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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포커스

숭고한 고별의 선율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학오케스트라 축제

04

SNU
Sym
Orch

2019년 가을, 클래식음악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 축제의 막이 올랐다.

01 세우는 소리

국내 7개의 대학과 함께 꾸려진 이번 축제에서 서
울대학교 오케스트라는 11월 8일 피날레 무대로
서 그 대미를 장식했다. 서울대학교 3, 4학년 재학
생들로 이루어진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임
헌정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제9번 라장조》를 무
대에 올렸다. 한 해 전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
창’》으로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를 향한 찬사를

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이끌어냈던 만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올

기대와 환호 속에서 시작된 오케스트라 축제의 피

해도 어김없이 말러의 교향곡을 깊이 있게 이끌어

날레는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있었으며, 그 기대

가며 국내 최고의 대학 오케스트라라는 명실상부

감을 여지없이 충족시켜주었다.

한 위용과 음악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타 작곡가들의 교향곡들과 달리 느린 연주가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임헌정은

길게 지속되다가 사라지듯이 끝맺는 말러의 마지

2018 년 특별 기획연주로서 <9th Symphony

막 악장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말러의 음악을 좋

Series>를 진행한 바 있다. 베토벤, 말러, 브루크너

아하고, 오케스트라 음악을 즐겨 듣는 음악인이라

로 이어지는 ‘9번 교향곡’ 작품들은 각 작곡가의

면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지

삶을 장식했던 마지막 교향곡이기 때문에 그들이

는 연주였다고 뿌듯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담으려고 했던 웅장함과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

해의 결실을 거두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늦가을,

이 크다. 특히 말러의 《교향곡 제9번》은 ‘이별’이

오케스트라 축제의 피날레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이번 대학 오케

있게 장식해 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스트라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선곡으로서의

에서 청중들은 풍성하게 음악적 감명을 받았을 뿐

의미 또한 컸을 것이다. 장차 우리나라 음악계를

아니라 이들이 가진 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끌어 갈 전도유망한 연주자들을 모아놓은 자리
인 만큼, 객석에 앉은 청중들은 시작 전부터 연주

글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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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치니의 유쾌한 3막극
정기오페라 《일 트리티코》

06
01 세우는 소리

IL TRITTICO

201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31회 정기오페

Il Tabarro

라로 푸치니(G. Puccini)의 《일 트리티코》가 9월

Sour Angelica

23일부터 26일까지 문화관 대강당 무대에 올랐

Gianni Schicchi

다. 2017년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이후 2년 만
에 열린 정기오페라에 많은 관객들이 모여 공연
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예술총감독 서혜연,
지휘 장윤성, 연출 파올로 파니차(Paolo Panizza),
음악감독 박원후, 합창지휘 이영만, 그리고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SNU 성악과 합창단,

SNUComm 어린이합창단이 모여 훌륭한 공연
을 이끌어냈다.

오페라 《일 트리티코》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학과∙19)은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고, 여성들만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의 소리로 채워진 합창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고

음악적으로나 극작상으로나 새롭고 독창적인 작

소감을 밝혔다.

품이라고 평가된다. 푸치니는 《일 트리티코》를 구
성하는 세 개의 단막극인 ‘외투’, ‘수녀 안젤리카’,

이번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에서는 안젤리카

‘잔니 스키키’를 언제나 함께, 순서를 지켜 공연할

수녀의 아름다운 아리아, 미켈레와 루이지의 깊

것을 고집했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삶과 죽음에

은 내면 연기, 잔니 스키키의 유쾌한 모습 등 생생

대한 주제의식은 푸치니의 리얼리즘적 면모를 드

한 캐릭터들의 표현이 돋보였다. 그리고 세 막에

러낸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과 죽음에 관한 고뇌 등의
풍부한 내용으로 가득 찬 공연이었다. 수고한 모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일 트리티코》는 구성적

든 출연진들에게 커튼콜이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으로, 연출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객

환호와 박수를 보내 준 객석의 반응을 떠올려 본

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화답했다. 스크린을

다면, 다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정기오페라는

활용한 배경은 무대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지

주 바뀌는 극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바이다.

또한 무대 위 성악가들이 수준 높은 연기를 선보
인 덕분에 희극인 ‘잔니 스키키’의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객석에서 내내 웃음이 떠나가지 않았다.

3부작 중 푸치니가 가장 선호했던 ‘수녀 안젤리카’
공연에 대해, 24일 공연을 관람했던 김하은(언어

글_ 작곡과 이론전공 송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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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의 밝은 누리를 위하여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공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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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59년 창립 이

현악을 위한 시나위》 (김승근 편곡, 심상욱 지휘),

래 한국음악의 학문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수준 높

토마스 오스본(Thomas Osborne)의 《해금협주

은 음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곡 ‘Verses’》, 《25현 가야금 이중협주곡 ‘별똥별’》

해왔다. 2019년에는 국악과의 창립 60주년이라

(이재준 작곡, 이승민 지휘) 등 우리 시대의 창작

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지방 공연, 정기연주회,

국악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특히 기존 작곡가들의

동문 음악회 및 홈커밍데이가 기획되었다.

작품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국악 창작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엿볼 수 있는 공

60주년 기념 지방공연은 강원도 횡성에서 펼쳐

연이 되었다.

졌다. 이 날의 무대는 정악 합주곡인 《천년만세》와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김병호

국악과 정기연주회 다음날인 10월 24일에는 국

류 가야금 산조 삼중주》, 《대금독주 ‘청성곡’》, 《남

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도민요 ‘성주풀이와 진도아리랑’》 등 주옥과도 같

다양한 학번의 동문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니만

은 전통음악 작품들로 꾸며졌다. 마지막으로 본고

큼 이날은 풍성한 레퍼토리가 무대를 채웠다. 《정

장에서 울려 퍼지는 《강원도 아리랑》과 함께 관객

악 합주곡 ‘만파정식지곡’》, 《가곡 ‘태평가’》, 《판소

들과 연주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

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민속악 합주 ‘시나위’》

로 마무리되었다.

등의 전통음악과 더불어 《창작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백대웅 작곡의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사

10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60주년

물놀이》, 박영란 작곡의 《봄-생성》, 박지현 작곡

기념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본 공연에서는 이찬우

의 《포텐시아》, 김희조/헤이스트링 편곡의 《경복

작곡의 《극야》를 시작으로 도널드 워맥(Donald

궁타령, 신고산타령》, 윤혜진 작곡의 《환입》(還入)

R. Womack)의 《인터트와인드》(Intertwind), 신

등 다양한 편곡·창작곡이 연주되었다. 마지막으

예준 작곡의 《삼현이타풍물》, 조재선 작곡의 《관

로 위촉 초연곡인 안현정 작곡의 《창작성악곡 ‘밝

은 누리 비나니’》가 연주되면서 국악과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대
가 마무리되었다.
09

12월7일에는 국악과 창립 60주년 홈커밍데이가
진행되었다. 국악과 창설 60주년 행사 추진위원장
인 이재숙 명예교수의 개회선언 및 기념사로 행사
가 시작되었고, VISION 2059 선포 및 선배의 바
램, 후배의 약속, 축하연주, 스토리가 있는 동문퍼
레이드, 음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진
행되었다. 1기 졸업생부터 60기 졸업생까지, 그리
고 현재 국악과에서 예술인으로서의 싹을 틔우고
있는 재학생들까지 학번 및 나이를 불문한 국악과
동문들은 한자리에 모여 국악과의 미래를 의논하
고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 해의 모든 행
사를 마무리하고 국악과의 60년을 돌아보는 자리
에서 동문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다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기
대로 말미암아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한국 음악계
의 ‘밝은 누리’를 만들어내길 기원한다.
글_ 국악과 대금전공 김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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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수 인터뷰

미래를 향한 변함없는 여정
작곡과 작곡전공 이돈응 교수

12
02 현재의 소리

작곡과 이돈응 교수는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아

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과

시아작곡가연맹 회장 및 한국전자음악협회 회장

거의 일을 돌아볼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디

같네요.(웃음) 그래도 돌아본다면 거창한 무엇인

렉터로 작곡 및 전자음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가를 하기보다는 음악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

해오고 있다. 특히 그는 전자음악을 통해 한국적

과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탬이

소리 및 자연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었고, 각종 센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제어되는 라이브 전자음악, 그리고 소리 설
치(Sound Installation)와 IT 기술을 접목한 융합
예술분야 개척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가 해왔던 작업이 전자음악을 작곡하거나 로
봇음악을 만드는 등 미래음악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현재 연주되는 음악들과는 조금 별개의 음악활

이 시대의 음악인 중 누구보다 음악의 ‘발전’과

동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작곡과 이돈응 교수는 이번 학

미래음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기를 기점으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그는 퇴임기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늘 해오던 것처
럼 이후 앞으로 해 나갈 많은 계획들에 대해 설레
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Q. 교수님께서는 국내 전자음악 분야에서 특별히 중

이돈응 교수의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음악인으

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로서 추구해 온 가치관에 대한 그의 진솔한 이야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를 들어보았다.

원래 어린 시절에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과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음악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지휘가 하

Q. 학부시절부터 교수로서의 시간까지, 정말 오랜 시

고 싶어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국

간을 서울대학교에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에는 지휘전공이 따로 없었기에 작곡가로서 신

학교에서의 시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인음악회 등을 거치면서도 지휘에 대한 열망이 항

있으신가요?

상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웃음) 서울대 학부를

질문을 받고 보니 원래 천성이 항상 앞으로 내딛

졸업한 이후 선화예고와 서울예고에서 강사, 교사

“아날로그 음악에서 디지털 시대, 컴퓨터 음악을 거쳐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너무나 빠른 시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인할 수 없이 데이터, 컴퓨터, 가상 로봇, 가상 세계 등의
흐름이 세상을 주도해나가고 있는데,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악에도 가상악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생활을 거치면서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휘와 작곡을 계속 공부하
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프라이브루크 대학에 마침 전자음악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필연이라면 필
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했을 만큼 워낙 기계에 관심
이 많이 있었던지라 전자음악에도 자연스럽게 관
심이 생겨 필연적으로 전자음악까지 전공을 하게
되었지요.(웃음) 이후 루이지 노노(Luigi Nono)
가 감독으로 활동해서 ‘노노 스튜디오’라고도 불
리는 남서독일방송국(Südwestrundfunk)의 미디
(MIDI)와 디지털음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 음악으로 바뀌는 그 세대를 직접
경험해본 것도 계기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Q. 음악대학에서 교육자로서 개인적인 사명이
나 교수님의 목표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과거 선배들이 배우고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일반적
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
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교육을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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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음악’이라 했을 때
대부분은 ‘서양음악’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음악은 따로 ‘국악’이라고
부릅니다. 미술도 한국의
그림을 ‘한국화’라고 부르지 않고
‘동양화’라고 불렀었지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조금 더 한국의 자주성을
찾아가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가 보급되어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맞는 정보들
이 제공되고 있지만, 국악 가상악기는 없었던 것
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악기를 가상악기로
만들고, 스마트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국악 표기에 있어서 셈여
림이나 주법 같은 다양한 국악기호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폰트로 만든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남은 과제는 이 국
악기호들을 ‘유니코드’에 등록해서 ‘상용화’ 할 수

왔습니다. 이런 생각은 창작적 특징이 강한 작곡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니코드에 국악기호들을 등

이라는 분야의 예술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

록할 수 있다면 논문을 작성할 때나 작곡을 할 때

래서 과거에 있었던 지식들을 그대로 전수해주기

에도 자연스럽게 통일성 있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또

국악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에 맞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노력해왔던 것 같네요.
Q. 작곡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술과학센터의 센
터장, 아시아작곡가연맹 회장, 한국전자음악협회 회
Q. 예술과학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국악”을 만드신

장, 한국작곡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러

것을 보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위치에서 볼 때 한국의 음악인들이 더욱 발전하기

아날로그 음악에서 디지털 시대, 컴퓨터 음악을
거쳐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빅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터, 인공지능(AI) 등 너무나 빠른 시대변화가 일

작곡가들과 이론가들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필

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인할 수 없이 데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작곡가협

터, 컴퓨터, 가상 로봇, 가상 세계 등의 흐름이 세

회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을 주도해나가고 있는데, 이에 빠르게 대응하

실내악 작곡제전”을 열 때 작곡가와 이론가가 함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악에도 가상악기가 있어

께 작업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지요. 저는 작곡가들

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서양악기들은 이미 가상악

이 직접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작곡가

와 이론가가 협업하여 작품의 의미를 찾고, 이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음악’

가의 체계적인 해석으로 현대음악의 이론을 쌓아

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서양음악’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음악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

우리나라 음악은 따로 ‘국악’이라고 부릅니다. 미

다. 따라서 이 변화가 우리나라 현대음악이 체계

술도 마찬가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중 한 가지였다고 생

그림을 ‘한국화’라고 부르지 않고 ‘동양화’라고 불

각합니다.

렀었지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조금 더 한국의 자주성을 찾아가는 교육체제가 마

이외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음악인들은 다른

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국사람은 반드

사람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 국악 스타일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

원류를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음악을 하는 많은 학생들과 연주자들이 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부터 느꼈던 것은, 어린

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

시절 한국의 전통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야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더욱 나은 예술인으로

서양식 음악교육을 먼저 받았으며, 한국인인데 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서양음악을 작곡
하고 있다는 점이 음악에서의 제 정체성을 참으로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지요. 특히 졸업을 하면
서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

Q. 퇴임하신 후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서양음악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첨단 로봇과 AI 음악 등 4차 산

서양인들과 비슷하게 작곡한 곡은 별로 관심을 갖

업 음악에 관한 작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 않더군요. 반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고

까지 소리 설치를 통한 악기 제작, 센서 악기로 국

느껴왔던 국악의 색채를 곡에 섞었을 때는 그들이

악기 중 타악기를 만들었던 것에 이어 요즘은 로

그 작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작곡

봇 매커니즘을 다루고 있지요. 음악을 연주하는

했는지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로봇으로 지금까지는 타악기와 관악기를 만들었

었습니다. 이 점에서 나의 주체성, 한국인으로서

는데, 앞으로는 현악기와 국악기까지 연주할 수

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지요.

있는 로봇을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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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기본, 그리고 담대한 노력
성악과 박미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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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

아라갈 국제 콩쿠르 1위, 이태리 스파치오 무지카

한 후,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

국제 콩쿠르 1위 등 10여 개의 세계적인 콩쿠르에

업하고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에서 수

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학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
주역상, 2017년에는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스페인 아리아가극장에서 《돈 파스콸레》의 노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소프라노로 자

리나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후 《라 트라비

리매김했다. 그의 화려한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한

아타》, 《리골레토》를 비롯하여 이태리 벨칸토 주

서울대는 만장일치 특채로 그를 성악과 교수로 임

요 오페라의 주역을 섭렵하고 이태리, 스페인, 크

명했고, 이에 대해 그는 “서울대에서 저를 좋게 평

로아티아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에

가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이다”라

게 가장 각별했던 오페라를 꼽아달라고 부탁했다.

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너
무나도 어려운 질문이다”라며 곤란한 기색을 보

서울대에 오기까지 박미자 교수의 음악 인생은

였지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오페라

어땠을까? 그는 피아노 연주자를 목표로 음악을

로 윤이상의 《심청》을 꼽았다. 윤이상의 《심청》은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되는 어깨통증으로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위촉으로 작곡된 작품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힘들어졌고, 음악 선생님의 진

당시에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주연으로 무

심어린 권유로 중학교 3학년 때 성악을 하기로 마

대에 올랐다고 한다. 1999년 처음 개최된 한국 예

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성악으로 진로를 전향한

술의전당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200대 1의 경쟁

후에도 그의 음악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률을 뚫고 《심청》의 주연으로 발탁된 그는 “음정

화여대에 입학한 후 그는 성악을 그만두고 싶었다

의 도약이 심하고 성악적으로 매우 어려운 노래를

고 한다. 무대 공포증이 심했기에 청중에게 자신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

의 노래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기

다”고 회고했다. 이후 한국 음악계의 찬사와 많은

때문이다. 그러나 29세에 이태리로 유학을 결정했

주목을 받으며 《춘향전》, 《사랑의 묘약》, 《마술피

고, 피나는 노력과 연습만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

리》, 《세비야의 이발사》, 《리날도》 등 수많은 오페

의 간절한 노력 덕분일까? 만학의 어려움에도 그

라에서 주역으로 활약했고 명실공히 최고의 프리

는 유학 시절 스페인 빌바오 국제 콩쿠르, 자코모

마 돈나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다졌다. 그리고 지

박미자 교수는 한국 음악계의 찬사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춘향전》,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세빌리아의 이발사》, 《리날도》
등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약했고 명실공히 최고의 프리마
돈나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다졌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서울대에
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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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려면 타고난 음악성, 타고난 소리,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18

금에 이르러 서울대에 오게 된 것이다.

을 통해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항상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02 현재의 소리

오페라 무대에서가 아닌 학교에서 그의 모습은

오페라를 예로 들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감정

어떠할까? 그는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감정표

기”라고 역설한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려면 타

현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곡

고난 음악성, 타고난 소리,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

과 어울리게 노래할 것인가는 결국 훈련에 달려있

을 만나 테크닉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다”는 의미이다. 그 또한 스페인에서 《돈 파스콸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

레》로 처음 데뷔했을 때 코믹 연기가 너무 어색했

면 성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발성이다. “처

다고 한다. 그렇지만 “작품을 천천히 분석하고, 자

음에 늦더라도 발성을 잘 익히면 끝까지 안정적으

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

로 성악 인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

고, 경력과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는 오페라 코믹

악은 명백히 수명이 있기에 발성을 통해 성대를

연기를 가뿐히 해낼 수 있다”고 자부했다. 훈련의

단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다른 악기들과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그는 “기회가 될 때마

달리 성악은 몸이 악기이며 몸이 노화하면서 본

다 학교 안이나 밖에서 무대를 많이 마련하고, 성

인의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

악과 학생들이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

계적인 대가들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6, 70대에도

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말하며,
“발성적인 테크닉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기본기를 천천히 다지고, 늘 착한 마

에서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

음을 가지고 음악에 열중하기를 바란다”는 그는

고 싶다”고 밝혔다. “제자들과 함께 발성을 연습해

앞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가진 나쁜 습관을 버리

서 제자들이 더욱 찬란한 성악 인생을 펼칠 수 있

고 좋은 습관을 더욱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예

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교육관에서

고했다. 박미자 교수의 성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

결연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 성찰이 학생들에게 성장의 자극제가 되기를 기
대해보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악과 학생들에게 기본기 외
에도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력

글_ 작곡과 이론전공 이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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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이 주는 깨달음
작곡과 작곡전공 이지수 교수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작곡을, 그리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음악을 공부한 이지수 교수는 클래식과 현대음
악을 기반으로 하여 영화음악, 뮤지컬, 방송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
다. 특히 2003년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건축학개
론’, ‘마당을 나온 암탉’, ‘빅매치’, ‘손님’, ‘언더독’
등 현재까지 20여 편 이상의 상업 장편영화 음악
을 작업하였으며, 2015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
라와 <Arirang Concertante> 앨범을 발매하였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기도 하였다.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 그는 19년
만에 학생에서 교수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모교에
교수로 돌아온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후배들과 음악대학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에 대한 설렘을 보이는 한편, 작곡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
지는 책임감을 토로하며 “들어올 때의 기쁨은 잠
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잘해야겠죠”라는 말로 한
학기를 통한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받은 가르침을 본인이 사
회에서 잘 활용하였던 만큼 탄탄한 이론적 지식
은 물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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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완벽한 곡으로 성공하려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기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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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깨달음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처음

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낀다는 그를 통해 변화

부터 완벽한 곡으로 성공하려하기보다는 실패를

에 실시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역시 엿볼 수 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었다.

해보기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며 교육관을 밝혔다. 실제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마지막으로 이지수 교수는 “스스로 확실한 비전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2015년 런던 심

과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앨범 작업이다. 성당을 개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며 학생들이 남들과 비

한 에어스튜디오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들과 함께

교하여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스스

프로듀싱을 맡았던 그는 아리랑을 뼈대로 한 단순

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기를

한 피아노 선율이 오케스트라 편곡을 거치고, 오

소망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케스트라의 녹음, 독주연주자들의 녹음을 거치며

의 작업에까지 많이 참여시켜 다양한 경험을 제공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학

다. 바로 ‘작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이 변

생들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

화되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의 모든 것이 중요하다

혔다.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시킴으로 인해서 유

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작업을 해

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끔, 학생들에

나가는 그에게 순수음악과 뉴미디어음악을 모두

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수가 되면 좋겠어요. 어렵

공부했다는 사실은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

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라며 희망차게 그의 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

부를 밝혔다. 그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업한 뒤 그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바라보

길을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며 음악계도 그 변화에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
여 뉴미디어음악을 공부하게 되었고, 미디와 컴퓨
터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상, 영
화음악 작업과는 뗄 수 없는 미디와 컴퓨터음악에
그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기계들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다
르게 발달하는 것들을 빠르게 쫓아가는 한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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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악과 트럼펫전공 성재창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성재창

관악기 타악기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음악적 기량

교수는 스웨덴 말뫼 음악원에서 ‘현존하는 최고

을 알렸다. 아울러 그는 서울 예술의 전당, 대전 예

의 트럼피터’라는 호칸 하덴베르거와 그의 스승

술의 전당, 춘천 문화 예술 회관, 천안 예술의 전당,

인 보 닐슨을, 그리고 독일 뮌헨 음대에서 하네스

독일 스테파누스 성당, 일본 무사시노 대학교, 핀

로이빈과 토마스 키를레를 사사하며 최고연주자

란드 리엑자홀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수

과정 디플롬을 취득하였다. 그는 핀란드 국립 오

원 시립 교향악단, 아일랜드 아이리쉬 챔버오케스

페라 오케스트라, 독일 레겐스부룩 심포니 오케스

트라, 서울 바로크 합주단, KBS 교향악단, 춘천 시

트라 부수석 그리고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

립 교향악단, 대전 시립 교향악단, 광주 시립 교향

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제42회 동아 음악 콩쿠

악단, 전주 시립 교향악단, 울산 시립 교향악단, 인

르 1위, 제4회 제주 국제 관악 콩쿠르, 제27회 일본

천 시립 교향악단, 독일 로스토크 챔버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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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좋은 인성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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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내외 여러 단체들과 협연하며 솔로 연주자
로, 그리고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런 그를 사로잡은 트럼펫의 매력이 도대체 무
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트럼펫이 거칠고 시끄러

02 현재의 소리

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에서 서울

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펫은

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의 교수가 된 그는 “모교

어떤 악기보다도 큰 다이내믹의 차이를 표현할 수

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

있다. 힘찬 팡파르를 연주할 수도 있고, 말러의 《교

고, 부족한 저를 뽑아 주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

향곡 제3번 3악장》 솔로 같은 서정적이고 목가적

로 감사하다”며 겸손한 부임 소감을 밝혔다. “연구

인 정반대의 분위기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꿈속

라고 말하며, “쳇 베이커처럼 어둡고 슬픈 멜로디

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그를 통해 모교에 대

를 연주해도 어울리고, 모리스 앙드레처럼 화려하

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 춘천이 고향

고 우아한 연주도 가능하며, 다양한 약음기의 사

인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 할 때까지도 음악을 전

용으로 여러 색채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공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한

트럼펫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계기로 트럼펫 연주를 듣게 되었고, 트럼펫의 매
력에 빠져 고등학교 음악반에서 취미로 트럼펫을

그는 트럼펫을 운동에 비유한다. “금관악기 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방

주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운동선

황하다 음악 선생님의 진지한 권유로 고등학교 2

수들이 매일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근력운동을 하

학년 때 본격적으로 트럼펫을 전공하기로 다짐했

듯이 연주자들도 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들

다. 그는 “신기하게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

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는 30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보면대 앞에 앉아

소리와 안정적인 음역을 얻는 과정이 어렵지만 음

트럼펫을 연습할 때는 멈추지 않고 서너 시간을

악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피지컬적인

해도 힘들지가 않았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전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잘 유지되

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트럼펫을 연습

어야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연주자에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고, 결정적으로 좋아하

대한 견해를 밝혔다.

는 일을 찾게 된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음악 단체인 카메

라타 안티콰 서울과 현대음악 단체인 팀프 앙상블

성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에서 연주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있

연주자가 갖춰야 할 실력, 인성, 그리고 태도를 언

다. 그에게 고음악과 현대음악에 주목하게 된 이

급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학생들에게 해주고

유에 관해 물었다. 그는 “고전주의 시대와 초기 낭

싶은 조언을 물었다. 그는 “서울대학교는 자타공

만주의 시대에는 트럼펫의 역할이 크지 않았지만,

인 최고의 학교지만, 그 안에서 찬란한 재능을 꽃

바로크 시대 음악과 현대음악에서는 트럼펫이 음

피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학생들도 있을

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솔로 악기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로서 트럼펫의 가능성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답

학생들에게 “더욱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했다. “지나치게 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

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당부했고, 반

의 작품들만 연주되는 한국 클래식 음악 환경에

면에 자신의 음악적 역량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

서,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데 작은 힘

에게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이라는 말을 되

을 보태고 싶다”라며 고음악과 현대음악에 관심

새기기며 “당장 눈앞에 닥친 학내연주, 실기시험,

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음악

콩쿠르보다는 몇 년 뒤에 하게 될 졸업 연주, 유학

에서 사용되는 원전 악기는 현대의 악기보다 연주

후의 귀국 독주회 등에서 멋진 연주를 펼치는 자

하기도 까다롭고 불안정하지만, 원초적이고 자연

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꾸준히, 그리고 길게 보고

스러운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현대음악은

연습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화성과 리듬, 음악적 언어를 통해 가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고 밝
혔다.

그는 학생들이 늘 겸손하기를 소망한다. 입시에
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
하게 자신의 길을 차근차근 다지기를 바라는 성재

“같이 연주 하고 싶은 연주자”

창 교수의 가르침 속에서 음악대학 학생들이 무럭
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성재창 교수는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
고 있을까? 그는 학생들이 “같이 연주하고 싶은
연주자”가 되기를 바란다.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
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좋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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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 주는 변화
기악과 피아노전공 김규연 교수

24
02 현재의 소리

김규연 교수는 지나 박하우어 영아티스트 국제

그는 먼저 “훌륭한 학생들과 훌륭하신 선생님들

콩쿠르 우승,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비롯

이 함께 하는 곳에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

하여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콩

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한 학기를 가

쿠르 등에서 입상하였으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

르친 소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교향악

이는 “학생들의 음악적 인생의 한 부분을 책임지

단 등과 협연하였다. 교향악축제, 카잘스 페스티

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벌, 에미나체 페스티벌, 평창겨울음악제 등 세계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좋은 교육에 대해 생각하도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카네기홀, 링컨

록 했다. 그에게 좋은 교육이란 상대방을 이해하

센터, 케네디센터 등 주요 공연장에서 활발한 연

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7년 첫 솔로 앨

다. 그는 음악을 가르치기 이전에 ‘사람’을 가르친

범 <Rameau & Schubert>가 발매되었다. 현재

다고 말하며 “학생이 어떻게 듣고, 느끼고, 생각하

‘Young Classical Artists Foundation’의 음악감

고, 표현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피

독을 맡고 있으며 프레스토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

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트로 활동 중이다.

일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

선생님은 많은 콘텐츠를 지녀야한다”는 깨달음

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매순간 느끼는 경험이

또한 전했다.

다른 그답게 좋아하는 작곡가도 본인의 상태, 상
황에 따라 매번 다르다며 “어제는 슈만이 제일 좋

2019년에도 교향악축제, 리사이틀, KCO신년
음악회 등 많은 연주를 펼치고 있는 김규연 교수

았고, 오늘은 바흐에요. 인터뷰 오는 길에도 바흐
를 들었어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는 연주를 통해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기
억한다. 순간에 느끼는 자유로움을 “마치 다른 차

김규연 교수는 학생들이 눈앞의 결과물에 너무

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예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도전하길 소망했다.

술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내면의 빈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것

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

이 연주를 계속하게 되는 일종의 동기가 된다고

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좋

말하며 예술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아한다. “모험을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무엇이든

있다고 믿었다.

지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술가, 음
악가가 되기 위한 자세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

한편 그는 연주자의 역할을 ‘재창조’라고 표현하

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

며 그것은 “(현대음악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존재

해 하고, 그 궁금함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탐구

하는 곡들을 가지고 작곡가의 내면세계를 시공간

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라며 정성어린 조언을

을 초월하여 현재의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남겼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라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성’과 ‘깊은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어렵겠지만, 열정을 가

해’를 바탕으로 음악적 영감, 색채 등을 표현하는

지고 지금 시절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음악적 영감은 어디로부터

겠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매체, 다른 예술, 이 시

는 교수로서의 목표에 대해 “학생들이 필요한 것

대의 화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 있는

을 관심 있게 보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간들이 축적되어 본인이 변화한다고 이야기하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며 일상의 순간들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

학생들로부터 많이 배워 서로 성장한다”는 그는

했다. 그에게 음악은 직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자신과 학생들의 관계를 ‘동반자’라고 칭하며 학

기 때문에 “어제 들은 연주, 가르치다가 듣는 학생

생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에 그치

들의 이야기, 리허설, 동료들과의 이야기” 등과 같

지 않고 함께 고민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은 일상에서도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감을 얻

자신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자로서 나아가는

는다는 것이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촉이 살아있

그의 진심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음악가로 성장할

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경험들을 그냥 지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치지 않는다. 한 예로 그는 이탈리아의 조용한
마을을 여행하던 중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낯선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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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AMS 교신위원 선정

“어느 날 갑자기 AMS 회장으로부터 편지가 왔

작곡과 이론전공 이석원 교수

어요. 그 편지에는 ‘2019년 교신위원’으로 선출되
었다는 내용과 함께 역대 수상자들의 명단이 있었
는데, 2018년에는 국제음악학학회(International

2019년 11월 2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국

Musicological Society, 이하 IMS)의 회장인 다니

음악학학회(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이

엘 추아(Daniel Chua)가 수상했지요. 그런 이들과

하 AMS) 총회에서 작곡과 이론전공 이석원 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

수가 교신위원(Corresponding Membership)

어지지 않았습니다.”

으로 선출되었다. AMS는 전 세계 1,000개의 기
관과 3,500명의 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북

이석원 교수의 수상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미 지역 음악학 연구의 핵심 단체이며 1937년부

그가 아시아의 음악학자로서는 최초로 AMS의

터 탁월한 업적을 보이는 음악학자들에게 서훈

교신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는 “본

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교신위원은 북미(미국과

래 교신위원 제도는 미국에서 음악학이 정착된 지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에게 수

얼마 되지 않은 1930년대에 유럽의 음악학자들과

여되는 것으로서, 1937년 음악학의 창시자인 귀

교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라

도 아들러(G. Adler)를 시작으로 칼 달하우스(C.

며, “크게 성장한 미국의 음악학계가 이제는 아시

Dahlhaus), 에곤 벨레즈(E. Wellesz) 등의 석학들

아 음악학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어

이 이 서훈을 받았다. 이석원 교수는 이들과 나란

느 유명 영화감독의 말마따나 ‘미국 지역에서만

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웠고

한정되어’ 발전하던 학문적 커뮤니티가 아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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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AMS에 첫 교신위원

학회가 만들어진 건 2011년도였습니다. 당시 IMS

제도가 생겨난 지 무려 83년만이다.

회장이었던 틸먼 제바스(Tilman Seebass) 교수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도와주고 서울대에서 열린 창

이에 대해 이석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 음악학

립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원한 덕분에 대만, 홍

이 충분히 성장하고 저력이 갖추어진 덕분”이라

콩, 일본, 중국, 한국 다섯 개 지역이 함께하는 IMS-

고 이야기했다. 그의 유학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

EA 지부가 만들어졌지요. AMS가 아시아에 손 내

대학의 음악학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학생을 뽑

민 것이 2019년이었다면, IMS가 아시아에 손을

는 것을 주저했을 정도로 두 문화권 사이에 높은

내민 건 201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벽이 존재했다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변화는
한국 음악학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인식

이석원 교수는 이러한 자신의 발자취가 현재 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하는 음악학자들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

석원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제

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동안 저력이 축적되어 저

학계에서 아시아 음악학이 미치는 영향력을 꾸준

의 세대에서는 한계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히 확대시켜왔다. 아시아의 음악학자들이 집중적

일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으로 모여 학술적 장을 펼칠 수 있도록 IMS의 동

것이다. 또한 앞으로 활동하게 될 우리나라의 음

아시아지부를 설립한 것 또한 그의 성과 중 하나

악학자들이 국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이다.

를 바란다는 진심어린 당부도 덧붙였다. 자신보다
는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그를 통해 ‘저력’이라

“국제 학계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일부분이 되

는 말의 뜻을 다르게 되새겨보는 바이다.

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1990년대부터 IMS와 교류
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글_ 음악과 음악학전공 석사과정 유태연

리뷰

음악대학-시흥교육지원청 업무 협약 체결
2020년 2월 4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인재양성과 시흥 학생 음악교육 및 공연예술 특성화 교육을 추
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 연계 협력하고 청소년의 음악 체험과 공연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체결식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이루
어졌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전상직 학장, 최은식 교무부학장, 김승근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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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을 통해 시흥과 서울대학교는 보다 긴밀하게 교류하고 지역사회 예술 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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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서울대학교
음악멘토링 현황

미를 느끼도록 하고, 더 나아가 클래식 음악에 흥미
를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경쟁적인 악기 교습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오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스트라 합주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같이 함께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

는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을 함양

김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시키는 것이 본 멘토링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표이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음악멘토링은 그 중 하나로

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 목표에 힘입어 멘토링에 참

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프로

여한 학생의 수 또한 증가해 2020년 현재 약 70여

젝트에서 음악대학의 지도교수들이 전공별로 선

명의 시흥시 청소년들이 악기 교습을 받고 있다.

별한 학생들은 시흥시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학
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멘토-멘티의 관계를

음악멘토링 사업 외에 2019년에는 시흥시 학교

맺고 매주 악기 교습을 진행한다. 프로젝트에 참

오케스트라 지도자 과정을 마련하여 시흥시의 학

여한 학생들은 단순한 악기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교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서울

관계를 넘어 멘토와 멘티로서 친밀하고 유대적인

대학교 전공교수들이 직접 오케스트라 운영방식,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관·현·타악기 악기론, 지휘법 등을 지도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흥시 학교 오케스트라 중 시흥시청
대상이 되는 악기는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처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를 포함하여 오
케스트라 합주에 필요한 오보에, 호른, 트럼본, 팀
파니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적인 악기 교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악기에 흥

의 추천을 받은 2~3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오케스
트라 컨설팅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뷰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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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악캠퍼스
와 연건캠퍼스 곳곳에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시
낭송 등 여러 분야의 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예술주간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은 예술계 복합연
구동(74동) 오디토리엄에서 문학, 음악, 영상이 하
나가 된 융합 콘텐츠 ‘영원한 순간’이 장식했다.
음악대학에서는 총 14개의 공연을 선보였다. 그
중 9월 24일에는 가장 많은 공연이 있었다. 문화
관 앞 야외무대 연주회와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열린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행사에서는 각각 국
악과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였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예술주간 특별 화요음악회
로 음악대학 윈앙상블의 연주가 우리의 귀를 즐겁
게 해주었으며, 연건캠퍼스에서도 간호대 로비콘
서트, 연건캠퍼스 카페콘서트를 통해 아름다운 선
율이 수놓아졌다.

9월 25일에는 아시아연구소 3층 로비에서 ‘아시

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안 뮤직 콘서트’가 열렸다. 중국 악기인 얼후와 해
금이 함께 연주하는 중국음악 《채운추월》, 해금

마지막 9월 27일에는 문화관 앞 야외무대에서

창작곡인 《계명곡》 등의 아시아음악과 스페셜 게

관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사운드 오브 윈즈’ 공연

스트 사위(SAAWEE)팀의 연주가 관객들의 귀를

이 진행되었고, 같은 시간 연건캠퍼스 융합관 앞

즐겁게 해주었다. ‘하프와 함께 하는 실내악’이 진

마당에서는 실내악 연주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행된 예술계 복합연구동 2층 발코니에서는 교류

행사는 음악대학 55동 Space PENTA에서 열린

학생 중 작곡전공 학생의 음악이 서울대학교 음악

‘Borderless Concert’가 장식하였다. 음악대학 학

대학 학생들에 의해 연주되었고, 관악학생생활관

생들과 해외 교류학교 학생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작은음악회가 태국 학생들의 피아노 연주와 실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서로가 가진 예술적 역

악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량을 즐겁게 공유하자는 이번 예술주간 행사의 취
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9월 26일에는 음악대학의 각 과에서 다양한 공
연을 열었다. 문화관 앞 야외무대에서 성악과 중
창단 공연이 진행되었고, 국악관현악실에서는 창
작음악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예술계 복합연구
동 2층 발코니에서는 6명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들이 ‘SNU MUSIC 실내악 연주회’를 열어 아름

글_ 음악과 국악전공 석사과정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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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주간 교류학생 인터뷰
음악대학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 Space @SNU’가 열렸다.
이를 맞이하여 음악대학과 교류를 맺은 영국 왕립음악원과 대만의 중국 문화대학과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그리고 태국 PGVIM에서 각각 교류학생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예술주간 기간 동안 연주뿐 아니라 국악기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으며, 한국음악 공연들을 보면서 문화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교류학생 중 두 학생들의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감과 인상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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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영국 왕립음악원, Royal Academy of Music)
Ryan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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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you choose to come to Seoul

회를 얻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기

National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술주간에 참여함

교류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오기로 결정

으로써 음악 연주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뿌듯했던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서울대학교가 한국에
Ryan

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 ‘아트 스페이

How did you feel about learning The Korean

스’(Art Space)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방

musical instrument ‘Gayageum’?

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음악 연주자로서 저

일정 중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에 대해서 배우

는 서울대학교의 재능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이번

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 듣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

싶습니다.

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악
Thomas

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

저는 예술주간 ‘아트 스페이스’ 축제의

다. 피리, 해금, 대금 그리고 가야금까지 악기를 보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고 배우고 무엇보다 들어보는 것이 저에게는 그

매우 기뻤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에 대해서 많

자체로 커다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이번에 방문할 수 있는 기

한민지(국악과·15), 박종찬(국악과·15) 등 국악과

Thomas

학생들에게서 가야금을 배우고 연주하는 세션을

What was the hardest thing at Seoul National

가졌는데, 가야금을 농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

University?

고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매우 재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시간 중 힘들었거나 개선되

미있었습니다.(웃음)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영어 회화
가야금을 연주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

Ryan

에 그리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야금은 매우 아름

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다운 소리를 가진 악기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

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음악으로 아이디어를

소리를 내기 위해 매우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악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야금이야말로 한국음

생각합니다.

Ryan

악을 대표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You have experienced Korean music during this
exchange period. What was your impression of
What was the best thing at Seoul National

Korean music?

University?

이번 방문기간 동안 한국의 전통음악들을 듣고 경험

서울대학교에서의 시간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국음악에 대해

라고 생각하나요?

느낀 인상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음악의 색채, 악기에 사용되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간
Thomas

은 작곡과 이신우 교수님의 수업에서

Ryan

여러 도구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여

작곡과 학생들을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학

러 다양한 방법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모

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들의 음악에

든 점들이 분명히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을 보여준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은 제게 매우 귀중한 경험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작품들을 배우는

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의 작품을 훌륭하게

방식이나 표기하는 방법 등이 구전되어 내려왔다

연주해준 김승희(기악전공·석사17), 김혜지(기악

는 점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전공·박사16)연주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예술적인

또한 이번 방문을 매우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

색채가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준 서울대 많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서울대에서 들은 다양한 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연코 서울대학

Thomas

서트들에서 한국음악에 대한 깊은 인상

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

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악기에서 마찰이 일어날

니다. 특히 국악과 학생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때 음고와 음색의 표현들이 제게는 가장 신기한

수 있었습니다. 국악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점 중 한 가지였습니다.

Ryan

대한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친절하고 겸손했던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인터뷰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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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관악구 지

타 또한 매우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했다.

역주민을 위한 전석 초대 음악회로서, 어느덧 교
내에 한정되지 않고 관악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10월 8일에 열린 두 번째 공연은 서울대학교 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10월

악대학에 새로 부임한 강사진들의 무대가 ‘음악대

1일을 첫 시작으로 10월 8일, 10월 22일, 10월 29

학 뉴패컬티’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본 공연은 국

일, 그리고 11월 5일까지 총 다섯 번의 공연이 서

내 최고 강사진들의 무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울대학교 문화관(73동) 중강당에서 열렸다.

는 점에서 그 어떤 때보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음
악회였다. 기타의 박종호, 바이올린의 김정연, 문

10월 1일 첫 번째 공연은 서울대학교 ‘챔버 음악

지원, 신희선, 색소폰에 최진우, 피아노에 송유진,

프로젝트’(SNU Chamber Music Project)라는 주

그리고 정민정까지 가르침의 길에 들어선 국내 최

제로 꾸려졌다. 챔버 음악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

고의 연주자들로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무대

러 실내악 팀들이 출연하였다. 우선 Luz 콰르텟

였다.

(윤덕희, 최지원, 김성원, 김예진)이 차이코프스키
의 《현악4중주 제1번》을 연주하였고, 작곡가 여수

10월 22일에 열린 세 번째 연주는 서울대학교

연의 작품 《옛소리》(Sound From The Past)를 주

‘국악과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자리

정현과 함께 연주하였다. 안용헌과 신경식이 연주

로 꾸며졌다. 국악과 교수진들과 동문연주단이 함

한 스페인 음악 《로마네스카》와 슈베르트의 소나

께 자리한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 국악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

의도를 가감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많은

미가 담겨있었다. 특히 이 공연은 《영산회상》, 《심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OST들을

청가》 등의 정통 국악작품으로 시작해 이성천의

준비된 영상과 함께 앙상블의 연주로 들을 수 있

《원과 직선의 사이》, 변계원의 《일상》 등 오늘날

었기에 더욱 생생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새롭게 작곡된 창작국악 연주로 마무리되어 국악
의 오늘과 미래를 감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
였다.

11월 5일 플루트전공 윤혜리 교수와 SNU 목관
앙상블이 2019년도 하반기 화요음악회의 마무리
를 장식하였다. ‘바람의 신, 에올의 노래’라는 주제

10월 29일, 네 번째 공연은 작곡과에 새로 부임

로 꾸려진 연주는 퀸텟, 듀오 등을 비롯하여 다양

한 이지수 교수의 작품들로 꾸려졌다. ‘Balance’라

한 조합의 관악 합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였다.

는 주제를 가졌던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창작 작

윤혜리 교수와 함께 수학하고 있는 플루트 클래스

품 《Music for Arirang》을 비롯하여, 영화 등 영상

학생들은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유감 없이

매체에 수록되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보여주었다. 특히 관객들이 악기에 친숙해질 수

지수 교수의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바이올린에 이

있도록 해설의 시간을 마련하고 소통함으로써 지

경선 교수와 피아노에 노예진, 그리고 스누투오지

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미 있는 연주회였다.

앙상블이 연주자로 참여하였고, 이지수 교수가 직
접 지휘를 맡아 연주함으로써 연주에서 작곡가의

글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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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스트링 앙상블

SNU 심포닉 밴드 가을정기연주회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11월 27일 늦은 7시, 서울대학교 49동

12월 3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

12월 10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콘서트홀에서 SNU 스트링 앙상블의

서 SNU 심포닉 밴드의 가을 정기연주

대강당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이번 공연에는 기타 김

회가 열렸다. 김형찬 교수가 지휘한 이

연주가 있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

효리, 첼로 공예은, 그리고 하프의 신지

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라는 장윤성 교수의 지휘로 세 개의 협

원이 참여했고, 지휘자 강창우가 앙상

손민이 협연한 올리버 편곡의 로시니

주곡을 연주하였으며, 음악대학의 교

블을 이끌었다. 가을이 물러가고 추위

(G. A. Rossini)의 《관악앙상블과 클라리

수와 강사진들이 협연에 참여하였다.

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계절에 청중들

넷을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곡》을 포함

첫 번째 무대에서는 플루트 윤혜리 교

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연

해 리드의 《하운즈 오브 스프링》, 아놀

수와 하프 김아림의 협연으로 모차르

이었다.

드의 《네 개의 스코틀랜드 춤곡》, 슈트

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K.

라우스의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299》가 연주되었다. 이어서 박종화 교

장난》이 연주되었다. 유쾌한 선곡을 통

수(피아노)와 성재창 교수(트럼펫)의 협

해 청중과 소통하는 SNU 심포닉 밴드

연으로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

의 장점이 발휘된 공연이었다.

의 《피아노와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제1번, Op. 35》가 연주되었고, 바이올
린 이경선 교수와 첼로 김민지 교수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Op.
102》를 마지막으로 공연이 마무리되
었다. 관객들은 이번 연주를 통해서 학
생들과 스승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하모니를 들을 수 있었다.

국악과 실내악과 협연의 밤
11월 29일, ‘국악과 실내악과 협연의 밤’ 연주회가 열렸다. 송지섭 작곡의 《Gravity》
를 시작으로 박영란 작곡의 《빛을 향해》, 손성국 작곡의 《정선이 타령》, 도널드 워맥
작곡의 《소리》(Sori), 김성국이 작곡하고 이승훤이 지휘한 《거문고 협주곡 ‘침묵’》 등
깊은 색채를 보여주는 연주들로 구성되었다.

37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런치콘서트

12월 17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

제9회, 제10회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음악대학 Space PENTA에서는 11월과

홀에서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

연주회가 11월 20일 서울대학교 중앙

12월에 걸쳐 ‘런치콘서트’ 시리즈가 열

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

도서관 관정관 2층 관정마루에서, 그

렸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지휘전공 학

리고 12월 12일 중앙도서관 관정관 1

런치콘서트는 실내악을 비롯한 앙상블

생들의 지휘 아래 5곡의 작품이 연주

층 로비에서 열렸다. 제9회 연주회에서

콘서트는 물론, 워크숍 등의 다양한 형

되었고, 박서현(바이올린), 강예주(첼

SNU 실내악연주단이 바흐(J. S. Bach)

태로 공연을 제공하였다. 또한 서양 고

로), 전재현(피아노), 전진형(피아노) 등

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4번, BWV

전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현대

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시벨리우

1010》 중 ‘프렐류드’, 바흐의 《기타 독

의 황병기와 백병동, 이영자 등 한국을

스(J. Sibelius)의 《바이올린 협주곡, Op.

주곡, BWV 998》 중 ‘프렐류드’와 ‘알레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창작음악을 고루

47》, 드보르작(A. Dvorak)의 《첼로 협주

그로’, 스메타나(B. Smetana)의 《현악4

편성하여 청중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곡, Op. 104》, 슈만(R. Schumann)의 《피

중주 제1악장》, 하이든의 《현악4중주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런치콘서트’ 시

아노 협주곡, Op. 54》, 라흐마니노프(S.

‘황제’ 제2악장》을 들려주었다. 도서관

리즈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Rachmaninoff)의 《피아노 협주곡, 제2

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로서, 12

번, Op. 18》,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아 포스터 전시회를 하고 있어 독특한

월 18일 ‘나비의 연가’라는 주제의 무대

Op. 67》이 연주되었다.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졌다. 제10회 연

를 끝으로 2019년도 2학기 콘서트를

주회는 2019학년도 2학기 종강을 맞

마무리하였다.

이해 열렸다. 가야금 박종찬, 아쟁 박수
경, 대금 김상봉, 해금 변주현, 타악 황
규창, 피아노 한지윤이 영화 ‘겨울왕국
2’ OST인 《Into the unknown》, 《추풍
여변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Sunlit》, 그리고 《Feliz Navidad》를 연주
하며 지나가는 누구든 발걸음을 멈추
고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
을 만들어냈다.

글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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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음악대학에서는 국
제 피아노 아카데미(SNU International Piano

02 현재의 소리

Academy, 이하 IPA)가 개최되었다. 기악과 피아
노전공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제1빈악파’와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의 ‘제2빈악파’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벌써

11회를 맞는 IPA는 마스터클래스와 렉쳐 콘서트,
콜로키움,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었다.
특히 이번 IPA는 네 번의 마스터클래스를 진
행해 피아노전공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
었다.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요시카즈 나가이
(Yoshikasu Nagai) 교수, 이대욱 교수, 신수정 교
수, 빈 국립 음대 얀 이라첵 폰 아르님(Jan Jiracek

von Arnim) 교수의 마스터클래스는 학생들의 배
경지식, 음악성, 그리고 테크닉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제1빈악파’를 중심으로 한 다양

통해 ‘제2빈악파’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

한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채웠다.

간을 가졌다.

IPA 셋째 날 진행된 콜로키움은 쇤베르크의 《피

마지막 날 진행된 <Music of the Viennese

아노 모음곡, Op. 25》,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Classic>이라는 주제의 정기연주회는 과연 2019

Op. 27》,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Op. 1》을 주제

IPA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로 진행되었다. 이민정 교수가 총 진행을 맡은 본

정기연주회에는 파치올리 피아노의 창립자인 파

콜로키움은 안미현과 정상욱, 최현호의 발표로 진

올로 파치올리(Paolo Fazioli)가 참석하여 더욱 의

행되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토의를

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파치올리는 본 소식지와

노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
의 목표라고 말했다.
관객들은 정기연주회에
서 사용된 파치올리 피아노
를 통해 그의 소리철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피
아노전공 학생들의 연주와
무대에서 사용된 파치올리
피아노의 아름다운 색채감
이 조화되어 IPA의 마지막
연주가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후 콘서트홀
앞에서 리셉션이 진행되어
모두가 어울려 IPA의 마지
막 피날레를 즐겼다.
의 인터뷰를 통해 소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

이번 IPA는 피아노전공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혔다. 그는 피아노의 소리에서 ‘깨끗함과 다양한

여와 함께 서양음악사의 거대한 두 축인 ‘제1빈악

색채감, 셈여림의 폭’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또

파’와 ‘제2빈악파’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풍

한 “포르테(f)보다도 피아니시모(pp)를 구현해 내

성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IPA를 통해 모든

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로 들며, “그 점에 있어

참여자가 한 단계 발전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서 피아니스트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갖게 되었길 소망한다.

이 피아노 엔지니어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했
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소리로 이탈리아의 ‘벨 칸
토’(Bel canto)를 이야기하며, 이러한 소리를 피아

글_ 기악과 피아노전공 김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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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주축으로 발돋움하는 음악대학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

서울대학교는 2016년부터 우수한 연구업적을 창출해내는 학과를 대상으로
국제적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4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세계로 발돋움하는 음악 교육의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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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텔레매틱 콘서트(Telematic Concert), 세계 속의 SNU MUSIC,
오리엔트 익스프레스(The Orient Express)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텔레매틱 콘서트

01

‘텔레매틱 콘서트’는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새로운 연
주 형태이다. 발전하는 미디어와 통신 기술에 힘입어 지구촌
의 각기 다른 지역을 연결하고 라이브 콘서트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텔레매틱 콘서트의 핵심이다. 10
월 25일에는 이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인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CalArts)의 데이비드 로젠붐(David Rosenboom) 교수가 방문
하여 강연을 펼쳤다. ‘Music of Many Nows’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로젠붐 교수는 칼아츠에서 진행했던 선구적인 오페라
와 실험들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독일을 잇는 인터넷 라이브 콘서트로서 텔레매
틱 콘서트는 1월 22일 수요일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Consonance of Peace’라는 주제의 이번 콘서트는 베를린 기술대학, 스탠포드대학, 서울대학교가 공동
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허윤정 교수(거문고)와 박종화 교수(피아노), 기타리스트 정
수욱, 대금연주자 이아람, 여창가곡 명인 강권순이 참여하였으며, 실험적인 음악을 통해 기술적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연주를 선보였다.

세계 속의 SNU MUSIC

02

703》, 드보르작의 《현악5중주 내림마장조, Op.

97》 등 국악과 클래식이 함께하는 다양한 레퍼토
‘세계 속의 SNU MUSIC’ 프로젝트는 연주를

리들로 무대를 빛냈고, 19일 연주에서는 김종록

통한 교류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작곡의 《The Study of Existence》가 개작초연되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음악대학의 최은식 교수

었다. 또한 17일과 18일에는 미시간 대학교와 미

와 이지영 교수가 이끈 ‘SNU Music Ensemble’

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각각 한국학/인류음악학

팀에는 장구 곽아영, 대금 김종록, Luz 콰르텟(윤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덕희, 최지원, 김성원, 김예진)이 참여하였으며,

‘SNU MUSIC Ensemble’은 뛰어난 연주를 통해

인디애나 음악대학과 미시간 대학, 미시간 주립

서울대학교를 홍보하고 세계에 국악을 알리는 초

대학에 방문해 연주회를 열었다. ‘SNU MUSIC

석을 다졌다.

Ensemble’은 《청성곡》, 《가야금 산조》를 비롯하
여 이지영 작곡의 《청성곡》, 도널드 워맥의 《인
터트와인드》,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다단조, 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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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익스프레스
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한국 국악기와 창작음악의
세계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음악학자의 라운드 테이블과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되
었으며, 커티스 음악원의 데이비드 러드윅(David Ludwig) 교수와 왕립 버밍엄 음악원의 조 커틀러(Joe

42

Cutler) 교수가 참여하였다. 20일에 열렸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신진음악학자 손민경과
김석영이 각각 국악기를 사용한 한국 창작음악의 역사 및 현재의 경향을 짚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

02 현재의 소리

졌으며, 21일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박종화 교수 및 음악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여
창작음악 연주를 선보였다. 러드윅 교수와 커틀러 교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글_ 음악과 음악학전공 석사과정 유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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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방문 연주회

44
02 현재의 소리

2019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Eine Kleine

Space PENTA에서는 ‘한국-헝가리 수교 30주

Nachtmusik) ,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세레나데 제

년 기념 리스트 음악원(Liszt Ferenc Academy of

2악장 ‘왈츠’》 등 잘 알려진 레퍼토리들을 연주하

Music) 방문 연주회’가 열렸다. 헝가리 부다페스

여 일반 관객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갔다.

트에 위치한 리스트 음악원은 수교 30주년이라
는 양국의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예술적 교류의

본 연주회는 홀을 가득 채운 서울대 구성원들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방문

많은 관심 속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

했다. 이번 연주에서는 라슬로 보르벨리(Laszlo

리에 막을 내렸다. 국적을 넘나드는 예술의 힘이

Borbely)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크사바 팔피(Csaba

증명된 순간이었다. 앞으로 리스트 음악원과의 다

Palfi) 교수의 클라리넷 연주를 비롯하여 12명의

양한 상호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트 음악원 현악 합주단이 연주자로서 참여
하였고, 이들은 바흐부터 바르톡에 이르는 다양
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또한 모차르트의 《아이

글_ 작곡과 이론전공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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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교류 방문

윤혜리 기악과 관악전공 플루트 교수가 2020년

Helsinki)의 일부다. 헬싱키 예술대학은 핀란드

1월 17일 금요일 및 18일 토요일에 헬싱키 시벨리

의 문화예술이 집결된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대

우스 아카데미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의 교

표적인 대학으로서, ‘미술 아카데미’(Academy of

류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다. 윤

Fine Arts), ‘연극 아카데미’(Theatre Academy),

혜리 교수는 바흐(C.P.E. Bach)의 《라단조 협주

그리고 핀란드 유일의 음악대학에 해당하는 ‘시

곡》, 슈베르트(F. Schubert)의 《변주곡》, 뒤티외

벨리우스 아카데미’(Sibelius Academy)로 구성된

(H. Dutilleux)의 《소나티네》 등 고전부터 현대에

다. 특히 시벨리우스 아카데미는 1882년 헬싱키

이르는 플루트의 중요 레퍼토리를 다뤘으며, 총

음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학생 중 한

12회의 클래스를 통해 마스터클래스 참가 학생

명이었던 유명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및 참관 학생들 전원에게 플루트 연주의 음악적

1865~1957)의 이름을 따서 지금과 같은 대학 명

표현 및 작품의 음악적 관점에 대해 강도 높은 교

을 갖추고 1998년에 정식 인가됐다.

육을 진행했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지난 11월 4일과 5일 서울
시벨리우스 아카데미는 총 세 개의 대학으로

대학교 음악대학을 찾은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구성된 헬싱키 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페트리 알란코(Petri Alanko) 교수의 초대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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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지난 가을 서울대학을 방문했던 알란코 교
수는 서울대학교 기악과 관악전공의 플루트 학생

6명 및 플루트전공 전체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회를 진행했으며, 서울대학
교에서의 방문 경험에 대해 “모든 학생이 뛰어나
며 음악성과 개성을 갖추고 있어 훌륭한 연주자
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알란

를 넓힌다는 점, 그리고 유럽 안에 있으면서도 자

코 교수는 도플러나 구노(Gounod) 등과 같이 학

국의 음악 전통 및 지방색이 짙은 핀란드의 독특

생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플루트 레퍼토리에 대

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당시 플루

한 두 대학의 플루트전공 교수이면서 활발한 음악

트 클래스가 준비하고 있었던 ‘화요음악회’의 다

활동을 펼치고 있는 페트리 알란코 교수와 윤혜리

양한 실내악 레퍼토리에 대해서도 티칭을 진행하

교수의 교류는, 단순히 대학 차원의 협력을 넘어

여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큰 도움

양국 학생 및 교수진의 합동 음악회 등으로 이어

을 주기도 했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와의
교류는 국제화시대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시야

글_음악과 음악학전공 박사과정 이민희

국제교류

존 링크와 함께하는
음악연주학 심포지엄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74동 오디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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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악연주학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양음악
연구소가 주최한 본 심포지엄은 음악인지과학 분
야의 최신 연구 발표들로 이루어졌으며, 캠브릿
지 음악대학의 교수인 존 링크(John Rink)가 기
조강연자로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이석원 교
수가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 존 링크 교수
는 ‘연주실제와 이론 사이’(Between Practice and

Theory: Performance Studies and/as Artistic
Research)라는 주제로 음악 연주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동향과 가능성에 대해 개괄하였다. 이어서
연세대학교의 송무경 교수는 ‘연주자의 초견 전
략’에 대한 주제로 흥미로운 발표를 이어갔다.
존 링크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의 신진 음악학자들이 참신한 발

좁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해당

표를 통해 이끌어 나갔다. 임여은 연구자의 ‘초견

분야의 전문가와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 성과

연주에서의 시선 추적 연구’ 발표에서는 악보를 읽

를 공유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짚어볼 수 있는 귀

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연주자가 악보를 독해하

중한 시간이었다.

는 방식을 실험적으로 추적했고, 마지막으로 서유
정 연구자의 ‘첼로 연주에서의 표현적 타이밍의 질
적 연구’에서는 음악 연주에서의 표현성을 질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음악 연주에 대한 과학적이
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글_ 음악과 음악학전공 석사과정 유태연

03

어 우 러 지 는

소 리

마스터클래스

2019 2학기 학과별 마스터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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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악계에서는 점차 해외 유명 콩쿠르

성악과에서는 해외의 유수한 성악가들과 함께

수상자가 많아지고, 오페라의 주역이나 세계적인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콜라치키

무대의 협연자로 세계 각국을 누비는 음악인들이

(Maurizio Colacicchi)를 통해 마스터클래스를 열

많아지고 있다. 그 음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

었다. 또한 우수한 성악가에게 부여하는 독일의

우들을 전수받을 기회는 없을까? 서울대학교 음

명예 타이틀인 ‘Kammersänger’의 주인공 소프

악대학은 각 과마다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배움의

라노 헬렌 권(Hellen Kwon)을 초청해 마스터클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래스를 개최하였다.

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어떠한 마스터클
래스들이 있었을까?

지휘전공에서는 빈 국립음대 교수인 시몬 피
론코프(Simeon Pironkoff)를 초청해 9월 17일부

관악전공은 이번학기 총 11번의 마스터클래스
를 진행했을 만큼 각 악기별로 마스터클래스가 골

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휘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고루 이어졌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페트리 알
란코 교수와 헝가리 음악원의 크사바 팔피 교수를

피아노전공에서는 10월 4일 롱-티보 국제콩

시작으로 호른, 바순, 튜바, 테너트롬본, 트럼펫 등

쿠르 우승자이자 그라모폰 어워드 최우수 연주

의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마스터클래스

앨범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Pascal

가 진행되었다.

Roge)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다. 또한 서울대
학교 동문이자 현 텍사스 주립대학(UTA) 교수로

현악전공에서는 기타리스트 파비오 자논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조영현과 함께 10월 28일

(Fabio Zanon)과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오노레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Philippe Honore), 보스턴 음악대학의 마르쿠스

글_ 작곡과 이론전공 박지현

플라치(Markus Placci),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김(David Kim)을 초청하여 마스
터클래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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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도서관: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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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 음악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

격을 통해 더욱 체계화 된 관리와 확대된 지원을

던 ‘음악대학 자료실’이 중앙도서관의 분관도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

관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기존 8개의 의학도서

교 음악도서관이 더 많은 연구자와 예술인들을 뒷

관, 사회과학·경영·농학·수의학·국제학·치의학·

받침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도서관으로

법학도서관 분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거듭날 것을 기대해본다.

소속의 ‘음악도서관’으로 등록되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우수한 예술가와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음악도서관은 1959년 처음 음악자료실을 열었

데 일조해왔던 음악도서관은 이번 분관 도서관 승

고, 1962년에 정식 개관하여 한국 클래식 음악과

음악도서관 소장자료
구분

악보

단행본

참고도서

CD

DVD

책(종)수

22,011

5,578

277

11,713

670

대출 규정
대출책수

대출기간

이용자 구분
악보

단행본

멀티미디어

악보

단행본

멀티미디어

교원

20책

30책

10종

20일

60일

20일

대학원 재학생 연구생

10책

20책

5종

10일

30일

10일

학사과정 재학생

10책

15책

관내이용

10일

14일

관내이용

반납 및 연체료 규정
구분

내용

타관반납

음악도서관 ⇄ 중앙도서관

연체료인상

1책권 / 1일당 200원
※ 예약도서 300원

국악 분야에서 교육적·학문적 연구의 뒷받침을

대출 권수는 확대되었고, 이용자의 신분에 따라

해왔다. 현재 위치한 음악도서관은 55동 지하에

권 수와 기간이 달라졌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

서 2017년 74동 예술계 복합연구동으로 이전함

대출한 책 - 단행본에 한함 - 을 음악도서관에, 반

으로써 더 다양한 자료와 쾌적한 환경을 구성원들

대로 음악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중앙도서관에 반

에게 제공하고 있다.

납할 수 있으며, 추후 다른 분관에도 확대할 예정
이다. 연체료는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라 기존 100

음악대학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소속
됨에 따라 음악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던 기존 만

원에서 200원, 예약도서는 100원이 추가되어

300원으로 인상되었다.

오천 종의 악보와, 중앙도서관 참고 자료실에 보
관되어 있던 악보들까지 모두 음악도서관에서 대

음악도서관은 자료실과 열람실에도 더욱 쾌적

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악보

한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열람실에는 공기청

와 절판되어 구할 수 없었던 악보, 작곡가 전집 등

정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자료실의 서가교

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체 및 CD장을 새롭게 교체하여 보다 더 접근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도서 검색과 복사, 스캔 등 자

분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음악도서관의 대출 규

료이용에서도 효율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보

정과 상호대차, 타관 반납 등 여러 가지 서비스 규

이고 있다. 이제 음악도서관은 악보와 음악자료의

정 또한 바뀌게 되었다.

수집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나가고 있다.
글_ 음악도서관 담당관 김승우

축하합니다

수상자 명단
성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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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호

16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이민서

18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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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19

제 24회 음악춘추콩쿠르

3위

김요한

18

제 38회 해외파견콩쿠르

3위

이다솔

18

제 32회 한국성악콩쿠르

3위

제 45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제 68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제 25회 수리음악콩쿠르

장려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제 32회 한국성악콩쿠르

2위

한예원

17

성악

금호 영아티스트 선발

박누리

박상민

17

17

제 5회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성악콩쿠르

1위

제 28회 성정음악콩쿠르

은상

제 37회 대구성악콩쿠르

장려

제 32회 한국성악콩쿠르

1위

제 24회 음악춘추콩쿠르

남자 1위

제 25회 수리음악콩쿠르

남자 장려

제 45회 중앙음악콩쿠르

작곡부문 3위

International Antonin Dvorak Composition Competition

variation special prize

작곡과
정철헌

18

임수연

17

작곡

국악과
박소희

17

제 28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홍하은

16

제 28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은상

박종찬

15

제 28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동상

제 16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통령상

제 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장려상

김현채

박사13

김혜원

17

정유경

18

유소은

19

김보경

17

가야금

제 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장려상

제 4회 부암국악콩쿠르

일반부 현악2위

제 8회 영암 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우수상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은상

제 17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금상

제 17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은상

제 28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우륵대상

이화영

석사09

제 17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박정은

15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가야금부문 금상

김정민

17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가야금부문 동상

홍하은

16

제 3회 가람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현악부문 장려상

윤지현

석사18

2019 KBS 국악대경연

전체대상 및 현악부문 금상

김진서

15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박진희

15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거문고 부문 동상

박정민

석사16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송아정

18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문지영

19

제 22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거문고

김대곤

박사18

2019 KBS 국악대경연

관악부문 금상

이헌준

석사17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박병재

14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신재현

15

박수빈

18

대금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 부문 은상

최종윤

15

제 3회 가람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관악부문 최우수상

이현정

18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이준혁

19

한단비내린

16

박소영

13

변주현
최은지
김수진

17

피리

제 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동상

제 35회 동아음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제 19회 명창박록주 전국국악대전

관악부문 우수상

제 3회 가람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관악부문 대상

석사19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16

제 11회 대한민국 국악제

대상

제 17회 전국국악대전

기악부문 우수상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정가부문 은상

해금

아쟁

이유림

16

제 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금상

최여완

17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정가부문 동상

제 39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은상

조수황

15

제 22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

한국음악상

젊은음악가상

정가

판소리
김소원

19

손성국

15

작곡

제 13회 순천전국국악경연대회

2위

2019 유니뮤직레이스

우수상

제 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작곡부문 대상

2019 대학국악작곡축제

우수상

제 29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작곡부문 우수상

김영상

12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김사라

15

제 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동상

이찬우

18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노희성

17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문성우

19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심소현

17

제 7회 HDC영창콩쿠르

장려

김강태

16

이린다

17

김승희

18

기악과

피아노

제 26회 KBS한전음악콩쿠르

1위

2019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3위

2019 Tel-Hai International Concerto Competition

1st prize

2019 성정음악콩쿠르

2위

제 7회 영창뮤직콩쿠르

우수상

원아현

19

한미피아노콩쿠르

3위

박지은

18

5th Marbell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2nd prize

김유진

17

Kirov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ompetition

Senior category 2nd prize

제 7회 영창뮤직콩쿠르

우수상

홍예경

석사19

신인음악콩쿠르

2위

김보영

18

유우연

박사18

18th International Flute Competition Friedrich Kulau 2019

Duo 3rd Prize

플루트

조은비

17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플루트 부문 2위

이유진

19

오보에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오보에 부문 1위

김우아

18

바순

제 59회 동아음악콩쿠르

바순 부문 3위

제 74회 제네바 국제 콩쿠르

타악기 부문 1위 및
모든 6종류 스페셜상

Majaoja Percussion Competition, Tampere Finland 2019

1st Prize

박혜지

10
타악기

김지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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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쿠르 우승자 인터뷰
음악인들에게 있어서 콩쿠르는 언제나 뛰어넘고
싶은 목표이자 열려있는 가능성의 무대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매

56

제네바 국제콩쿠르 우승
박 혜 지

학기 음악대학에는 국내와 국외의 콩쿠르에서 좋
은 결실을 거둔 학생들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다.
본 지면에서는 그 중 두 명의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도전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에

03 어우러지는 소리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기대한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타악 부문 우승뿐 아니라 3개의 청중상, 야마하
영아티스트상, Bergerault 마림바상, Temple de

Jussy 연주회상까지 ‘7관왕’이라는 영광의 주인공
박혜지이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분명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기에 결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습
니다.”

본 콩쿠르의 모든 라운드를 거치기 위해서는 13

“음악을 향한 열정과, 노력과, 실력이 있다면 불가

곡을 소화해야 했고, 곧 이어 예정되어 있던 졸업

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청소년들의

연주와 다른 콩쿠르 일정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콩

희망, 타악기 계의 희망, 그리고 한국의 희망이 되

쿠르 준비기간이었다고 말했다. 평소 체력을 위해

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꿈이 거창해서 이루기까

하루 연습시간으로 9시간을 넘겨본 적 없던 그도

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웃음)”

이번엔 예외였다. 주말도 휴일도 잊은 채 달려왔
고, 하루 12시간씩 연습에만 몰두하였다. 반복되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다.

는 연습에 지칠 때면 “이번이 큰 콩쿠르에 나갈 수

기대하지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콩쿠르라고 생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각했기에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

수 없어” 라고 외치며 버텨나갔다. 또한 결과만이

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값진 경험으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결과 외에도 얻을 수 있는

써 만족하고 있었는데 수상의 영예까지 얻었으니

값진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실력

콩쿠르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만으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
신을 응원해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했고, 운

“그런데 파이널 무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대에 올

좋게도 관객들과 심사위원이 자신의 음악을 좋아

랐을 때, 그 큰 홀에 가득 찬 관객들과, 저의 연주를

해 준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맞이하는 그들의 박수 소리에 엔도르핀이 샘솟았

의 4년이 현재의 박혜지를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

고, 시작하자마자 음악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다. 제네바 콩쿠르 3차에서는 다른 악기와, 4차에
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는데, 이처럼 다른

무대는 모든 연주자들에게 설렘 가득한 공간인 만

악기들은 물론 오케스트라와 화합해서 연주할 수

큼 긴장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 또한 마찬가지

있었던 것 또한 학교에서의 배움이 밑바탕이 되었

였다. 초시계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심호흡을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낮은 자세로

하고 있을 정도로 긴장되었고, 일어날 수 있는 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기

종 실수를 떠올리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었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다. 하지만 앞선 라운드들과는 다르게 파이널 무
대를 대하는 그에게서는 긴장이라는 것을 찾아볼

퍼커셔니스트 박혜지는 음악을 하며 느끼는 감정

수 없었다. 이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만

들을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

으로 만족한 상태였기에 ‘그저 나의 음악을 보여

어하는 연주자이다. 음악을 만국공통어라고 생각

주고, 무대 그 자체를 즐겨야겠다’는 마음이었다

하는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 한다. 무대에 오른 그는 홀에 가득 찬 관객들과,

자신의 음악으로 감동을 전달하고, 타악기의 매력

자신의 연주를 맞이하는 박수소리에 연주를 시작

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

하자마자 음악에 바로 빠져들 수 있었다고 했다.

니라 음악을 향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실력만 있

연주를 하는 매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자신

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악가

만의 음악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감사함만 가득

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

했던 연주였다고 그는 말했다.

를 소망하고 있었다.
글_ 작곡과 이론전공 임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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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악대경연
전체 대상 윤 지 현
58
03 어우러지는 소리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KBS 국악대경연 전

만 응원하러 와준 가족과 지인을 떠올리며 그들에

체 대상을 수상한 산조 연주자 윤지현이다. 그는

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담대히 무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공연 게시판을

대를 즐기고 내려오자”는 다짐과 함께 무대에 올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어 이 콩쿠르를 준비하게

랐다. 당찬 다짐과 함께 무대에서 한 음 한 음 공들

되었다고 한다. 예선, 본선, 결선 총 3번의 경연을

여 연주하며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친 그는 “정말

거쳐 최종 대상 연주자를 선별하는 구조이기에 방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실감

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결선 연주인 10월에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무

이르기까지 약 3개월 간 경연준비에 힘을 쏟았다.

용, 소리, 기악 부문이 함께 경쟁한 종합 대상이었

그는 바쁜 학기 중이었고, 결선 하루 전날까지 해

기에 더욱 특별하고 값진 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외연주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는 살인적인 스케

대회를 나갈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줄을 모두 소화하며 연주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승패를 떠나 도전과 경험이 자신의 음악과 내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욕심을 부리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기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날

면 부릴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 좋지 못한 결과로

수 있었다며 이러한 능력과 가능성을 심어주신 이

이어졌던 이전의 경험들을 토대로 “더도 말고 덜

지영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도 말고 준비한 만큼만 무대 위에서 연주하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회고했다.

12현 가야금, 특히 산조 가야금에 관심이 많은 그
는 “12현 가야금을 사용한 창작곡 연구와 연주를

“주어진 6분의 시간 동안 한 음 한 음 공들여 줄을 뜯

활발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큰 포부를 밝혔다. 앞

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요.”

으로의 계획을 묻자 “다가오는 2월 13일 KBS홀에
서 국악대경연 수상자 협연연주를 준비하고 있으

윤지현에게 있어 총 3번의 무대 중 가장 기억에

며, 조만간 민속악으로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남는 것은 결선 무대였다. 대상 선정 무대이기도

“그때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욱 발전해나가

했던 결선 무대는 예선, 본선과 달리 KBS홀에서

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산조 연주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서왔던 무대

자로서 윤지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중 규모가 가장 크기도 했고, 자신의 무대가 방송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되는 순간이다.

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떨렸다고 한다. 하지

글_ 작곡과 이론전공 임민지

감사합니다

(故) 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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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8일 (故)오정주 교수의 차남 김상현
한양대 교수가 음악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1
억 2천여만 원을 기탁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은 김상현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전
달식은 오세정 총장과 전상직 음악대학 학장 및
한일규 발전기금 기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故) 오정주 교수는 이화여대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의 실력 있
는 연주자와 교육자들을 길러냈다. 그는 1983년
당시 미국에 방문하였다가 제자의 콩쿠르 준비를
위해 귀국하던 중 KAL기 피격사건에 휩쓸려 별
세했다. 안타까운 사건 이후 그의 가족과 제자들
은 생전 교육에 헌신했던 고인을 기리고자 꾸준히
추모 장학금을 기부하고 음악대학 학생들을 후원
해오고 있다. 본 장학기금 또한 음악대학의 인재
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故) 오정주 교수

발전기금 후원자 명단
출연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주)근화모피

10/17/2019

2,000,000

오페라연구소

위임

기금명

(주)상지인터내셔널

12/11/2019

10,000,000

음악대학

학술

음악대학 전자음악 발전기금

(주)와이에스로지스틱스

12/30/2019

20,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동훈 외 故오정주 교수 유가족

12/17/2019

110,000,000

음악대학

장학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김동훈 외 故오정주 교수 유가족

12/17/2019

15,000,000

기악과

장학

故오정주 교수 추모 장학기금

JC빛소망안과내과

10/15/2019

3,000,000

오페라연구소

위임

강사준

12/11/2019

2,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고수영

10/24/2019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경아

7/17/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8/16/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9/17/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10/17/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11/15/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12/17/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경아

1/17/2020

10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김규동

7/17/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8/16/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9/17/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10/17/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11/15/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12/17/2019

50,000

작곡과

학술

김규동

1/17/2020

50,000

작곡과

학술

김민채

12/10/2019

3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보현

12/11/2019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선림

12/8/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선옥

12/28/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소민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김순옥

12/17/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승근

1/29/2020

3,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영기

12/10/2019

5,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용건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김우진

1/17/2020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유진

1/29/2020

300,000

동양음악연구소

위임

김은유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김인수

10/21/2019

5,000,000

오페라연구소

위임

김인숙

1/23/2020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일륜

12/7/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정수

12/23/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진경

12/6/2019

1,00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김현채

12/18/2019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혜원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노민아

12/20/2019

1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가야금 발전 장학금

노은아

11/4/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농협은행(주) 서울대학교지점

10/31/2019

5,000,000

오페라연구소

위임

문숙희

12/11/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장학

문재숙

12/11/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민미란

12/9/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박미혜

7/11/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박미혜

8/13/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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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기금명

박미혜

9/11/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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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혜

10/11/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박미혜

11/13/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박미혜

12/11/2019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박미혜

1/13/2020

500,000

성악과

장학

태리장학금

박분화

11/5/2019

1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박소희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박정희

12/19/2019

3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박종찬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박현숙

12/24/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변미혜

12/10/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성주혜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송경희

7/25/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7/30/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8/26/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8/28/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9/25/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10/1/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10/25/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10/29/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11/25/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11/29/2019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12/26/2019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1/6/2020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경희

1/28/2020

1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송경희

1/29/2020

100,000

음악대학

장학

장학

송민섭

8/31/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송민섭

8/31/2019

1,000,000

음악대학

위임

신은주

12/20/2019

3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안현정

12/31/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안현정

1/29/2020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양경숙

7/17/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8/16/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9/17/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10/17/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11/15/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12/17/2019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경숙

1/17/2020

300,000

국악과

장학

해금전공장학금

양승환

12/20/2019

1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유소은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유한회사 피피원

12/26/2019

10,000,000

음악대학

장학

음악대학 WIN 장학기금

유한회사 피피원

12/26/2019

2,500,000

음악대학

위임

유현수

12/7/2019

1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윤하영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이돈응

7/17/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8/16/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9/17/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10/17/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11/15/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12/17/2019

100,000

작곡과

위임

이돈응

1/17/2020

100,000

작곡과

위임

이민정

12/7/2019

6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방실

12/20/2019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솔슬

12/8/2019

1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출연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기금명

이승현

1/29/2020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신우

7/17/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8/16/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9/17/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10/17/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11/15/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12/17/2019

50,000

작곡과

위임

이신우

1/17/2020

50,000

작곡과

위임

이아름

10/28/2019

100,000

국악과

위임

이유림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이재경

12/30/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재숙

12/10/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재원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이종길

1/29/2020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이지영

1/14/2020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임재심

12/10/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임진옥

12/9/2019

3,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장명희

8/27/2019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장명희

9/26/2019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장명희

10/28/2019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장명희

11/26/2019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장명희

12/27/2019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장명희

1/29/2020

50,000

음악대학

장학

여향 김경아 피리 장학금

재단법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11/5/2019

20,000,000

음악대학

학술

재단법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발전기금

전유나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전은혜

12/11/2019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인평

1/23/2020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정수년

12/8/2019

1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정회석

12/8/2019

1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조지현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최문진

12/23/2019

1,0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최용석

10/23/2019

2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최혜련

12/20/2019

1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한재연

1/8/2020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허련

12/7/2019

5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허윤정

7/26/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8/27/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9/26/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10/28/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11/26/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12/27/2019

2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1/7/2020

1,000,000

국악과

위임

허윤정

1/29/2020

20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홍순욱

12/7/2019

30,000

국악과

위임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발전기금

홍하은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황수빈

12/24/2019

60,000

국악과

장학

가야금 발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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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

제21대 음악대학 학생회 이야기

64
03 어우러지는 소리

‘시대의 울림, 화합의 선율’

12월 임기가 시작한 이후로도 저희<ACCENT>

<ACCENT>의 선거운동본부 당시 기조는 이러

는 기조에 맞는 사업들을 위해 박차를 가했는데

했습니다.

요. 지난 약 한 달 반의 시간 동안엔 무엇보다도 1
월 말에 있을 ‘2020 새내기배움터’ 준비에 가장 많

지난 12월 1일부로 제21대 학생회<ACCENT>

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새내기배움터는 한 해 중

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ACCENT>는 ‘당

가장 큰 학생회의 행사 중 하나로서 신입생들을

신의 마음이 울리는 소리’라는 으뜸구호를 내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새내기배움터는 모든 과

학생회장 김서정, 부학생회장 박수빈을 필두로 한

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 음악대학 생활 중에서도,

학생회인데요, 57.49%의 투표율과 91.3%의 높은

과/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우들이 어울릴 수 있

찬성률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는 새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
니다. 저희 <ACCENT>는 2020 새내기배움터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비위원회를 따로 모집하여, 물품관리팀, 인권내규

“먼저 생각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팀, 인원관리팀, 프로그램팀, 홍보팀으로 팀을 구

“한 데 어우러지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성해 열심히 새내기배움터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내기배움터준비위원이 모두 함께 참여

이렇듯 힘찬 기조와 함께 선거운동본부 <ACCENT>

한 인권센터와의 인권교육을 통해 새맞이 행사 중

는 각 전공에 몰두하여 밤낮 없이 음악 공부를 하

에서의 인권 문제에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웠

는 음악대학 학우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학

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우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

해 행사 이틀 전 새내기배움터가 전면 취소되었지

행해 나가기 위한 학생회가 되고자 여러 공약을

만, 저희 <ACCENT>는 이번 행사 준비 기간을 밑

세운 바 있습니다.

거름 삼아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악대학 학생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산하 동아리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음악대학 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한편 우리 음악대학 학생회는 음악대학 운영위

이 무엇일지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원회와 음악대학 집행위원회로 이뤄져 있는데요.

알아보고,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

운영위원회는 상시 의결기구로서 각종 안건을 심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의, 의결한다면 집행위원회는 가결된 사항들을 집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는 총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합쳐 거의 40명

4차례의 음악대학 운영위원회가 열려, 새내기배

이 되는 음악대학 학생회 위원들은 음악대학의

움터 관련 사안들과 각종 학내 사안들에 관해 토

발전과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언제나 힘쓰고 있

론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습니다. 음악대학 학생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한 집행위원회에서는 교육국, 사무국, 복지국, 홍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보국으로 나뉘어 국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CCENT>를 찾아주세요!

2020년 1학기의 가장 굵직한 사업으로는 음악대
학 백서 제작과 교육개선협의회 개최, 음악대학

글_ 기악과 피아노전공 김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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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전상직
기획 및 편집 위원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부학장 오희숙
기획홍보실
박수경 음악과 석사과정
유태연 음악과 석사과정
도지훈 성악과 성악전공
박지현 작곡과 이론전공
이치원 기악과 피아노전공
김상봉 국악과 대금전공
객원기자
김승우 음악도서관 담당관
이민희 음악과 박사과정
강성태 작곡과 이론전공
김민솔 작곡과 이론전공
송예진 작곡과 이론전공
신화정 작곡과 이론전공
이은수 작곡과 이론전공
이창성 작곡과 이론전공
교정
김석영 음악과 박사과정
임민지 작곡과 이론전공
디자인/인쇄
모노폴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S17- 001]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이메일, 문자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양력
년

우편수령주소

자택

연락처

직장

주 소:

월

일

직장정보

휴 대 폰:

직 장 명:

이 메 일:

부서, 직위:

자택번호:

전 화 번 호:

동문

음력

학부모

교직원

학과(특별과정):

학생성명:

부 서:

입학년도(기수):

학부(과), 입학년도:

직 위:

2. 약정정보
대학 중점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 (대학에 위임)
희망사용처

단과대학(원), 학과, 연구소 등 기관명 [
위임

약정금액

학술

장학

연구

]
시설

정액후원 일금 ₩

원

정기후원 매월 ₩

원씩

기타 [

]

일시납

년

월

일

분할납

년

월

일~

년

년

월

일(

회 분납)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네 (원금보존)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부동기

(남기고픈 말)

3. 납부방법 (택 1)
무통장 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자동이체(CMS)

신용카드

은 행 명:

카 드 명:

농협 079 -17- 000136

계좌번호:

카드번호:

신한 100- 014-328209

예 금 주:

유효기간:

우리 1006-601-280134

이 체 일:

10일

25일

결 제 일:

기타
교직원 급여공제
년
10일

월

25일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선택정보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
(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부금 납부 및 예우· 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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