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악의 현재를 만나다 ‘챔버 뮤직 투데이’ 

 

 

챔버뮤직투데이’는 2011년 에머슨 현악사중주단의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실내악의 정

수를 전달하며 세계 적 실내악 페스티벌로 성장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교감이 오가는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챔버뮤직투데이가 올해 여섯 번째 시즌을 맞았다. 12월 4

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20∼30 대의 떠오르는 4명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내한할 예정이

어서 한층 신선하 고 열정적인 무대가 기대된다. 바이올리니스트 벤자민 베일먼(Benjamin Beilman)·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Alexander Sitkovetsky), 비올리스트 매튜 립먼(Matthew Lipman), 피아니스트 우 첸(Wu Qian)은 뉴욕 클래식 음악계를 뜨

겁게 달구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들이다. 여기에 챔버뮤직투데이 및 링컨센터 챔버뮤직소사이

어티 의 공동음악감독인 데이비드 핀켈(Vc, David Finckel), 우 한(Pf, Wu Han)이 함께해 깊이와 노련함이 더해지는 연주를 

선사한다.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 베일먼과 시트코베츠키는 챔버뮤직투데이 연주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베일먼은 2012년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어워드와 2014 년 보를레티-뷔토니 트러스트 펠로우십 수상자로

서 미국 무대에서 촉망 받고 있는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며, 2016년 링컨센터 이머징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한 

시트코베츠키는 타고난 재능과 놀라운 테크닉으로 독주는 물론 실내악 무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두 연주자는 한

국 관객과의 만남, 특히 클래식을 사랑하고 감상을 즐기는 젊은 관객과 의 만남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저와 매튜, 시트코베츠키, 첸은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연주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편하

게 느껴진다면, 내가 무심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훨씬 더 빠르게 연 주에 몰입할 수 있습니

다. 저희가 함께해온 시간들이 이번 공연을 더욱 에 너지 넘치고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벤자민 베일먼)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좋은 점은 연주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함 께 연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링컨센터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의 아티스트로 데이비드 핀켈, 우 한과 연주를 많이 했고, 벤과 저는 2년 전 함께 연주 하고 레코딩도 했으며, 

매튜와는 미국에서 연주를 하며 지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 첸은 제 듀오 파트너일뿐만 아니라 피아노 트리오도 같

이 하고 있죠. 데이비드 핀켈과 우 한은 어떤 연주자들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으며, 

항상 옳은 판단을 했어요. 저희는 함께 연주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이번 챔버뮤직투데이의 프로그램은 듀오와 트리오, 사중주 등 다양한 편 성으로 실내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12월 4일에는 텔레만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걸리버 모음곡〉, 드뷔시의 〈네 손을 위한 작은 모음

곡〉,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 장조〉,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Op.15〉가 펼쳐지며, 5일에는 베토

벤 의 〈현악 삼중주, Op.9-1〉,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 번, Op.121〉,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 

Op.60〉이, 6일에는 드보르 자크의 〈네 손을 위한 슬라브 춤곡〉, 바르토크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 한 44개의 듀오, 

Sz98〉, 드보르자크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 한 삼중주, Op.74〉,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Op.1〉이 연주

된다. 

 

“제가 시트코베츠키와 연주할 바르토크의 듀오는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사운드와 컬러를 섬

세하게 혼합할 수 있어 야하죠. 그리고 첸과 연주할 프랑크의 소나타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1악장의 풍요로운 파스텔 컬

러, 2악장의 대담함과 힘, 연주자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3악장의 자유로움, 잘 정돈된 우아한 마지막 악장 등 곡 안에 모 

든 것이 담겨있어요.”(벤자민 베일먼) 

“3회의 콘서트를 통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연주됩니다. 슈만의 소나타 는 제가 즐겨 연주하고 가장 좋아하는 듀오곡 중 



하나죠. 브람스의 피아 노 사중주, 그리고 벤과 연주할 바르토크의 듀오곡도 기대가 큽니다.”(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실내악이 전하는 메시지 챔버뮤직투데이는 지금까지 연주뿐만 아니라 멘델스존 펠로우십 장학 프로그램(국내 젊은 음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내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해 선발된 음악 전공자 및 프로젝트에 대해 후원하고 육성)과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기부 후원 등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왔다. 과거에 비해 국내외에서 많은 실내악 

페스티벌이 생겨나고 운영되고있는 요즘,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실내악이 주는 영감을 나누는 

일은 중요해 보인다. 탄탄한 프로그램을 갖춘 챔버뮤직투데이의 미래에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내악 페스티벌은 가까운 동료들과의 연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음악가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여름에 열리죠. 제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페스티벌이나 음악 시리즈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이 원하는 대로 페스티벌의 계획을 세웁니다. 제 듀오 및 트리오 파트너인 우 첸 또한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음악가들이 저마다의 예술적 취향과 음악적 경험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많은 페스티벌이 존재하는데도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이유는 각 페스티벌이 음악가나 운영진들의 

개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중들이 실내악 페스티벌이 창조해내는 친밀함에 끌린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우리 

의 음악적인 대화를 가깝게 이해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며, 우리는 관객과 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감을 나누게 됩니

다.”(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위대한 예술을 경험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특히 실내악을 경외하는 이유는 더 인간적이 될 때 더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실내악을 할 

때 다른 연주자들의 생각과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다 해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실내악 안에서 저

는 종종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지만, 다른 악기의 소리를 빛내기 위해 보조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만약 제가 

다른 선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연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하면 연주자로서 더 

힘을 얻게 되죠. 이를 젊은 음악가들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벤자민 베일먼) 

 

[스트라드, 20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