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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전현우 

악      장  이주강

악 보 계  이현지

Strings

제 1바이올린  이주강 최신혜 전홍주 이예나 장영인 이하연 송윤석 최주연 남현아 박지희 김아진  

 임소정 임정민 이휘소 안의진 이하은 이하은 임동희 이주영 박도연 이지원 류혜리

제 2바이올린  유성경 김신희 문아진 김진주 이예원 유지은 김신영 김지윤 유채연 최고은 이지원  

 이다혜 박수영 국도윤 이예원 진성주 최하은 맹선정 이재흠

비올라  김진선 전인희 김혜수 윤   솔 장은영 강희원 한   별 백송이 황선미 전은지 백예은 

 임예인 권예성

첼로  김상아 권다예 김지환 김우진 차성준 최영광 강   리 이현주 최강희 이경주

더블베이스  황순찬 조현근 김성종 안소연 김기원 박중기 이연희 황수빈

하프  오인애

Woodwind

플루트  김혜빈 박영현 김보영 김주연 김채원

오보에  유선아 박주빈 장수지 김동현 차재형 한효승

클라리넷  고순혁 김희수 전현우 박소연 오주환

바순  이현지 최승희 윤성봉 김예원 이승은 이하은

Brass

트럼펫 김요한 김진수 조종우 김도훈 민병조 박준석 이영훈

트럼본  엄소휘 우제현 이진규 현   웅 이지형 이건우

튜바  김나연

호른  김예움 윤수민 이연경 김해미 김다희 박혜빈 오연조 김서린 박다빈

Percussion

타악기  김규범 김상현 윤현상 박예찬 

P R O G R A M  N O T E  _ MI-AE KIM

R. 슈트라우스 『돈 주앙, Op. 20』(1888)  

R. 슈트라우스(1864-1949)는 리스트와 바그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로 리스트가 창안한 교향시를 소재나 작곡기

법 면에서 더욱 확장 발전시켜 표제음악인 “교향시”를 전통적 절대음악인 “교향곡”에 비견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

렸다. 『돈 주앙』은 그의 첫 교향시 작품이며, ‘돈 주앙’은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와 동일 인물이다. 돈 주앙

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미인을 만나서 

구애하고, 그 여인이 마음을 열 때 즈음에는 실망하여 또 새로운 미인을 찾는다. 돈 주앙의 행동이나 심정은 정열적

인 제1주제와 힘찬 제2주제로 표현되고, 품위 있는 미인, 순진한 미인, 요염한 미인, 사육제에서 만난 여인 등은 바이

올린, 플루트, 오보에, 글로켄슈필 등으로 표현되며 어울림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을 만나면서 폭풍우와 같은  

희열을 느끼며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되다는 암시를 주면서 끝맺는다. 

E. 쇼송,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곡, Eb장조 Op.25』(1896)

에르네스트 쇼송(1855-1899)은 프랑스 파리태생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다. 작풍은 파리 음악원 재학시절의 스승이었던 

세자르 프랑크의 영향이 가장 짙게 나타나며, 또한 그가 음악원 졸업 후에 바이로이트 여행 중 접했던 바그너의 영향 역시 감

지된다. 본 곡은 쇼송의 모든 역량이 충분히 잘 발휘된 단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근대 바이올린 독주곡 중에서 최고

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오케스트라의 뒷받침 위에서 바이올린 독주자는 각 부분에서 속도, 박

자, 조성의 변화, 그리고 정서의 다양한 음영까지 고도의 주법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끌어 나간다. 신비스러우면서 우

아한 서정성으로 시작하여 격렬함과 열정이 내재한 다양한 모습의 절정, 그리곤 본래의 달콤한 서정성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고조되었다 진한 정감을 남기며 끝맺는다.    

J. 브람스 『교향곡 No. 1, c minor Op.68』(1876)

J. 브람스(1833-1897)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고전주의와 절대음악을 숭상하는 노선을 걸은 독일 작곡가이다. 

그는 교향곡을 4작품만 남겼으나, 베토벤이후 교향곡의 최고작곡가라고 인정받고 있다. 브람스가 21년에 걸쳐서  

완성한 『심포니 1번』이 베토벤의 심포니 10번이라고 불리는 것은 베토벤과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베토벤의 『심포

니 9번』을 이어 받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는 뜻이다. 

제 1악장  비장한 팀파니의 박동소리와 함께 6/8박자의 장중하고 비통한 서주가 시작된다. 무겁고 긴장되는 서주에 

이어 알레그로의 소나타형식이 이어지며 도약이 특징적인 강렬한 1주제와 이와 상반된 부드러운 2주제가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다소 공격적으로 달리던 이 악장은 힘을 빼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마친다. 

제 2악장  3/4박자의 안단테 소스테누토의 느린 악장으로 매우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다소 무게감이 느껴진다. 현악

기와 오보에의 솔로가 아름답게 곡을 이끌어 나간다.

제 3악장  2/4박자의 3부분 알레그로 악장으로 전원적이고 친숙한 느낌 속에도 복잡한 심경의 아픔이 녹아있다.

제 4악장  무거운 서주가 끝나고 나타난 1주제는 베토벤의 9번 심포니의 환희의 주제를 연상하게 하며 전체적 분위

기는 5번 심포니와 같은 ‘승리’의 결말을 보여준다. 1악장부터 이어온 슬픔과 갈등의 역사는 4악장에서 기쁨으로  

승화되어 화려하고 힘차게 피날레를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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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OR _ SEOK-HEE KANG

지휘자 강석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였다.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에 입상하였고 서울시향의 지휘연구원에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원 지휘과에서 마틴 투

르노프스키(Martin Turnovsky) 를 사사하였고, 잘츠부르크국립음악원 모차르테

움에서는 미하엘 길렌(Michael Gielen)과 발터 하겐그롤(Walter Hagen-Groll)을 

사사하였다.  관현악지휘 및 합창지휘를 전공한 그는 두 과정 모두 최우수 성적

으로 졸업하며 Diplom과 Magister를 취득하였다. 그는 Budapest Symphony 

Orchestra, Nuernberger Symphony Orchestra, Romania Oltenia State 

Philharmonic Orchestra,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

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충남도립교향악단, 대구시

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등 유수 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오페라

를 비롯해 고전,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 내는 그는 작품의 탄탄한 해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음악협회 이사,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2001-2006), 전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

독 겸 상임지휘자(2007-2014)를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휘자협회 이사로 재직하

고 있다.

GREETINGS _ MI-AE KIM

싱그러운 하루하루와 따스함을 주고받는 5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2017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됨을 경희 음악대학 구성원을 대표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휘자 강석희 교수님과 문아진 협연자, 그리고 경희 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구성원 여러분들이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시며 좋은 

감동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오며,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음악회에 참석하신 경희가족과 음악 애호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5. 17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경희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소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는 1955년에 창단하여 60년 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장윤성, 유영재,  금난새, 곽 승, 박태영, 윤승업, 서 진 등의 많은 지휘자님들을 거쳐 현재 매 학기 심포니  

정기연주회,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등 수많은 연주를 개최

하였습니다. 창단기념 교향악단 공연을 선두로 경희 칸타타공연, 경희 가족음악제, 경희 오페라 공연, 뿐만 아니

라 현재 매년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연주회를 담당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오케스트라는 이미 경희의 자랑 입니다.  

더불어 2009년 경희대학교 60주년 목련음악회에서는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 말러를 연주하였으며 2014년 

예술의전당 대학 교향악 축제에서 강석희 교수님과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여 전석매진과 함께  

찬사를 받는 등 많은 연주들을 통해 그 실력을 입증 받았습니다.

현재 음악대학 기악과 관현전공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강석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서로가 화합하여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 3, 4 학년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넓은 음악세계와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 아티스트 콩쿨 2등

예음SEA 콩쿨 2등

현)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원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 재학

Violin 문아진 사사 : 정준수

지휘  강석희

P R O G R A M

R. Strauss  Don Juan, Symphonic Poem Op. 20
     

E. Chausson  Poème for violin and orchestra, Op. 25 
    Violin 문아진

I N T E R M I S S O N

J. Brahms  Symphony no. 1 , C minor Op. 68
     

Un poco sostenuto

Andante sostenuto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Adagio

SOLIST PROFILE _ MOON A J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