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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땅 연천에서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심벌 Symbol

DMZ Yeo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국제음악제

2011 The 1st Eumaksekye

YEO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DMZ

국제음악제
with O R C H E S T R A

2011. 8. 7. Sun ~ 13. Sat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평화의 축제     

DMZ연천국제음악제의 심벌마크는 강한 한국의 이미지를 태극기가 날리는 형상으로 표

현한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과 소망,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적 

하나됨을 소망하는 음악제의 비전을 둥글게 하나로 감싸는 형상으로 나타내었고 붓획의 

강렬하지만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통하여 웅장하면서도 날아갈 듯한 자유로운 

선율이 돋보일 음악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emblem of the DMZ(Demilitarized Zone) Yeo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ymbolizes 
the Taegeuki, Korean national flag, flying in the air to deliver the image of Korea. Its round and 
embracing shape features the vision of the music festival to express, through music, our hop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for all human races in the globe. Its strong, 
but natural and lively, brush strokes imply the music festival enriched with magnificent and free 
sounds.  

<DMZ연천국제음악제>는 국내 음악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음악세계]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해온 <여름 뮤직 페스티벌>이 그 모태로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보

이며 지구촌이 하나 되는 국제음악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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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

지난 8월, 21세기 문화예술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연천군에서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연천의 잠재된 문화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여 국제 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무대로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음악세계 KMS공연기획 전재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는 휴전선 32㎞에 접한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비롯

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해외 교수진이 참여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DMZ연천국제음악제>는 국내 음악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음악세계]가 지난 4년간의 경험과 꾸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풍성한 음악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방문해주신 국내외 연주자 여러분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DMZ연천국제음악제>가 모든 분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M, KYU SUN
GOVERNOR OF YEONCHEON COUNTY

김 규 선
연천군수

MESSAGE OF
GREETING

<DMZ연천국제음악제>가 설레는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DMZ연천국제음악제>는 지난 

2007년부터 매해 8월마다 일주일간 개최된 ‘음악세계 여름 뮤직 페스티벌’이 그 모체입니다. 음악을 공부

하는 학생들과 전문 연주인, 국내외에서 연주와 지도를 병행하는 음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

로 모인 학생들과 연주인, 교수님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뜻깊은 성과를 함께 일궈내는 이 페스티벌이 올해

부터 <DMZ연천국제음악제>란 새로운 이름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DMZ연천국제음악제>는 음악인들과 지역민들은 물론 온 국민과 해외 언론들에게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음악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메시지를 그 어느 음악회보다 강렬하게 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과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

고 있는 대립과 갈등, 폭력에 대항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모여 장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

을 전해주는 것처럼 <DMZ연천국제음악제>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국제적인 페스티벌로서 개개인의 

꿈들이 하나로 모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국가, 그리고 인간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이 살아가는 

지구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박 숙 련
예술감독

PARK, SOOK RYEON 
ARTIS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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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부대행사   Events

•발 행 일 	2011년 10월 1일  

•발 행 처    [ 음악세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1-1

•발 행 인 	전재국

•편  집 음악세계 KMS공연기획

•디 자 인  음악세계 미술부



8 92011 The 1st DMZ  Yeo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

● 행 사 명 : 2011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

● 주      제 :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평화의 축제

● 기      간 : 2011.08.07 ~ 2011.08.13

● 장      소 : 경기도 연천시 일대

* 음악공연 : 연천수레울아트홀, 허브빌리지

*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 : 7183부대 (열쇠부대)

● 행사내용 : 국내•외 아티스트 연주회, 부대행사, 음악학교 등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 협      찬 :

● TITLE : 2011 The 1st DMZ Yeo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THEME : Classical Music Festival for Peace

● PERIOD : 2011.08.07 ~ 2011.08.13

● VENUES : Yeoncheon-Gun, GyeongGi- Do

*Concert : Yeoncheon Sureul Art Hall, Herb Village
*Military Camp Concert : 7183 Camp

● PROGRAM : Concert, Event, Music School

● PRESENTERS : Yeoncheon County, Eumaksekye

● ORGANIZERS : Eumaksekye

● SUPPORTS : GyeongGi- Do,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Tchaikovsky Association

● SPONSORS :  Korealife Insurance, National Pension Service, Samick Musical Instrument, 
 Kumho Asiana Cultural Foundation, Cosmos Corporation, J&A BEARE 

공연기획음악세계

공연기획음악세계

코리아 차이코프스키 협회 

행사개요
Overview

평화를 염원하는 클래식 음악축제 <DMZ연천국제음악제>가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임진강변이 어우러

지는 경기도 연천 수레울아트홀과 허브빌리지, 군부대 등 연천군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DMZ

연천국제음악제>는 국내 음악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음악세계]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강원도 하이원 리조

트에서 개최해온 <여름 뮤직 페스티벌>이 그 모태입니다. 4년간의 경험과 꾸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는 국

제 규모로 음악제를 확대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더욱 더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DMZ연천국제음악제>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연천지역에서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를 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DMZ연천국제음악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구촌이 하나 되는 국제음악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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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및 출연진
Faculty

갈리나 페트로바 GALINA PETROVA / 러시아, 現 전문연주인 

빈센트 드 브리스 VINCENT DE VRIES / 現 연세대 교수

김 경 애 KIM, KYUNG AE / 프랑스, 現 프랑스국립음악원 교수

박 숙 련 PARK, SOOK RYEON / 現 국립순천대 교수

신 수 정 SHIN, SOO JUNG / 前 서울대 음대학장, 現 서울대 명예교수

김 용 배 KIM, YONG BAE / 前 예술의전당 사장, 現 추계예술대 교수

윤 영 화 YUN, YOUNG HWA / 現 국민대 초빙교수

윤 철 희 YUN, CHUL HEE / 現 국민대 교수

정 지 혜 CHUNG, JI HYE / 現 수원대, 선화예고, 계원예고 출강

황 성 순 HWANG, SEONG SOON / 現 중앙대, 호서대, 안동대, 배재대 출강 

막심 페도토프 MAKSIM FEDOTOV / 러시아, 現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교수

피 호 영 PI, HO YOUNG / 現 성신여대 교수

현 해 은 HYUN, HAI EUN / 現 서울대 명예교수

배 상 은 BAE, SANG EUN / 現 추계예대 겸임교수

리차드 에르완 RICHARD ERWAN / 現 바이마르음대(강남대) 교수

강 창 우 KANG, CHANG WOO / 現 성신여대 교수

여 자 경 YEO, JA KYUNG / 現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 경 희 KIM, KYOUNG HEE / 現 숙명여대 교수,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손 경 주 SOHN, KYEONG JOO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최 은 미 CHOI, EUN MI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이 아 경 LEE, AH KYUNG / 現 경희대 교수

오 미 선 OH, MI SUN / 現 성신여대 교수 

강 무 림 KANG, MU LIM / 現 연세대 교수

현 가 람 HYUN, GA RAM / 서울대 기악과 졸업

김 형 순 KIM, HYUNG SOON / 경희대 성악과 졸업 

김 이 삭 KIM, I SACC / 경희대 성악과 졸업

임 종 필 LIM, CHONG PIL /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 수 철 CHO, SOO CHURL / 現 서울대 의대 교수

차 다 혜 CHA, DA HYE / 現 KBS 아나운서

피아노 Piano

바이올린 Violin

비올라 Viola

지휘 Conductor

반주 Accompanist

게스트 Guest

특강 Special Lecturer

사회 Narrator



8월 7일 일요일 7th. Aug(Sun)

16:00  음악학교 입소식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Admission Ceremony, Olive Hall

19:00  개막연주회 (수레울 아트홀) 

  Opening Ceremony, Opening Concert, Sureul Art Hall

8월 8일 월요일 8th. Aug(Mon)

10:00  특강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니즘 비교'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Special Lecture, Olive Hall

13:00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빈센트 드 브리스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Master Class(Pf.), Olive Hall

15:00  라이징 스타 리사이틀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Rising Star Recital, Olive Hall 

19:00  아티스트 리사이틀 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Artist Recital I, Olive Hall 

8월 9일 화요일 9th. Aug(Tue) 

10:00  피아노 마스터클래스_갈리나 페트로바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바이올린 마스터 클래스_막심 페도토프

  Master Class(Pf./Vn.), Olive Hall

13:00  특강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 고난을 헤치고 환희로'

  Special Lecture, Olive Hall

15:00  영아티스트 콘서트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Young Artist Concert, Olive Hall

16:00  오케스트라 협연 오디션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Concerto Audition

19:00  아티스트 실내악 연주회 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Artist Chamber Concert I

8월 10일 수요일 10th. Aug(Wed) 

10:00  피아노 마스터클래스_신수정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Master Class(Pf.) Olive Hall

13:00  아티스트 리사이틀 I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Artist Recital II, Olive Hall

15:00  DMZ체험 (열쇠전망대)

  DMZ Tour, Yeolsoi Observatory

19:00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 (7183부대)

  Military Camp Concert, 7183Camp 

8월 11일 목요일 11th. Aug(Thu) 

10:00  특강 '피아노곡을 통한 다양한 주법과 해석'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Special Lecture, Olive Hall

13:00  독주곡 경연대회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Solo Competition, Olive Hall

15:00  학생 연주회 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Student Concert I

19:30  아티스트 실내악 연주회 I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Artist Chamber Concert II, Olive Hall

8월 12일 금요일 12th. Aug(Fri) 

10:00  첼로 마스터클래스_에브게니 류만체프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Master Class(Vc.), Olive Hall

15:00  학생 연주회 II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Student Concert II, Olive Hall

19:30  폐막 및 수상자 연주회 (수레울 아트홀)

  Closing & Winners' Concert, Sureul Art Hall

8월 13일 토요일 13th. Aug(Sat)

10:00  음악학교 수료 및 퇴소식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Music School Certificate Ceremony, Olive Hall

개막연주회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

아티스트 리사이틀&실내악 연주회

라이징스타&영아티스트 콘서트

폐막 및 수상자 연주회 

Opening Concert

Military Camp Concert

Artist Recital & Chamber Concert

Rising Star& Young Artist Concert

Closing&Winners' Concert

연주회

Concerts

주요행사
Schedule

12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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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oncert, Sureul Art Hall

7th/August, Sunday

지휘 Conductor   강창우 Kang, Chang Woo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DMZ연천국제음악제>의 힘찬 첫걸음은 8월 7일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 개막연주회로 시작되었다. 

KBS아나운서 차다혜의 진행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막심 페도토프, 첼리스트 에브게니 류만체프, 피아니스트 윤

철희가 출연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무대를 펼쳤다. 연주자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수준 높은 매너

와 연주력으로 국제 음악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개막연주회

8월 7일(일)/ 수레울 아트홀

05

03

02

05

04

06

01.  시종일관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페도토프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막심 페도도프가 지휘자 강창우와 손을 맞잡고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02.  박숙련 예술감독의 개막 축하 인사

03.  에너지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의 섬세하고도 힘 있는 연주

04.  강렬한 타건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피아니스트 윤철희

05.  연주회 시작에 앞서 김규선 연천군수가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다.

06.  카리스마 있는 연주를 선보인 러시안 첼리스트 에브게니 류만체프

01

PROGRAM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4 in D Major, K.218‘ - 피호영 Pi, Ho Young

P. I.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에브게니 류만체프 Evgeniy Rumyantsev

M. Bruch, 'Violin Concerto No.1'- 막심 페도토프 Maksim Fedotov

F. Liszt, 'Piano Concerto No.1 in Eb Major, S.214'- 윤철희 Yun, Chul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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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amp Concert, 7183 camp

10th/August, Wednesday

8월 10일에는 군 장병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가 열렸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멋진 음악들을 선보였다. 

여자경이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서곡 연주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김호정과 피아니스트 현가람의 협연무

대, 피아니스트 박숙련, 바이올리니스트 배상은, 첼리스트 에브게니 류만체프가 함께 선보인 베토벤 삼중협주곡, 성악가 

오미선 이아경 강무림 김이삭 김형순이 선보인 한국,이태리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여러 장르의 풍성한 클래식 무대가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

8월 10일(수)/ 7183부대

03

02

04

05

06

07

01.  여자경의 지휘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보인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03.  첼리스트 김호정의 협연 무대

04.  현가람의 쇼팽 피아노 협주곡 연주

05. 오미선, 이아경, 강무림의 협연무대 

02. 06.07.  박숙련, 배상은, 에브게니 류만체프의 트리플 연주

01

PROGRAM

M. J. Glinka, 'Overture to Russlan und Ludmilla, D major'

P. I.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 김호정 Kim, Ho Jung

F. Chopin,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 현가람 Hyeon, Ga Ram

L. v.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 박숙련 Park, Sook Ryeon(Pf.)

- 배상은 Bae, Sang Eun(Vn.)

- 에브게니 류만체프 Evgeniy Rumyantsev(Vc.)

지휘 Conductor  여자경 Year, Ja Kyung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안정준, '아리아리랑' - 오미선 Oh, Mi Sun (Sop.)

조두남, '뱃노래' - 강무림 Kang, Mu Lim (Ten.)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 이아경 Lee, Ah Kyung (M.Sop.)

W. A. Mozart, La ci darem la mano (from the opera "Don Giovanni")

- 김형순 Kim, Hyung Soon(Sop.)

- 김이삭 Kim, Isaac(Bs.)

J. Offenbach, Belle nuit, o nuit d'amour (from the opera "Les contes d'Hoffmann")

- 오미선 Oh, Mi Sun (Sop.)

- 이아경 Lee, Ah Kyung (M.Sop.)

G. Puccini, E luce can le stelle (from the opera "Tosca")

- 강무림 Kang, Mu Lim(Ten.)

E. D. Capua, 'O sole mio' 

- 다함께(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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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Recital & Chamber Concert, Olive Hall

8th~11th/August, Monday ~ Thursday

음악의 열기가 무르익어 가던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참가 교수진이 꾸미는 아티스트 리사이틀과 실내악 연주회가 열

렸다. 프로페셔널한 국내외 정상급 교수들이 펼치는 색다른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실내

악 연주에서는 서로간의 정확한 호흡과 각자의 맑은 음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색채를 화려한 선율 위에 

덧입혀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울림을 창조해 내는 교수들의 연주에 환호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아티스트 리사이틀 & 실내악 연주회

8월 8일(월)~11일(목)/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03

02

04

05 06

01.  피호영 리차드 에르완 에브게니 류만체프 김호정 배상은 윤철희 교수가 함께한  

슈만의 피아노5중주

02. 김성기의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콩트’를 선보인 김경애 교수

03.  갈리나 페트로바의 반주로 연주하는 막심 페도토프 

04.  배상은 교수와 빈센트 드 브리스 교수가 함께한 드보르작 소나타 연주

05. 김호정 교수와 황성순 교수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연주

06.  에브게니 류만체프 교수와 빈센트 드 브리스 교수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 소나타 연주

01

PROGRAM

아티스트리사이틀 I

P. I. Tchaikovsky, 'Adagio from 'The Nutcracker'

A. Scriabin, 'Two Poems No.2 in f#minor, Op.22'

J. S. Bach, 'Adagio and fugue in g minor, BWV.1001'

A. Borodin, 'Polovtsian Dances'(transcription for piano&violin by A.Isakoca)

- 막심 페도토프 Maksim Fedotov(Vn.)

- 갈리나 페트로바 Galina Petrova(Pf.)

아티스트 실내악연주회 I

A. Dvorak,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G Major, Op.100'

- 배상은 Bae, Sang Eun (Vn.)

- 빈센트 드 브리스 Vincent De Vries (Pf.)

Kim, Sung Ki, '12 Conte for Piano'

- 김경애 Kim, Kyung Ae (Pf.)

L.v Beethoven, 'Cello Sonate No.4 in C Major, Op.102'

- 김호정 Kim, Ho Jung (Vc.)

- 황성순 Hwang, Seong Soon (Pf.)

아티스트 실내악연주회 II

L.v. Beethoven, 'String Serenade for Violin-Viola-Cello. Op.8'

- 피호영 Pi, Ho Young (Vn.)

- 리차드 에르완 Richard Erwan (Va.)

- 김호정 Kim, Ho Jung (Vc.)

R. Schumann,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 윤철희 Yun, Chul Hee (Pf.)

- 피호영 Pi, Ho Young (Vn.)

- 배상은 Bae, Sang Eun (Vn.)

- 리차드 에르완 Richard Erwan (Va.)

- 에브게니 류만체프 Evgeniy Rumyanstev (Vc.)

아티스트리사이틀 II

S. Rachmaninov, 'Melody No.3, Op.3'

'Vocalis No.14, Op.34'

'Elegie No.1, Op.3'

 D. Shostakovich,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Op.40'

- 에브게니 류만체프 Evgeniy Rumyantsev(Vn.)

- 빈센트 드 브리스 Vicent de Vrie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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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Star Concert & Young Artist Concert, Olive Hall

8th,9th/August Monday , Tuesday

라이징스타 콘서트와 영아티스트 콘서트는 캠프 참가 교수진들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꾸미는 무대다. 8월 8일

에 열린 라이징스타 콘서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기성 연주자 못지않은 뛰어난 연주를 펼치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 세계를 펼쳐 보였다. 중학생 이하 학생들이 꾸민 영아티스트 콘서트도 기대 이상의 훌륭한 연주를 선보여 국내 

클래식계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라이징스타 콘서트 & 영아티스트 콘서트

8월 8일(월)~9일(화)/ 허브빌리지 올리브홀

PROGRAM

라이징스타 콘서트

S. Prokofiev, 'Sonata No.4 in D Major, Op.94a' (Vn.)

- 배정윤 Bae, Jeong Yun

J. Brahms, 'Paganini Variations, Op.35, heft 1(Pf.)

- 조성일 Jo, Seong Il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Vn.)

- 신동찬 Shin, Dong Chan

J. Brahms, 'Cello Sonata No.2 in F Major, Op.99(Vc.)

- 이재영 Lee, Jae Young

Wagner-Liszt, 'Fantasy on Themes from Rienzi(pf.)

- 김기애 Kim, Ki Ae

E. Ysaye, 'Violin sonata No.1 in g minor, Op.27

- 강연주 Kang, Yeon Ju 

F. Liszt, 'Apres une lecture de Dante(pf.)

- 이해영 Lee, Hae Young 

영아티스트 콘서트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6 in f minor, Op.10'

- 최은정 Choi, Eun Jung (Pf.)

F. J. Haydn,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 장세린 Jang, Se Rin (Vc.)

R. Schumann, 'Allegro in b minor, Op.8'

- 박성빈 Park, Seong Bin (Pf.)

J. B. Breval, 'Cello Sonata in G Major'

- 정지윤 Jeong, Ji Yun (Vc.)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4, Op.78'

- 류지홍 Ryu, Ji Hong

G. F. Handel, 'Violin Sonata No.4 in D Major'

- 유민지 Yu, Min Ji

F. Liszt, 'Sonetto 104 del Petrarca'

- 김정진 Kim, Jeong Jin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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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 Winners' Concert, Sureul Art Hall

12th/August, Friday

<DMZ연천국제음악제>의 피날레는 8월 12일 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 폐막연주회가 장식했다. 

음악학교 참가교수진 연주를 비롯하여 음악제 기간 진행된 페스티벌콩쿠르 솔로부문과 협연부문에서 우승한 각 부문 수상

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였다. 전반부에는 베토벤 삼중협주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박숙련, 바이올리니

스트 배상은, 첼리스트 에프게니 류만체프와 콩쿠르 솔로부문 우승자들이 한여름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후반부에는 협연부문 우승자들이 꾸미는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로 진행되었다.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3명의 학생이 피날레 무대를 멋지게 장식하였다.

폐막 및 수상자 연주회

8월 12일(금)/ 수레울 아트홀

02

03

02

03 04

05

06 07 08

01. 수상자 연주회 후 각 부문 수상자 단체사진

02. 03. 04. 협연 오디션 각 부문 우승자들의 열정적인 무대

05. 박숙련, 배상은, 에브게니 류만체프의 트리플 연주

06. 07. 08. 솔로 오디션 각 부문 우승자들의 독주 무대 

01

PROGRAM

폐막연주회

L. v. Beethoven, 'Coriolan Overture, Op.52'

L. v.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 박숙련 Park, Sook Ryeon (Pf.)

- 배상은 Bae, Sang Eun (Vn.)

- 에브게니 류만체프 Evgeniy Rumyantsev (Vc.)

수상자 연주회

E. Ysaye, ‘Violin Sonata No.3 in d minor’

- 강연주 Kang, Yeon Ju (Vn.)

D. Popper, ‘Hungarian Rhapsody, Op.68’

- 안영주 Ahn, Young ju (Vc.)

S. Prokofiev, ‘Piano Sonata No.7, Op. 83’

- 박경선 Park, Kyung Seon (Pf.)

F. Mendelssohn, ‘Violin concerto Op.64’

- 서지선 Seo, Ji seon (Vn.)

A.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 강혜지 Kang, Hye Ji (Vc.)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4, Op.58’

- 조성일 Jo, Sung Il (Pf.)



24

개인레슨

마스터클래스

특강

학생연주회

솔로 컴피티션 & 협연 오디션

Lesson

Master Class

Special Lecture

Student Concert

Solo Competetion & Concerto Audition

음악학교

Mus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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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chool (Herbvillage KMS Studio, Olive Hall)

8th~13th/August, Monday ~ Saturday

음악제 기간 동안 연천 허브빌리지에서는 젊은 음악학도들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학교’가 열렸다. 

100여 명의 학생에 국내 교수진 16명, 해외 교수진 5명이 참가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일

대일 개인레슨을 비롯한 마스터클래스와 특강, 참가 학생들이 꾸미는 라이징스타 콘서트, 영아티스트 콘서트, 페스티벌

콩쿠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음악회가 진행되어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선사했다.

음악학교

8월 8일~13일(월~토)/ 허브빌리지 KMS 스튜디오, 올리브홀

개인레슨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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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솔로컴피티션 & 협연오디션
Solo Competiton & Concerto Audition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저자인 서울대 소아정신과 조수철 교수의 '베토벤' 특강과 박식하고 재치있는 입담의 소유자 

김용배 교수의 '렉처 강의'는 타 음악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 

전해오는 일화나 자필 메세지들을 중심으로 음악 보따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김용배 교수와 빈센트 드 브리스 교

수, 신수정 교수의 피아노 공개레슨이 열려 학생들에게 교수들만이 가진 음악적 역량과 노하우를 전수해주었다.

음악제 기간 동안 참가 학생들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자신의 연주에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학생음악회가 

개최되었다.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 실력과 기량을 가진 학생들도 몇몇 눈에 띄었으며, 작은 실수는 애교로 보였다. 참가 학

생들 모두 서로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저마다의 음악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경연 무대는 정말 좋은 배움터다. 페스티벌 콩쿠르는 학생들이 음악제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맘껏 발휘하면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한 것이다. 음악학교 참가 교수진이 심사를 맡았고, 총 

50여명이 경연에 참가했다. 솔로부문과 협연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각 악기별로 우승자를 가렸다. 

각 부문 우승자들에게는 부상으로 폐막연주회 및 우승자콘서트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날 협연부문 우승자들은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와 함께 열연을 펼쳤다.

01

02

03

01. 김용배 교수가 학생과 곡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02. 빈센트 드 브리스 교수가 연주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03.  꼼꼼하게 악보를 체크하는 신수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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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체험

군부대 도서증정

DMZ Tour

Book Presentation Ceremony

부대행사

Events

DMZ Tour & Book Presentation Ceremony, 

Yeolsoi Observatory,7183Camp

10th/August, Wednesday

8월 10일 오후에는 군사 경계 지역을 직접 체험해보는 

‘DMZ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DMZ체험’ 프로그램은 열쇠전망대에서의 안보 교육과 

철책선 걷기 체험, 사병식사 체험 등으로 이루어 졌으

며, 이후 열린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에서 육군 장병

들에게 1,000여권의 도서를 증정하는 ‘도서기증식’도 

열렸다.

DMZ체험 및 군부대 도서증정

8월 10일(수)

열쇠전망대, 7183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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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연천군 일대를 유려한 음악 선율로 물들인 평화의 클래식 음악축제,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가 

지난 8월 13일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음악세계 KMS공연기획’과 연천군 주최로 지난 8월 7일부터 허브빌리지, 수레울아트홀, 군부대 등 연

천군 일대에서 개최된 <DMZ연천국제음악제>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고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남북한의 화합,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음악세계 KMS공연기획’이 매년 열어왔던 ‘여름뮤직페스티벌’을 국제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평화’라

는 명분을 내세우며 곳곳에 비슷한 여러 음악 축제들이 열리고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생긴 비

무장지대 인근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음악 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DMZ연천국제음악제>

는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국제 음악 행사로 첫발을 내디딘 <DMZ연천국제음악제>의 힘찬 첫걸음은 8월 7일 연천 수레울아트홀

에서 열린 개막연주회로 시작되었다. KBS아나운서 차다혜의 진행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막심 

페도토프, 첼리스트 에브게니 류만체프, 피아니스트 윤철희가 출연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

께 화려한 협연을 펼쳤다.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수준 높은 매너와 연주력으로 국

제 음악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음악제 기간 동안 연천 허브빌리지에서는 젊은 음악학도들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캠프’가 진행되

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국내교수진 16명, 해외교수진 5명이 참가한 가운

세계를 향해 첫발 내디딘 평화의 음악축제
제1회 DMZ연천국제음악제

데, 일대일 개인레슨을 비롯한 마스터클래스와 특강, 라이징 스타 콘서트, 아티스트 콘서트, 참가 학

생들이 꾸미는 영 아티스트 콘서트와 페스티벌콩쿠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음악회가 진행되었

다.

10일 오후에는 군사 경계 지역을 직접 체험해보는 ‘DMZ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날 저녁에는 

육군 5사단 제7183부대를 찾아가는 군부대음악회가 열렸다. 지역주민, 군 장병 등 1,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부대 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멋진 음악들을 선보였는데, 여자경

이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서곡 연주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김호정과 피아니스트 현가

람의 협연무대와 피아니스트 박숙련, 바이올리니스트 배상은, 첼리스트 에브게니 류만체프가 함께 선

보인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 연주, 성악가 오미선 이아경 강무림 김이삭 김형순의 한국·이태리 가곡

과 오페라 아리아 무대 등 여러 장르의 풍성한 클래식 무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연주회 중반에는 [음악세계]에서 육군 장병들을위해 마련한 천여 권의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DMZ연천국제음악제>의 피날레는 8월 12일 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 폐막연주회였다. ‘아카데미캠

프’ 참가교수진 연주를 비롯하여, 음악제 기간 진행된 ‘페스티벌콩쿠르’ 솔로부문과 협연부문에서 우승

한 각 악기 수상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였다. 바이올린 솔로부문 우승자인 이화여대 

1학년 강연주 양이 이자이 소나타 제3번을, 첼로 솔로부문 우승자인 서울대 4학년안영주 양이 포퍼의 

헝가리 광시곡을 연주했고, 피아노 솔로부문 우승자 서울대 1학년 박경선 군이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제7번을 선보였다. 후반부에는 협연부문 우승자들이 꾸미는 오케스트라 협주곡 무대로 진행되었다.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올린 우승자인 서울예고 졸업생 서지선 양이 멘델스존 바이

올린 콘체르토 Op.64를,첼로 우승자 서울대 박사과정 강혜지 양이 드보르작 콘체르토 Op.104을 선

보였고, 마지막 무대로 피아노 우승자 서울예고 1학년 조성일 군이 베토벤 콘체르토 제4번을 연주했

다. 각 부문의 우승자들이어서인지 모두 연주 테크닉과 음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았다. 13

일 ‘아카데미캠프’ 참가 학생들의 수료식을 끝으로 <DMZ연천국제음악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첫 회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DMZ연천국제음악제>만의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간의 일정 동안 연주자나 관객, 아카데미캠프에 참가한 학생 모두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고 확신한다. 

한 가지 숙제라고 한다면, 한국 관객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악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세계 아티스트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그날이 그

리 멀지 않은 듯하다. <DMZ연천국제음악제>가 세계인과 음악으로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글: 김금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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