미심장하네요.  
이는 아마도 앞의 5가지 감각을 관장하는 영혼과 관련된 게 아닐까 합니다. 
<여인과 유니콘>이라는 별명은 이 6개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
하는 아름다운 귀부인과 유니콘에서 따온 것입니다. 유니콘은 말과 
비슷하지만 머리에 뿔이 하나 있는 상상의 동물인데, 굉장히 민첩
하고 힘도 세어 여간해서는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뿔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어떠한 독이라도 해독할 수 있다고 전해
졌습니다. 이런 유니콘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젊고 순결한 처녀를 
미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눕히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잡는 것이지요. 이후 기독교 미술에서는 
이를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태피스트리는 
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시각>(도판 1)을 보면 한 귀부인이 앉아 있고, 그녀 옆에는  
유니콘이 두 앞발을 모은 채 그녀 옆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왼편에는 사자 한 마리가 주문자의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고요. 이 귀부인은 거울을 들어 유니콘의 얼굴을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는’ 행동을 통해 시각을 은유합니다. 두 번째  
<후각>(도판 2)에는 화관을 만들고 있는 귀부인의 옆으로 원숭이 
한 마리가 꽃향기를 맡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미각>(도판 3)의  
귀부인은 하녀가 받쳐 든 그릇에서 일종의 사탕을 꺼내 새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각>(도판 4)의 귀부인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고,  
유니콘은 다소곳이 앉아 이를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촉각> 
(도판 5)의 귀부인은 유니콘의 뿔을 어루만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 <나의 유일한 소망에게>(도판 6)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단에 “나의 유일한 소망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푸른빛의 텐트 앞에 한 귀부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무릎을 꿇은 시녀가 공손히 보석 상자를 받쳐 들고, 주인이 앞의  
5개의 태피스트리에서 걸고 있던 목걸이를 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태피스트리는 수많은 해석의 대상이 되었고, 아직도 명확히  
결정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미소와 결혼 생활의  
충실함을 상징하는 개 등이 포함된 것을 보아, 두 연인을 결합시키는 
사랑과 소망을 기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한 정원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밀 플뢰르(mille-fleur)’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천 송이의 꽃’ 
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때로는 토끼나 원숭이, 강아지  
같은 다른 동물들이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깃발에는 
주문자인 장 르 비스트(Jean Le Viste)의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기법과 구성, 내용면에서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여인과 유니콘> 연작은 프랑스 미술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글/ 황주영

도판6

도판5

도판4



음악의	변혁기와	초연의	실패	///

베르디가 43세 되던 해 작곡한 이 오페라는 그의 오페라 작풍에서 큰 변혁기에 해당한다. 종래 틀에 짜인 

번호오페라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라마의 내용과 합일되는 음악을 구사하는 시기였다.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 관계와 그에 희생되는 개인의 비극을 종횡으로 

정교하게 엮었다. 

따라서 기존 오페라의 화려하거나 유려한 선율미 보다는 인간 내면의 고뇌를 음악 속에서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베르디의 의도는 아직은 의욕만큼 음악의 완성도가 결여되었고 이런 오페라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 또한 등을 돌리게 된다. 1857년 3월12일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 초연은 베르디 스스로도 대실패라고 

토로했다. 오페라는 두 번 더 상연된 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24년	후	수정판의	대성공	///

베르디 자신 또한 의욕만 너무 앞섰고 표현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 작품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작곡가는 24년 후 대본가 아리고 보이토의 헌신적인 협력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다. 서곡은 극히 

짧은 관현악으로 처리했다.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베르디가 이전 오페라 서두 부분에서 즐겨 사용하던 개막의 합창 대신에 레시타티보 풍으로 

베이스와 바리톤이 부르는 무거운 남성 2중창을 삽입함으로서 극 전체의 분위기를 도입부에서 암시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드라마적인 몰입을 극대화 시킨다.  

1막2장은 대본, 시구절, 음악 모두를 고쳐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오늘날 이 오페라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장면을 새로이 추가했다. 제노아 의회에서 시몬 보카네그라 총독이 제노아와 베네치아는 원래 한 국가의  

일부라면서 두 도시가 화친 맺기를 간청하는 장면이다. 

극적인	긴장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하는	'차원	높은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Simone 
BoCCAnegrA

이 연설 장면에 등장하는 바리톤의 아리아는 모든 베르디 곡 중에  

가장 감동적일 것이다, 1881년 3월24일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지휘자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수정판이 오늘날 공연되고 있다.

실존인물	시몬	보카네그라와	원작	///

이 오페라의 제목이자 주인공인 시몬 보카네그라(Simone 

Boccanegra:?~1363)는 ‘제노아 공국을 위해 일한  

코르사로(Corsaro 의로운 해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중해 일대

에서 제노아 상선들을 괴롭히는 도적떼들을 소탕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1339년 제노아 공국에서 평민으로는 처음 총독

(Doge)으로 선출된 실존인물이다. 

1339년~1344년까지 초대 총독으로 지냈고 이어 1356년 

~136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 총독을 지냈다. 그의  

생애는 스페인의 소설가 안토니오 가르시아 구티에레즈가  

희곡 ‘Simón Bocanegra 시몬 보카네그라(1843)’으로  

집필했다. 이 희곡에 깊은 감명을 받은 베르디는 이를 원작

으로 피아베에게 대본은 의뢰하고 프롤로그와 3막으로 구성된 

오페라를 완성했다. 

북이탈리아 항구 제노아는 베네치아와 버금가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12세기부터 자치 공화국을 형성했는데 당시 제노아의  

번영은 봉건 귀족들의 해상기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도 강했다. 이에 대한 평민 계급의 반발과 항쟁도  

끊이지 않았다. 시몬 보카네그라는 피에스코로 대표되는  

귀족파와 파올로로 대표되는 평민파의 싸움을 진정시키면서  

귀족과 평민의 메울 수 없는 균열과 갈등을 완화시키려  

애썼던 실존 인물이었다.

시몬은 총독으로 있으면서 제노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황금기를 이루었다. 시몬의 사인은 오페라에서 처럼 독약에 

의한 타살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시몬 보카네그라 

뒤를 이어 도제에 취임한 사람은 오페라에서 처럼 가브리엘레  

아도르노이며 극중에서는 아도르노가 보카네그라의 딸인  

아멜리아(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음악적	특징	///

음악적으로 볼 때 주역에서 베이스와 바리톤이 주가 된다. 

테너는 한 사람인데 그나마 비중이 적다. 작품을 관통하는 

끊임없이 아름답게 흐르는 선율미나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거나  

사랑의 이중창 같은 달콤한 멜로디는 다른 작품에 비해 덜하다.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무거운 톤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시종  

극적인 긴장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하는 차원 높은 오페라이다. 오페라의 무대가 되는 

산 로렌초성당과 총독 궁은 제노아에 아직 있다. 

<시몬 보카네그라> 사진출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사진출처: 라 스칼라극장



제2막	:	제노아	궁	내	총독	방

아멜리아는 총독 관저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지만, 그 때

부터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간다. 파올로는 파멸과 치욕에서 

벗어나는 길을 시몬을 죽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시몬의  

물병에 독을 탄다. 독인 든 물을 마시고 몽롱해지는 시몬은 

잠이 든다. 가브리엘레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시몬이 

이제는 아멜리아 마저 차지한다고 오해를 하여 질투심에 불타  

단도를 들고 잠자는 시몬은 살해하려고 한다. 

때마침 아멜리아가 달려와서 시몬과 부녀관계임을 알려주고  

시몬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가브리엘레를 용서한다.  

시몬은 해치려는 귀족들의 반란 소리가 들리자 가브리엘레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저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몬에게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시몬은 아멜리아와의 결혼을 허락한다.

제3막	:	제노아	총독	궁	

귀족파들의 반란이 진압되고 총독 궁에서는 가브리엘레와  

아멜리아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독기운이 퍼져  

서서히 죽어가는 시몬이 들어온다. 안드레아는 시몬에게  

자신이 피에스코 임을 밝히고 아멜리아가 자신의 손녀딸임을 

알게 된다. 피에스코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그 사실에 눈물을 

흘린다. 

갈등의 봉합과 화해를 위해 그토록 애썼던 시몬은 잃어버린 

사랑과 자신의 젊은 날을 애통해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시몬은 

가브리엘레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딸 아멜리아를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가브리엘레는 새 총독으로 선포된다. 

글/ 송종건

프롤로그	:	1339년경	제노아	광장

귀족 피에스코는 딸 마리아가 평민 시몬 보카네그라와 사랑하여  

아이를 낳은 사실에 분노하면서 딸을 집안에 유폐시킨다.  

마리아는 갇혀서 죽어가고, 시몬은 무한한 애통함 속에 귀족와  

시민이 반목하는 제노아의 총독 선거에서 평민파 대표로  

총독에 추대한다. 

시몬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자기가 총독이 되면 마리아와 

떳떳하게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수락한다, 이제  

마리아와 정식 결혼을 꿈꾸고 피에스코에게 허락을 구하지만 

이미 마리아는 죽었다. 그 와중에 시몬과 마리아 사이에  

난 딸은 행방불명이다.

제1막	1장	:	25년	후	바닷가	정원	

그리말디 백작 부부의 양녀 아멜리아는 안드레아라는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은 아멜리아의 외조부 야코포 피에스코 인데  

세상을 속이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으며 본인도 아멜리아가 

외손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멜리아는 귀족청년 가브리엘레 

아도르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가브리엘레와 안드레아는 힘을 합하여 시몬의 평민정권을  

뒤엎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음모는 전혀 모르는  

시몬은 아멜리아를 염모하는 부하 파올로와 아멜리아의 혼담을 

성사 시키기 위해 사냥 갔다 오는 길에 그리말디 백작 집을 

방문한다. 

아멜리아는 처음 보는 시몬에게 아버지와 같은 신뢰를 느껴서 

자신은 그리말디 백작의 친딸이 아니고 양녀라는 개인사를  

털어 놓는다. 그 얘기 중에 아멜리아가 시몬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25년 전 실종되었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두 사람은 뜨거운 부녀 상봉을 한다.

제1막	2장	:	제노아	총독	궁의	대회의실

파올로가 아멜리아를 납치하려다가 미수로 그치고 가브리엘레는 

아멜리아 납치의 진범이 시몬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칼을  

들이대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귀족과 평민과의  

갈등, 제노아와 베네치아의 화친과 관련하여 시몬은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서로가 해를 입는 싸움과 증오심을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자는 호소를 한다. 아멜리아  

납치의 진범이 파올로 라는 사실을 시몬은 알고 있다.

줄	거	리

<시몬 보카네그라> 사진출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당신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작곡할 것입니다”

1891년 여름, 모스크바 음악원의 피아노과를 졸업하면서 라흐마니노프는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하였다. 또한 오페라 “알레코”를 작곡하여 

음악원에서 수여하는 작곡 부문 최고의 상인 글린카상까지 수상한다.  

이런 라흐마니노프에게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니 바로 첫 번째 교향곡

(Symphony No.1 in D minor, Op.13)이 1897년 초연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당시 차이코프스키의 뒤를 잇는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로 알려진 

글라주노프가 지휘를 맡았다. 당대 최고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자신의  

첫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라흐마니노프가 갖게 되었을 성취감과  

자신감은 실로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황리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연주는 뜻밖에도 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글라주노프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휘를 하여 연주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다. 첫 교향곡의  

실패로 신경쇠약에 걸린 라흐마니노프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어떠한 곡도  

작곡하지 못했다. 이 예민한 작곡가를 수렁으로부터 구해준 것은  

최면요법이었다. 니콜라이 다알 박사의 최면요법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  

라흐마니노프에게 최면을 건 후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했다고 한다.  

“당신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작곡할 것입니다.”  

결국 라흐마니노프를 긴 슬럼프에서 건져낸 것은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라흐마니노프는 그의 대표작인  

피아노 협주곡 2번(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을 작곡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다알 박사에게 헌정을 하고 1901년, 본인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진정한 성공의 시기를 열어나가게 된 것이다.

볼쇼이 극장 지휘자가 되던 1905년, 러시아 1차 혁명이 일어난다. 참여 

보다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라흐마니노프는 이듬해 가족들과 함께  

독일 드레스덴으로 이주한다. 이곳에서 라흐마니노프는 창작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교향곡 2번, 피아노 협주곡 3번, 교향시 “죽음의 섬”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드높인다. 그 중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자신의 미국 순회공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 뉴욕 심포니와 

협연한 미국 데뷔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이래 가장 위대한 교향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Symphony No.2 in E minor, Op.27)은 러시아 

낭만주의의 계보를 잇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이래 가장 위대한 교향곡” 

이라는 평가를 받는 명곡이다. 넘쳐나는 낭만주의적 기법으로 작곡된  

곡으로,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감성을 잘 표현

한 곡이다. 현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인 콘트라베이스의 묵직한 저음으로  

시작하는 1악장 라르고(Largo)는 바이올린의 단조의 선율이 더해지면서 

	

김용진의 Piano Forte
작곡가?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

5++++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팔방미인 치고 그 한가지 
한가지를 모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나 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음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러시아 낭만주의의 마지막  
작곡가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 
(Sergey Vas i lyev ich Rachman ino f f ,  
1873~1943).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을 작곡  
전공으로 졸업한 후, 피아노 전공으로 다시  
입학한다. 작곡 실력뿐만 아니라 피아노 실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 교장이었던 차이코프스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이코프스키가 맞다)는 
라흐마니노프의 졸업시험 때, 그의 빼어난 피아노 
실력에 감탄하며 ‘5++++’란 점수를 주었다. 
(러시아 점수 제도는 5+, 5, 5-, 4+, 4, 4-식으로 
이루어졌고, 5+이 A+와 같은 점수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 하나의 전공으로  
성공하기도 힘든데 라흐마니노프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 비유를 하자면 뇌수술과  
심장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외과의사라  
할 수 있겠다.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알린다. 동시에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현악기는 이 대서사시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게 만든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선율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동화시킨다. 목관악기의 등장으로 

점차 이야기는 속도를 높여간다.

3악장은 클라리넷 솔로가 도드라진 곡이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 악장은 광활한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클라리넷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키며 현악기와 함께 연주가 될 때는 감동과 환상을  

심어준다. 이 3악장의 주제는 1악장에서 나왔던 주제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1악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서사시의  

마지막 악장은 빠르

고 활기차게(Allegro 

Vivace)이다. 3악장

의 환상에서 빠져 나와  

금관악기의 위풍당당

한 팡파르로 시작하는  

4악장은 축전을 알리는 

에너지 넘치는 악장이다. 

장장 1시간 가량 연주되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마지막을 화려하

게 장식하는 가슴이 뻥  

뚫리는 피날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 번 은  전 체 적 으 로  

차이코프스키의 교향

곡만큼이나 절절한 애환을 담고 있지만, 보다 강인하고  

긍정적이다. 20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명곡 중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한 곡이다.

가슴에서 나와 가슴으로 향하는 것이  
음악이다

작곡가로서 뿐만 아니라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라흐마니노프  

또한 실로 대단하다. 그의 곡들은 현란한 기교와 복잡한  

화성으로 가득 차있어 연주자들이 기피하는 곡들로  

유명하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들은 엄청난  

테크닉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큰 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감히 도전하기가 어렵다. 라흐마니노프는 무려 195cm의 

키와 13도(도에서 높은 솔, 대략 30센티미터의 길이,  

기네스 기록 보유자라고 한다)를 누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구에서 나오는 힘이 넘치는 

타건은 피아노가 뿜어낼 수 있는 한계의 소리까지 표현

할 수 있었다. 

실존 인물인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 “샤인”을 보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기 위해 추운 겨울날 손가락이 뚫린  

장갑을 끼고 연습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두려워하는, 혹은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연주하기 위해 특별히 

작곡했을 정도로 탁월한 

테크티션이었다.

연 주 자 로 서 의  능 력  

뿐만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숭고 

하기까지 하다. 그는  

연주여행을 떠날 때면 

항상 세 대의 그랜드 피

아노를 가지고 다녔는데,  

한  대 는  독 주 회 용 ,  

한 대는 협주곡용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피아노였다.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정교하게 내기 위해 항상 

전담 조율사를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프로 중의 프로였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도 

피아노를 연습했고, “매일 2시간씩 테크닉 연마를 하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음악은 절대 우선적으로 사랑 받아야 한다. 가슴에서  

나와 가슴으로 향하는 것이 음악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악은 영원불멸의 예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작곡가로  

그리고 연주자로 모두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라흐마니노프.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진정한 성공을 일군  

불굴의 예술가. 파가니니가 악마와 거래하며 얻은 테크닉을  

지금 직접 들을 길이 없지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를 녹음으로 들을 수 있으니 그런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글/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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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나눔 어린이 뮤지컬
"방귀뿡 조이와 말썽쟁이 퉁이"
공연정보 6. 1(수) 10:30, 11:30, 13: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기아대책울산본부
입 장 료 S석 5,000원
공연개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안전 
 교육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탈 인형극 공연

가족뮤지컬-출동! 슈퍼윙스

공연정보 6. 2(목) 11:00, 14:00, 16:30 
 6. 3(금) 11:00, 14:00, 16: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주)위즈프로덕션
입 장 료 V석 55,000원 R석 45,000원
 S석 35,000원
공연개요 모두 함께 세계로! 신나는 세계 
 문화체험 어드벤처! 세상에서  
 가장 빠른 택배 비행기 호기와  
 멋진 변신비행기 친구들 슈퍼 
 윙스가 펼치는 세계문화탐험  
 어드벤처!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6. 7(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영 화 음 악  및  합 창 위 주 의  
 곡으로 선곡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공연

소리와 춤

공연정보 6. 10(금)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전통민요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춤. 서양춤과 우리소리의  
 어울림

제7회 김영미무용단 정기공연
 "엄마의 아라리요"
공연정보 6. 8(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영미무용단
입 장 료 R석 20,000원
공연개요 아주오래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  
 춤을 발원부터 재고하고 새롭게  
 배우고 익히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춤을 기억속에서  
 끌어내어 엄마라는 주제와  
 함께 정신과 본태를 탐색하며  
 글로벌한 세상의 무대에서  
 찬란히 비상할 다이내믹한  
 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김광석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
공연정보 6. 11(토) 15:00, 19:00
 6. 12(일) 14:00,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오름기획
입 장 료 R석 55,000원 S석 44,000원
 A석 33,000원
공연개요 뮤지컬'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다년간 대학로와 지방을 오가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공연으로 故 김광석이 불렀던  
 주옥같은 명곡을 어쿠스틱  
 뮤지컬로 선보인다.

울산 가곡사랑 제5회 울산 가곡제

공연정보 6. 9(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가곡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가곡, 오페라아리아, 합창, 시낭송  
 등으로 구성된 제5회 울산가곡 
 사랑축제 공연

소정무용단 "항아의 춤"

공연정보 6. 12(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소정무용단
입 장 료 V석 30,000원 R석 10,000원
공연개요 궁중무용과 한국전통의 춤사위와  
 장단을 보여줌

가족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공연정보 6. 4(토) 11:00, 14:00, 16:00
 6. 5(일) 11:00, 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화랑
입 장 료 S석:30,000원
공연개요 챌린지 마을의 놀이터...봄을 맞이하는  
 챌린지마을의 놀이터에서 오늘도 호비와  
 친구들은 즐거운 율동놀이를 하며 행복 
 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고 황사를  
 타고 날아 온 세균 대마왕이 나타나  
 아이들의 놀이터를 망가뜨린다....

Performances  공연가이드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공연정보 6. 14(화) 19:30 
 6. 15(수) 10:40 대공연장
공연주최 극단예일
입 장 료 V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공연개요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제14회 울산 어린이합창페스티벌

공연정보 6. 18(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국제와이즈멘울산클럽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14회 울산어린이합창페스티벌은  
 울산 유일의 어린이합창제로  
 울산의 어린이 합창단들을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함

울산CBS 창립12주년기념공연

공연정보 6. 19(일)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CBS
입 장 료 R석 55,000원 S석 33,000원
공연개요 현악4중주 파개그니니 내한공연

건강한 골고루맨의 건강 대작전

공연정보 6. 22(수) 13:30 
 6. 23(목) 10:30, 13: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편식예방(편식, 위생, 비만,  
 골고루 먹기, 식습관예절등)을  
 위한 대형 캐릭터극 입니다.  

2016 위풍당당 실버가요제

공연정보 6. 26(일) 13: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울산본부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실버가요제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가요제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

공연정보 6. 15(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좋은날음악기획
입 장 료 V석 30,000원
공연개요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  
 순수 국내파 토종 피아니스트 소년,  
 젊은 거장으로 다시 돌아오다!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  
 "Prokofiev & Rachmaninoff"- 
 울산공연

구립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6. 29(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이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한빛 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6. 18(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빛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문 성악 중창단으로 구성된  
 한빛 합창단 정기 공연

김미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공연정보 6. 19(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미가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시대별 소나타들로 구성된  
 바이올린 독주회

4Men's Jazz Piano

공연정보 6. 24(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로이뮤직팩토리
입 장 료 V석 40,000원 R석 30,000원
공연개요 2대의 피아노를 통해 4명의  
 한국대표 재즈피아니스트들의  
 서정적이면서 불꽃같은 앙상블을  
 연출

엄영진 판소리 "낭만 국악 한마당"

공연정보 6. 26(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입 장 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공연개요 판소리 뿐만아니라 여러 국악성악  
 장르를 함께 접목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여 전통에 창작을 가미하여  
 전통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울산 
 시민들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무대의  
 예술성을 극대화

제3회 울산 시민 대화합 음악회

공연정보 6. 30(목)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소프라노 여나현, 테너 박지민,  
 테너 김호중, 바리톤 임경택,  
 바리톤 임창환, 바리톤 허종훈 
 외 다수가 출연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펼침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전시기간 6. 1(수)~6.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전시내용 한ㆍ중ㆍ일ㆍ유럽 4개국  
 목판화 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대 목판화 작품  
 총 100여점 전시

제5회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6. 15(수)~6.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전시내용 사진부 기자들이 1년여 동안  
 게재한 보도사진들을 주제 
 별로 발췌해 울산 시민들과  
 함께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울산의 사건,  
 사고 ,  행사의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13회 대한민국 전통서화대전

전시기간 6. 8(수)~6. 13(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4전시장
전시주최 한국예술문화센터
전시내용 서예작품 공모전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민화,  
 서각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을  지방  순회  
 전으로 매년 개최, 전국을  
 서로 교류함으로서, 지방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입상작품 총 300여점 전시

제50회 울산 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기간 6. 15(수)~6.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모전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총 120여점 전시

제19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전시기간 6. 16(목)~6.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창업일자리과
전시내용 입상 공예품 시상식과 우수 
 작품 전시 및 공예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

제20회 울산미술대전 Ⅰ,Ⅱ부

전시기간 6. 22(수)~7. 3(월), 12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ㆍ접수ㆍ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수채화, 서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8개분야의 작품을 종합대상,  
 서예대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으로 구분하여 입상작품  
 총 250점을 1, 2부로 나누어 전시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hibitions  전시가이드



울산시립합창단
유럽과 러시아의 밤
(20:00)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N. joy 음악회 (19:30)

한빛 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내일로 가는 노래
(17:00)

가족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11:00, 14:00, 16:00)

가족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11:00, 14:00)

소정무용단 "항아의 춤"
(19:00)

김미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건강한 골고루맨의 
건강 대작전
(13:30)

건강한 골고루맨의 
건강 대작전
(10:30, 13:30)

4Men’s Jazz Piano
(19:30)

안전건강나눔 어린이 뮤지컬
"방귀뿡 조이와 
말썽쟁이 퉁이"
(10:30, 11:30, 13:30)

모닝콘서트 
<시네마 파라다이스>
멀티앙상블 뮤
(11:00)

비엔나체임버오케스트라 
&임동혁, 앙상블 디토
(20:00)

제14회
울산 어린이합창페스티벌
(19:00)

울산시립무용단
여인의 향기
(20:00)

울산윈드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울산시립교향악단
호국보훈음악회
(20:00)

제7회 
김영미무용단 정기공연 
"엄마의 아라리요"
(19:30)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
(19:30)

울산 가곡사랑 
제5회 울산 가곡제
(19:30)

소리와 춤
(20:00)

스웨덴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19:00)

김광석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
(15:00, 19:00)

김광석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
(14:00, 18:00)

울산CBS 
창립12주년기념공연
(17:00)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윙스
(11:00, 14:00, 16:30)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윙스
(11:00, 14:00, 16:30)

울산시립교향악단
조선관현악특집
(20:00)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19:30)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10:40)

구립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19:30)

제3회 
울산 시민 대화합 음악회
(19:00)

울산시립교향악단 MAJESTIC SERIES
라흐마니노프
(20:00)

엄영진 판소리
"낭만 국악 한마당"
(19:00)

2016 
위풍당당 실버가요제
(13:00)

뒤란
(19:30)



전국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2. 26(금)~7. 24(일)

제19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6. 20(월)

제5회 
울산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6. 6(월)

제20회 
울산미술대전 Ⅰ부
~6. 27(월)

제20회 
울산미술대전 Ⅱ부
~7. 3(일)

제13회 
대한민국 전통서화대전
~6. 13(월)

제5회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6. 20(월)

제50회
울산전국사진촬영대회
~6. 20(월)

올해의 작가
개인전·배자명展
5. 2(월)~6. 29(수)





화~금 19시30분|토 15시, 19시30분|일 14시, 18시30분
관람등급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티 켓 V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052-275-9623 www.uc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