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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및 제품 판매처 ]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스페인 기타 전문 레이블 Contrastes Records
리스트의 직계 제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보리스 블로흐 CD
EuroArts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Blu-ray

*Hot Issue

*Cover Story

존 윌리엄스 셀레브레이션 오프닝 갈라 콘서트
DVD, Blu-ray

NAXOS New Releases

시벨리우스: 쿠올레마/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외

Pia Pajala (sop)/ Waltteri Torikka (br)/ 
Leif Segerstam/ Turku Philharmonic Orchestra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중요한 극부수음악 두 편의 전곡을 함께 담은 음반. 

야르네펠트의 희곡 '쿠올레마'(죽음)를 위해 완성한 극부수음악 중 한 작품은 

후일 '슬픈 왈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작곡가의 가장 대중적인 

인기작품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아돌프 파울의 '크리스티안 2세'를 위한 

극부수음악 역시 다양한 개성을 갖춘 고풍스런 춤곡들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8.573299

슈만: 
피아노 듀오를 위한 편곡 3집 
(만프레드, 교향곡 3번 외) 
Eckerle Piano Duo

8.572879

에카차이 제라쿨 
기타 리사이틀
Ekachai Jearakul (guitar)

8.573481

타워: 
바이올린협주곡/ 스트로크/ 
챔버 댄스
Cho-Liang Lin (vn) 
Giancarlo Guerrero 
Nashville Symphony

8.559775

구바이둘리나: 
기타를 위한 작품 전곡
David Tanenbaum (guitar)

8.573379

수 슈야: 
열반/ 옛 시골의 메아리/ 수정 
석양/ 일사
Shu-ying Li (sop) 
Qilian Chen (sop) 
Gottfried Rabl 
ORF Vienna Radio 
Symphony

8.570617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1번, 4번
Amar Quartet

8.572165

슈미트: 
4개의 소품/ 아베이세/ 소나트 
리브르 외
Beata Halska (vn)
Claudio Chaiquin (pf)

8.573169

레이튼: 
첼로를 위한 실내악 작품 전곡
Raphael Wallfisch (vc)
Raphael Terroni (pf)

8.571358

베를린 감바 작품집
Dietmar Berger
(Viola da gamba)

8.573392-93 [2CDs]

아르메니아 피아노 작품집
Mikael Ayrapetyan (pf)

8.573467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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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존 윌리엄스 셀레브레이션 오프닝 갈라 콘서트 DVD, Blu-ray

5) 대표곡들을 최고의 퀄리티와 최고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Star Wars, Jaws, Schindler's List, Catch Me If You Can, 

      Amistad and Fiddler On The Roof, Olympic Fanfare & Theme and Soundings.

[해외평]

"두다멜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따스하고 거장적인 음악을 만들어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 했다."  - Mark Swed, LA Times

"콘서트 홀에서 듣는 일종의 사운드 트랙으로서 열기와 환희, 황홀함 등으로 점철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

은 채 모티브를 연주하는 플루트가 인상적이고, 순백색 금관 사운드와 눈부신 타악기,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듯한 현악군이 함께 멜로디

를 연주하며 벽에 부딪치는 듯한 불꽃을 튀긴다. 성인영화의 캐릭터처럼, 현장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 Mark Swed, LA Times

[수록곡 : TRACK LIST]

1) OLYMPIC FANFARE & THEME FEAT. U.S. Army Herakd Trumpets

2) SOUNDINGS written for the opening of the Walt Disney Concert Hall

3) SCHINDLER'S LIST feat. Itzhak Perlman   

    1. Remembraces   

    2. Jewish Town: Krakow Ghetto 1941   

    3. Theme

4) FIDDLER ON THE ROOF feat. Itzhak Perlman Cadenza & variations

5) CATCH ME IF YOU CAN Esacpades   

    1. Closing In   

    2. Reflections   

    3. Joy Ride

6) STAR WARS Throne Room & Finale

7) AMISTAD Dry Your Tears feat. Los Angeles Chidren's Chorus

8) JAWS Theme (except)

9) THE EMPIRE STRIKES BACK Imperial March

-BONUS

Interview with Gustavo Dudamel and John Williams (14mins)

Interview with Itzhak Perlman (4mins)

[참고영상 볼 수 있는 주소]

**Exciting interviews with Gustavo Dudamel, John Williams

https://www.youtube.com/watch?v=bHMk0WupJIE

[포맷]

* PICTURE FORMAT: 108i / 16:9

* SOUND FORMATS: PCM STEREO DTS-HD MA 5.1

* FILMED IN HIGH DEFINITION MASTERED FROM AND HD SOURCE

* TOTAL RUNNING TIME 103 MINS

  (CONCERT: 85 MINS, BONUS: 18 MINS)

클래식 음악팬과 영화음악 팬들에게 눈과 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존 윌리엄스 셀레브레이션 오프닝 갈라 콘서트

희대의 작곡가 존 윌리엄스에 대한 헌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획에는 그의 오랜 친구들인 이작 펄만과 로스 앤젤레

스의 월트 디즈니 홀에서 연주한 구스타보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이 등장한다.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의 월트 디즈

니 홀에서의 라이브를 담은 이벤트로서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하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연주한 존 윌

리엄스의 가장 사랑받는 영화음악들이 연주된다. 그리고 영화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상연하며 의상을 입고 이작 펄만

이 감동적인 연주를 펼치는 대목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다.

[키 이슈]

존 윌리엄스 셀러브레이션 명료한 스코어를 통해 존 윌리엄스는 영화음악 예술의 정의를 다시 내렸다. 그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 주제로 인

해 환호를 보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들었다. 현대 미국 오케스트라 작곡가들 가운데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존 윌리엄

스는 5번의 아카데미상, 17번의 그레미상, 3번의 골든 글로브상, 2번의 에미상, 5번의 BAFTA 어워드(브리티쉬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를 

받은 바 있다. 영화음악과 의례음악으로 잘 알려진 그는 콘서트 작품 작곡가와 뛰어난 지휘자로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지난 60여년 동안의 80여편의 영화에서 음악감독을 맡아 작곡한 대표적인 영화 

Saving Privat Ryan, Amistad, Seven Years in Tibet, The Lost World, Rosewood, 

Sleepers, Nixon, Sabrina, Schindler's List, Juarassic Park, Home Alone, Far and Away, 

The Geisha, Hook, Presumed Innocent, Always, Born on the fourth of July, 

the Indiana Jones trilogy, The Accidental Tourist, Empire of  the Sun, 

The Witches of Eastwick, the Star Wars trilogy, E.T., The Extra JFK, 

Catch Me if You Can...

1) 존 윌리엄스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인지도 높고 잘 알려진 작곡가이다. 이 영상물에 수록

된 갈라 콘서트는 존 윌리엄스가 영화음악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조명함과 동시에 아메리카

의 위대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음을 기념한다.

2) 존 윌리엄스의 작품들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울려 퍼진 세계 최초 레코딩

3)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LA 필하모닉은 이 음악을 위

한 완벽한 오케스트라로서 전례 없는 완성도의 음악을 들려준다.

4) 20세기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작 펄만은 여전히 화려한 테크닉과 정확한 해석

을 선보이는데 존 윌리엄스와 함께 한 쉰들러 리스트의 음악은 영화음악 역사상 가장 감동적

인 순간으로 손꼽힌다. 이 날 밤 연주회에서 그의 라이브 연주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라고 말

할 수 있다.

C Major 730308 [DVD]

C Major 730404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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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야 기타 페스티벌의 설립자이자

세비야 왕립음악원 교수인

프란시스코 베르니에르가 설립한

기타 전문 레이블 Contrastes Records

Contrastes는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의 설립자이자 세비야 왕립음악원 교수인 프란시스코 베르니에르가 설립한 기타 전

문 레이블입니다. 카르멘 알바레스, 안톤 바라코프, 로렌초 미켈리, 지암파올로 반디니 등 정상급 기타리스트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티보 가르시아, 조대연 등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이 배출한 젊은 기타리스트들을 알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

습니다. 스페인 세비야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만큼 플라멩코 등의 스페인 음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함께 하

고 있으며, 춤, 영화, 사진 등 다른 예술장르와의 연계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Contrastes에서 발매된 음반들]

CR6201406

DIVINA MANCHA

안톤 바라코프(기타)

스페인의 낭만을 대표하는 

기타 음악의 대향연

CR6201407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당나귀와 나, 

탕스망: 쇼팽 예찬 등

로렌초 미켈리(기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낭만 음악의 

보석과 같은 기타 작품들

CR12201302

2013년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 실황

반디니, 미켈리, 리바, 누녜스, 레빈, 

클레르크, 아랑고, 조대연, 방쇠, 

가르시아, 도쿠나가

세비야에서 벌어진 기타 거장들의 

향연과 콩쿨 입상자들의 대전

CR1201403

LOOK AT THE BIG BIRDS

카르멘 알바레스, 프란시스코 베르니

에르(기타)

두 대의 기타로 떠나는 세계 여행. 

‘아리랑’ 포함

CR6201407

바흐: 파르티타 VI, 

벨리니/ 레고니: 아리아 변주곡, 

베리오: 세켄차

티보 가르시아(기타)

각종 콩쿨을 휩쓴 무서운 신예가 

들려주는 화려한 기타 음악의 예술

CR9201410

비발디: 사계, 

피아졸라: 항구의 사계

지암파올로 반디니(기타), 체사레 키

아키아레타(반도네온), 체라토 형제

(바이올린, 첼로)

피아졸라의 실내악 편성에 맞춘 완

전히 새로운 비발디와 더욱 강렬한 

피아졸라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 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주목할 음반.

리스트의 직계 제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보리스 블로흐 Boris Bloch

리스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라이딩에서 열린 리스트 페스티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보리스 블로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섯 번의 리사이틀을 가졌다. 이 앨범은 그 중에서 리스트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블로흐는 리스트의 

직계 제자로서 리스트 음악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환상이 없다면 예술이 아니다”라는 리스트의 말처럼, ‘순례의 

해’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는 꿈결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블로흐는 짙은 감수성과 넓은 극적 표현력으로 

리스트의 환상을 들려주며, 리스트가 상상했던 음악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수록곡 소개_ 6CDs] 

*CD 1

  Années de pèlerinage, première année - Suisse, S 160

*CD 2

  Années de pèlerinage, deuxième annee - Italie, S 161

*CD 3

  Venezia e Napoli, supplément aux "Années de pèlerinage",

  deuxième année - Italie, S 162

  Années de pèlerinage, troisième année

  ("Pèlerinage religieux"), S 163

*CD 4

  Paraphrases based on the operas of Handel, Wagner

  and Polish songs of Chopin

  Paraphrasen nach Opern von Handel, Wagner

  und polnischen Liedern von Chopin

*CD 5

  Harmonies poétiques et religieuses S 173

*CD 6

  Small Cycles / Kleine Zyklen

Gramola 99070 [6 CDs for 2.5]

리스트: 순례의 해, 시적이고 종교적인 화음 등

보리스 블로흐(피아노)

"음악의 순수한 매력과 

고전 음악의 기풍이 가득한 

모범적인 연주"

"리스트의 직계 제자가 

연주하는 

리스트의 환상적인 이야기"

CD Hot Issue | 기타 전문 레이블 Contrastes Records CD Hot Issue | 리스트의 직계 제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보리스 블로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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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leases | CD

8.573390

리스트: 바흐 작품 편곡들

Suzanne Husson(pf)

Naxos가 진행 중인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의 

39번째 음반. 

본 신보에는 JS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을 리스트 특유의 화

려한 기교로 재창조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오르간을 위한 6개의 

전주곡과 푸가 BWV543-548 전곡의 편곡과 함께 판타지아와 푸가 

BWV542의 편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미켈란젤리를 사사했던 아르

헨티나 출신의 중견 피아니스트 수잔 허슨이 연주를 맡았다.

8.573452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3번, 스

키타이 모음곡

Marin Alsop/ 

Sao Paulo Symphony Orchestra

말린 알솝과 사웅 파울루 심포

니가 진행 중인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시리즈의 4번째 출시

작. 자신의 오페라 <불의 천사>

의 음악적 소재들을 재가공하

여 완성한 교향곡 3번은 초연 

당시 쿠세비츠키에 의해 '차이

콥스키 교향곡 6번 이후 최고

의 교향곡'이라는 절찬을 받았

던 작품이다. '스키타이' 모음곡

은 디아길레프를 위한 발레음

악을 갈무리 한 것으로, 원시

주의적인 박력으로 가득한 작

품이다.

8.573369

코른골트: 로빈 훗의 모험

William Stromberg/ Moscow 

Symphony Orchestra

어려서 모차르트에 비견할 만

한 천재로 빈 음악계의 각광을 

받았던 코른골트는 나치의 위

협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넌 이

후, 헐리우드의 영화음악 작곡

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

였다. 그는 1938년에 개봉되었

던 에롤 플린 주연의 활극 '로

빈 후드의 모험'의 음악을 담

당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에게 

아카데미 음악상의 영예를 안

겨주기도 했다. 특히 사랑의 

테마는 콘서트 피스로도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8.660369-71 [3CDs]

로시니: 도둑 까치

Various Singers/

Alberto Zedda/

Virtuosi Brunensis

독립적으로 널리 연주되는 서

곡으로 유명한 로시니의 오페

라 <도둑 까치>는 비극과 희극

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로시니

의 탁월한 감각이 돋보이는 걸

작으로 1817년 초연 이후 지금

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본 신보는 2009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것으로 현존 최고

의 로시니 스페셜리스트인 알

베르토 체다가 지휘를 맡았다.

8.572879 

슈만: 피아노 듀오를 위한 편곡 

3집 (만프레드, 교향곡 3번 외)

Eckerle Piano Duo

낭만시대의 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를 위한 편곡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슈만의 경우는 피

아노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

고, 편곡작업에 큰 열의를 보

이지 않았다. 서곡 '헤르만과 

도로테아'는 그가 자기 작품을 

직접 편곡한 희귀한 사례다. 

교향곡 3번과 '만프레드' 서곡

은 제자이자 동료였던 카를 라

이넥케가, '괴테 파우스트의 장

면들' 서곡은 처남인 볼데마르 

바르기엘이 각각 편곡하였다.

8.573407

저먼: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

한 작품들

Andrew Long(vn)/

Ian Buckle(pf)

오페레타 <톰 존스>로 유명

한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저먼

(1862-1936)은 영국 왕립 음악

원에 재직하던 시절 바이올린

과 피아노를 위한 다수의 매력

적인 소품들을 작곡하기도 했

다. '사랑의 노래'는 제목 그대

로 매력적인 선율로 채워진 살

롱 음악의 전형을 보여주며, '

볼레로', '녹턴', '자장가', '살타

렐로', '부레', '파반', '전원곡' 등

등의 소품들 역시 각각의 타이

틀에 걸맞은 독특한 개성들을 

담고 있다.

8.570611

주 롱 & 첸 이: 교향곡 '1839년

의 사람들' 외

Darrell Ang/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퓰리처상 수상자인 주 롱은 현

존 중국 음악계를 선도하는 작

곡가의 한 사람이다. '타이구의 

운율'은 당 시대의 궁중 음악을 

재현한 독특한 작품이며, 그가 

첸 이와 공동으로 작곡한 교향

곡 '1839년의 사람들'은 2009

년 광저우 심포니의 위촉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그 해에 중

곡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아편 전쟁의 상황을 음악을 통

해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www.naxos.com
Naxos

8.573087

JS 바흐: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들

Aapo Hakkinen(cemb)

본 신보에 수록된 바흐의 건반

을 위한 작품들은 그의 활동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되는 비교적 유명세가 덜한 작

품이지만, 화성과 대위법, 그

리고 형식에 대한 청년 작곡가

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여실

히 드러내고 있다. 봅 판 아스

페렌과 피에르 앙타이를 사사

했던 핀란드 출신의 젊은 하프

시코드 연주자이자 현재 헬싱

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아포 하키넨

이 연주를 맡았다.

8.572697

펜데레츠키: 마니피카트, 카디슈

Various Artists/ Antoni Wit/ 

Warsaw Philharmonic 

Orchestra

수록된 두 작품은 35년의 시간 

차를 두고 완성되었다. 이 기

간 동안 펜데레츠키는 전후 유

럽 아방가르드 계열의 가장 중

요한 작곡가로 자리매김하였

다. '마니피카트'는 이지적인 음

악적 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강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역설

적인 작품이며, '카디슈'는 우치 

게토 학살의 65주기를 기념하

는 완성된 곡으로 작곡가의 후

기 합창음악 중에서도 단연 두

각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8.573338

바그할터: 신세계 모음곡, 만

드라골라 서곡

Alexander Walker/

New Russia State 

Symphony Orchestra

이그나츠 바그할터는 폴란드에

서 태어나 독일에서 활약했던 

지휘자 겸 작곡가였으며, 나치

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

갔던 만년에는 흑인 음악가들

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코믹 오페

라 <만드라골라>는 R. 슈트라우

스, 부조니 등의 영향을 받은 작

품이며, '신세계 모음곡'은 미국

으로 이주한 이후 아프로-아메

리칸들의 독특한 음악적 소재를 

활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8.572766

말리피에로: 영웅들의 교향곡, 

아르메니아 외

Amaury du Closel/ 

Thessaloniki State 

Symphony Orchestra

20세기 이탈리아 음악계를 선

도했던 작곡가인 잔 프란체스

코 말리피에로(1882-1973)의 초

기 관현악 작품들을 함께 수록

한 음반으로 전체 다섯 작품 중

에서 네 작품이 최초로 레코딩

된 것들이다.    1차 대전의 암

울함이 드러나는 '비극적 주신 

찬가', 비장함을 담은 '영웅들의 

교향곡', 스트라빈스키의 영향

이 드러나는 '그로테스코', 아르

메니아의 전통 선율을 차용한 '

아르메니아' 등이 수록되었다.

8.573320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인기 성악곡들

Ring Around Quartet & Consort

Frottola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

서 유행했던 사랑을 소재로 한 짧은 성악곡들을 말한다. 하지만 마

드리갈이 유행하면서 이 장르는 급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신보에는 당대의 유명한 음악 출판가였던 오타비아노 페트루치에 

의해 출판되었던 작품들을 비롯하여, 빌라르트, 폴리아노, 페스타, 

카라, 카피롤라 등의 간결하면서도 매력적인 연가들이 수록되었다.

8.573299

시벨리우스: 쿠올레마/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외

Pia Pajala (sop)/ Waltteri Torikka (br)/ Leif Segerstam/ 

Turku Philharmonic Orchestra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중요한 극부수음악 두 편의 전곡을 함께 담

은 음반. 야르네펠트의 희곡 '쿠올레마'(죽음)를 위해 완성한 극부수

음악 중 한 작품은 후일 '슬픈 왈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작곡가의 가장 대중적인 인기작품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아돌프 

파울의 '크리스티안 2세'를 위한 극부수음악 역시 다양한 개성을 갖

춘 고풍스런 춤곡들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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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617

수 슈야: 열반/ 옛 시골의 메아

리/ 수정 석양/ 일사

Shu-ying Li (sop)/ Qilian 

Chen (sop)/ Gottfried Rabl/ 

ORF Vienna Radio Symphony

1961년 만주 장춘에서 태어난 

수 슈야는 현재 프랑스를 기

반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

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추억

을 그린 '옛 시골의 메아리'. 중

국 고대설화에서 소재를 취

한 'Insolation', 티벳의 풍광과 

라마교희 영적 세계를 그린 

'Nirvana'(涅槃), 중국민요에 기

초한 관현악 반주의 성악곡인 

'Yun' 등을 통해 그의 다양하고

도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만나

볼 수 있는 음반.

8.572165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1번, 4번

Amar Quartet

아 마 르  쿼 텟 의  힌 데 미 트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3번째이자 

마지막 음반. 힌데미트의 일곱 

현악사중주는 그의 음악적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십대 후반에 완성한 

그의 첫 현악사중주에서는 

브람스의 영향과 더불어 1차 

대전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다. 

20대 중반에 완성한 현악사중주 

4 번 은  그 의  현 악 사 중 주 들 

중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작품으로, 모음곡과 유사한 

독특한 악장 구성이 인상적이다.

8.573169 

슈미트: 4개의 소품/ 아베이

세/ 소나트 리브르 외

Beata Halska (vn)/ Claudio 

Chaiquin (pf)

플로랑 슈미트(1870-1958)는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음악계

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

타일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

던 작곡가다. 특히 실내악 분

야에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

겼는데, 신보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이 수록되었다. 서정미가 돋보

이는 4개의 소품. 화려한 기교

의 '스케르초', 그의 가장 중요

한 실내악 작품의 하나인 '소

나트 리브르', 폭발적인 힘과 

섬세함을 겸비한 만년의 걸작 

'Habeysse' 등을 수록.

8.571358

레이튼: 첼로를 위한 실내악 

작품 전곡

Raphael Wallfisch (vc)/ 

Raphael Terroni (pf)

영국 작곡가 케네스 레이톤

(1928-88)은 20대 중반에 완

성했던 첼로협주곡으로 탁월

한 음악적 재능을 증명했다. 

첼로에 대한 그의 특별한 애정

은 첼로 독주를 위한 소나타, 

탁월한 변주들을 담고 있는 첼

로와 피아노를 위한 파르티타, 

서정미가 돋보이는 엘레지 등

의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다. 종교적 분위기의 아름다운 

작품인 '알렐루야 파샤 노스트

룸'은 연주자인 라파엘 왈피시

가 초연했던 작품이다.

8.571363-65 [3CDs]

소랍지: 피아노 작품집

Michael Habermann (pf)

카이코스루 샤푸르지 소랍지

(1892-1988)는 영국 에식스에

서 파시교도 인도인 아버지와 

시칠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

지는 화려한 피아노 작품들로 

유명했는데, 기교적 난해함과 

복잡한 음악구조, 긴 길이 등

으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

오푸스 클라비쳄발리스티쿰'은 

가장 난해한 피아노 작품의 대

명사로 유명하다. 마이클 바허

만의 본 음반은 BMS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8.572729

피고바트: 홀로코스트 레퀴엠/ 

새벽의 시

Anna Serova (va)/ Nicola 

Guerini/ Croatian Radio 

& Television Symphony 

Orchestra

보리스 피고바트(1953년생)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이스라

엘로 이주한 유대계 작곡가다. 

1995년 ACUM 어워드를 수상한 

작품인 홀로코스트 레퀴엠은 바

비 야르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대

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

품이다. 각 악장에는 라틴 전례

의 레퀴엠 고유문에서 따온 제목

들이 붙어 있지만, 성악이 배제

된 상태에서 독주 비올라와 관현

악에 의해서만 곡이 진행된다.

8.573392-93 [2CDs]

베를린 감바 작품집

Dietmar Berger (Viola da 

gamba) 

신보에 수록된 비올라 다 감바 

독주를 위한 코랄 변주곡들은 

이른바 '베를린 감바 작품집'이

라고 불리는 작자 미상의 17세

기 작품집에 수록된 것들이다. 

코랄 원곡들의 장엄한 분위기

를 단 하나의 악기만으로도 충

실하게 표현해낸 것을 보면, 

분명 당대의 걸출한 비올 대가

의 솜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멘체스터 감바 작품집'으로 

호평을 받았던 독일의 비올 연

주자 디트마르 베르거가 연주

를 맡았다.

8.573467

아르메니아 피아노 작품집

Mikael Ayrapetyan (pf)

아르메니아는 중세 때부터 고

유한 음악 전통을 이어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국의 

독특한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둔 

여러 아르메니아 작곡가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

기 시작했는데, 간결미가 돋보

이는 코미타스의 '6개의 피아

노를 위한 춤곡', 타타르 민요

에 기초한 스펜디아로프의 '크

림 스케치', 인상주의와 재즈의 

영향이 느껴지는 아미르카니

안의 피아노 작품들 등등을 만

날 수 있다.

8.573427

별들의 노래 (여성합창을 위한 

영국 음악)

Christopher Finch/ Wells 

Cathedral School Choralia

여성 보컬 앙상블의 맑고 투명

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음

반. 홀스트의 '아베 마리아'와 '

리그 베다의 찬가', 칠코트의 '

별들의 노래', 존 태브너의 '성 

힐다의 아이콘', '테오토케', '아

뉴스 데이', 제임스 맥밀란의 '

노바! 노바! …',  '왕을 위한 뉴 

메이드', 제임스 희트번의 '페스

티벌 알렐루야', 체칠리아 맥도

월의 '하늘의 여왕' 등 근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합창음악 작

곡가들의 여성합창곡들을 함

께 담았다.

8.573387

마르티누: 가곡집 3집

Jana Hrochova Wallingerova(ms)/ 

Giorgio Koukl (pf) 

마르티누는 다수의 가곡을 작

곡하였지만, 그 대부분은 작곡

가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다. 

메조소프라노 야나 발링게로

바와 마르티누 스페셜리스트 

조르조 쿠클이 함께 진행 중

인 그의 가곡 시리즈의 세 번

째 음반에는 작곡가의 일본의 

서정시에 곡을 붙인 '니포나리', 

미국 망명시절의 작품들인 '1

페이지의 노래들'과 '2페이지의 

노래들', '니그로 민속 시에 의

한 두 노래' 등의 독특한 작품

들이 수록되었다.

8.573481

에카차이 제라쿨 기타 리사이틀

Ekachai Jearakul(guitar)

2014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로 GFA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

지했던 태국 출신의 젊은 기대

주 에카차이 제라쿨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연주자 자신이 편

곡한 바이스의 류트 모음곡 13

번에서 시작한 기타 여정은 레

냐니와 메르츠의 19세기 소품

들을 거쳐서 버클리의 소나티

나, 브로우어의 '오리샤 전례', 

그리고 아마추어 작곡가이기도 

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작품으

로 마무리된다.

8.559775

타워: 바이올린협주곡/ 스트로

크/ 챔버 댄스

Cho-Liang Lin(vn)/ 

Giancarlo Guerrero/ 

Nashville Symphony 

현재 미국 음악계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류 작곡가인 조안 타워(1938

년생)의 음악은 대중들의 교감을 

쉽게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지닌

다. 퓰리처상 최종 후보작에 올

랐던 바이올린협주곡은 화려한 

기교와 서정미를 겸비한 작품으

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초

량린이 독주를 맡았다. 스트로크 

환자의 고통과 희망의 비전을 

함께 표현한 'Stroke'와 색채적인 

'챔버 댄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3379

구바이둘리나: 기타를 위한 작품 전곡

David Tanenbaum(guitar)

러시아 타타르 공화국 출신의 구바이둘리나는 유니크한 작품세계

를 통해 현존 작곡가로서는 유래없을 정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신보에는 현재까지 그가 기타를 위해 작곡한 작품 전곡이 수록

되었다. 2대 이상의 기타와 저음 현악기들을 조합한 두 편의 대작 

'회개'(Repentance)와 '소토 보체'(Sotto Voce) 외에도 개성적인 두 

소품인 '세레나데'와 '토카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www.br-klassik.de
BR Klassik

900130

베토벤: 장엄미사

Genia Kuhmeier/ Elisabeth Kulman/ Mark Padmore/ 

Hanno Muller Brachmann/ Bernard Haitink/ Chor und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베르나르드 하이팅크는 실연에서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여러 번 지휘했지만, 그

가 지휘한 '장엄미사'가 정식 음반으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85세 

되던 해인 2014년 9월에 뮌헨이ㅡ 허큘레잘에서 있었던 복수의 콘서트 실황을 편

집 수록한 것으로, 장대한 스케일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접근법과 일급 성악가들

의 빼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당당한 위용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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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92187 [CD+BD Audio]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연습곡, 코렐리 변주곡

라피 베살리안(피아노)

“러시안 피아니즘의 진정한 후계자”(쇼팽 매거진)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피 베살리안은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했다. “피아니스트와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들어야 

한다.”(팡파르 매거진), “청중을 압도하고 풍부한 해석력을 지닌 굉장한 피아니

스트”(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등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와 바

바자니안의 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서 이 찬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

게 있는 타건에서 나오는 압도하는 에너지와 섬세한 표현에서 전달되는 풍부한 

낭만적 감수성에서 그가 ‘굉장한’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DSL-92188

바다의 경치: 바다를 위한 피아노 음악

재니스 웨버(피아노)

섬세한 터치와 함께 거대하고 파워 있는 타건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바다

보스톤 음악원과 태버 아카데미의 교수인 재니스 웨버는 ‘장미’에 이어 ‘바다’

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녀는 섬세한 터치와 함께 거대하고 파워 있는 타건으로 

바다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았다. ‘몰다우 강’으로 유명한 스메타나는 ‘바닷가에

서’도 변화무쌍한 파도의 모습을 들려주며, 러시아 낭만 피아노의 거장 블루멘

펠드의 ‘바다에서’는 격렬한 물결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듯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로잡는다. 블로흐의 ‘바다의 인상’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그리며, 교육자로 유

명한 레셰티츠키의 ‘파도의 희롱’은 아름다운 아르페지오의 세계를 선사한다.

ODE1198-2

에네스쿠: 교향곡 1번,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

Truls Mork(vc)/ Hannu Lintu/ Tampere Philharmonic Orchestra

"Classica CHOC”

한누 린투와 탐페레 심포니의 에네스쿠 교향곡 시리즈의 마지막 음

반. 걸출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던 에네스쿠는, 작곡가로서도 후

기 낭만 음악의 이디옴을 충실히 계승했다. 그가 25세 되던 해에 

초연되었던 교향곡 1번에는 청년 작곡가의 혈기왕성한 에너지가 가

득 담겨있다.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심포닉 콘체르탄테 역시 그가 

22살에 완성한 초기작으로, 서정적인 선율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6.220566 [Hybrid-SACD]

코펠: 현악사중주 1,2번/ 색소폰오중주

Benjamin Koppel (sax)/ Sjaelland String Quartet

덴마크 음악계의 현존 주요 작곡가인 안데르스 코펠(1947년생)은 

락음악과 재즈를 아우르는 폭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2

편의 현악사중주는 비교적 전통적인 형식미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

는 반면, 색소폰오중주는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적

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덴마크 재즈계의 스타 연주자인 작

곡가의 아들 벤저민 코펠이 색소폰 독주를 맡았다.

ODE1262-5 [Hybrid-SACD]

시벨리우스: 레민카이넨의 전설, 포횰라의 딸

Hannu Lintu/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Classicstoday 10/10”

시벨리우스는 조국의 유명한 서사시인 '칼레발라'를 기반으로 4개

의 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스케일의 관현악곡인 '레민카이넨의 전

설'을 완성하였다. 특히 전곡 중에서 서정적인 매력을 담은 두 번째 

악장인 '투오넬라의 백조'는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인기곡이

다. 드라마틱한 교향시인 '포횰라의 딸'은 그가 '칼레발라'를 소재로 

만든 마지막 관현악 작품이다.

6.220596 [Hybrid-SACD]

쿨라우: 피아노사중주 1,2번

Copenhagen Piano Quartet

고전/낭만 전환기에 활약했던 작곡가인 프리드리히 쿨라우는 니더

작센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활약하면서 덴마

크 문예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었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

의 피아노사중주들은 그의 창조력이 정점에 도달했던 시절에 완성

되었던 것들로, 특히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신의 캐리어를 기반으로 

완성한 화려하고도 기교적인 피아노 파트가 강한 인상을 남긴다.

www.dacapo-records.dk
Dacapo

C5234 [2 for 1]

체르니: 4개의 현악사중주

Sheridan Ensemble

베토벤의 제자였으며, 당대를 

대표하는 피아노 비르투오조

였던 체르니는 자신의 전문 분

야였던 피아노 이외의 장르에

서도 흥미로운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신보에는 그가 하이든

과 베토벤의 전통을 충실히 계

승하여 완성했던 현악사중주 4

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이 사

중주들은 그의 필사본 만으로 

전해져오다가 최근 빈 악우협

회의 아카이브 중에서 재발견

되었다. 4곡 중 2곡은 세계 최

초 레코딩이다.

C5206

베를린 감바 작품집

Jul iane Laake(vio la da 

gamba)/ Ensemble Art 

d'Echo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17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비올라 

다 감바 독주를 위한 악보집이 

보관 중이다. 도서관 분류번호 

Res.1111으로 알려진 이 필사본

은 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 유

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텔레

만 콩쿠르 수상자인 율리아네 

라케가 1691년에 제작된 역사

적인 악기로 이 작품집의 수록

곡들을 연주하였다. 비올 독주

를 위한 춤곡 모음곡들 사이에 

보컬 코랄들이 적절이 배치되

었다.

C5243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부조니 편곡 버전)

Tzimon Barto(pf)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바흐 건

반 음악을 대표하는 걸작일 뿐

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베

토벤, 브람스, 레거 등등의 위대

한 피아노 변주곡들의 시금석 

역할을 담당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개성적인 해석으로 유명

한 피아니스트 치몬 바르토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이 

걸작을 재해석하였다. 부조니 

버전에 의한 연주이며, 코랄 전

주곡 '오라, 이교도의 구세주여' 

BWV659가 함께 수록되었다. 

참고로 음반 표지는 치몬 바르

토 본인의 눈을 찍은 사진이다.

C5237 

프랑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풀렁: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발레 '전형적 동

물들' 모음곡

Mona & Rica Bard(pf)/ 

Ariane Matiakh/ Deutsche 

S t t a t s p h i l h a r m o n i e 

Rheinland-Pfalz

프랑스 육인조의 핵심 멤버였던 풀렁은 자

신이 존경했던 두 작곡가인 모차르트와 드

뷔시의 음악스타일을 자신의 초기 작품에 

적극 활용하였는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역시 그의 이런 특징을 여실히 드러

내는 작품이다. 그의 후배 작곡가인 장 프랑

셰 역시 풀렁의 이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완성하

였다. 풀렁의 발레 '전형적 동물들'에서 갈무

리한 관현악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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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teinway.com

Steinway & Sons

or0016

미션, 해리 포터, 골든 아이, Up 등 영화음악

FIVE SAX

다섯 개의 색소폰이 연주하는 흥미로운 영화음악의 걸작들

영화음악은 음악의 한 장르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이

며, 영화음악을 전문으로 작곡하는 작곡가도 적지 않다.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수준을 수직으로 끌어올린 에리히 콘골트를 비롯하여 

니노 로타와 존 윌리엄스, 에니오 모리코네 등이 영화음악의 거장

으로서 추앙받고 있다. 이 음반에는 이들이 작곡한 유명한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비롯하여 걸작으로 평가받았던 애니메이션 

‘Up’, 판타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해리 포터’, 브로스넌의 마지막 

007 ‘골든 아이’ 등 영화음악의 걸작을 흥미로운 다섯 개의 색소폰 

연주로 들을 수 있다.

pmr 0058  [2 for 1.5]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녹턴, 가곡들

알베르토 메시르카(기타), 우어줄라 랑마이어(소프라노), 

팔라디노 앙상블

기타 연주로 느끼는 슈베르트의 외롭고 고독한 마음

팔라디노 앙상블의 ‘(리)인벤션’ 시리즈는 기존의 작품을 다른 악기로 

편곡하여 새로운 음악적 감흥을 들려주고 있다. 이번 선택은 슈베르

트로, ‘녹턴, D. Anhang II/2’를 기타, 플루트, 비올라, 첼로의 사중주

로 연주하여 투명하고 경쾌한 슈베르트의 음악을 더욱 맑고 산뜻하

게 표현했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첼로와 기타로 연주하여 살롱 

음악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냈으며, 소프라노가 부르고 기타가 반주

하는 가곡은 순수하고 순박하며, 햇살과 같이 따사롭다. 특히 기타로 

연주하는 피아노곡과 가곡에서 고독한 슈베르트의 마음이 느껴진다.

SM220 

자스민 라이스 - 바이올린 미스터리

Viktoria Kaunzner(vn)/ Sorin Creciun(pf)

바이에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빅토리아 카운츠너는 

어려서부터 동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결국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강남대학교 바이마르 음

악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KBS 교향악단의 객원악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국내 모 항공사의 후원으로 제작된 본 음반에서 그녀

는 바흐의 샤콘느, 미니멀 음악에 기반을 둔 자신의 창작곡들, 그리

고 역시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작곡가인 다니엘 슈나이더의 '4가지 

바람'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트랙이자 타이틀 곡인 '자스민 라이스'

는 서울 율하우스에서 레코딩되었다.

SM219

메타모르포시스(코렐리, 비발디, 쉬니트케, 크라이슬러)

Alicja Smietana(vn)/ Extra Sound Ensemble

기돈 크레머, 나이젤 케네디와 같은 거물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

며 활약 중인 폴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알리차 시미에타나가 

Solo Musica를 통해 두 번째 음반을 선보였다.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소 Op.6-4, 비발리의 '라 폴리아'와 '화성의 영감' 중 2대의 바

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크라이슬러의 고풍스런 작품인 '비발디 양식

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쉬니트케의 '옛 양식의 모음곡'을 연주

자 자신의 편곡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WS008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스메타나: 몰다우

Karel Ancerl/ Wiener Symphoniker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로 유명한 체코 출신의 유대계 지휘자 카렐 안

체를(1908-73)은 탈리히의 뒤를 이어서 체코 필의 황금기를 구가

했던 위대한 거장이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캐나다로 망명

했던 그는 사망할 때까지 토론토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했다. 

본 음반은 그의 최전성기 무렵인 1958년에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심포니커를 객원지휘했던 기록으로, 그의 장기와도 같은 두 작

품인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과 스메타나의 '몰다우'를 함께 연주하

였다.

NCD 50

알로일라 – 세계의 민속음악 합창곡

복스 아우레아, 사나 살미넨(지휘)

‘황금의 목소리’로 담은 전세계 다양한 나라의 민속음악 합창

‘황금의 목소리’라는 의미의 ‘복스 아우레아’는 핀란드의 합창단으

로, 다양한 나라의 민속음악을 한 음반에 담았다. 자국인 핀란드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불가리아, 스페인, 그리스, 

일본, 태국, 남아프리카 등 비교적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

의 민속음악을 수록하여 더욱 가치가 높다. ‘복스 아우레아’의 목

소리는 깨끗하고 맑으며 직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속음악을 

더욱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복스 아우레아’의 지휘자인 사나 살

미넨은 ‘복스 아우레아’의 근거지인 핀란드 위배스퀼래 대학의 페

다고지 교수이다.

B108084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혼과 합창을 위한 음악

아우디 유겐트코어아카데미, 뮌헨 오페라 혼스, 켄트 나가노(지휘)

합창의 숭고함과 혼의 장엄함이 결합된 명작 컬렉션

혼이 함께 연주하는 합창곡을 모은 독특한 음반이다. 브람스의 유

명한 ‘여성 합창과 두 개의 혼, 하프를 위한 네 개의 노래’를 비롯

하여 남성 합창과 네 개의 혼을 위한 슈베르트의 ‘숲 속의 밤노래’

와 슈만의 ‘사냥 노래’는 소중한 발견이다. 특히 독일의 사냥 나팔

을 연상케 하는 혼의 팡파르와 남성의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

룬다. 러시아의 민요를 편곡한 스트라빈스키의 여성 합창과 네 개

의 혼을 위한 ‘접시 아래’는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유머러스한 표현

이 돋보인다. 바그너와 R. 슈트라우스를 편곡한 혼 앙상블은 장엄

한 음악의 힘을 들려준다. 

30026

빌리 홀리데이의 SONGBOOK

라라 다운스(피아노)

피아노 소품으로 재탄생한 홀리데이의 아름다운 멜로디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보컬로 

기억되고 있다. 이 음반에서는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담은 

홀리데이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피아노 소품으로 재탄생했다. 

홀리데이의 자작곡인 ‘빌리의 블루스’, 로저스가 작곡한 ‘푸른 달’, 

시나트라가 작곡한 ‘당신을 원하는 전 바보예요’,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고독’ 등 대표곡을 비롯하여 흑인의 비참한 삶을 노래해 

흑인 최초 T IME지 주인공이 되게 한 ‘이상한 열매’ 등이 

수록되어있다. 낭만적인 클래식 소품의 분위기면서도 재즈 특유의 

멜로디와 리듬이 가미된 특별한 음반이다.

www.paladino.at
Paladino

www.solo-musica.de
Solo Musica

New Releases | CD

www.orlando-records.com
Orlando

www.farao-classics.de
Farao Classics

www.alba.fi

Alba
www.wienersymphoniker.at
Wiener Symphon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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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amola.at
Gramola

[주목 할 음반]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 

5월 6일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음반

Gramola 99070 [6 CDs for 2.5]

리스트: 순례의 해, 시적이고 종교적인 화음 등

보리스 블로흐(피아노)

음악의 순수한 매력과 고전 음악의 기풍이 가

득한 모범적인 연주

리스트의 직계 제자가 연주하는 리스트의 환

상적인 이야기

리스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라이딩에서 열린 리스

트 페스티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보리스 블로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섯 번의 리사이틀을 가졌다. 

이 앨범은 그 중에서 리스트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블로흐는 리스트의 직계 제자로서 리스트 음악의 권위

자로 인정받고 있다. “환상이 없다면 예술이 아니다”라

는 리스트의 말처럼, ‘순례의 해’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

에는 꿈결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블로흐는 짙은 

감수성과 넓은 극적 표현력으로 리스트의 환상을 들려

주며, 리스트가 상상했던 음악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99052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번, 5번 ‘봄’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하엘 코어슈틱(피아노)

빈악파의 고전 음악에 탁월한 해석력을 

가진 최고의 콤비가 만드는 명연

이른베르거는 9살에 모차르테움 음악원

에 입학하고 린츠 브루크너 대학에서 수

학한 영재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

은 연주자이다. 그는 빈악파의 고전 음악

에 탁월한 해석력을 인정받고 있다. 베토

벤의 가장 잘 알려진 소나타 중 하나인 

‘봄 소나타’는 섬세하게 제어되는 보잉에 

설레임이 가득하며, ‘소나타 4번’은 강렬

한 남성적 이미지로 이에 대비된다. 이른

베르거의 비범한 음악적 상상력과 표현력

이 드러나는 연주는 강한 공감을 불러일

으킨다. 바이올린을 뒷받침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코어슈틱의 조화와 균형의 

피아노 또한 최고이다.

99032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대공’, 벤첼 뮐러 

변주곡

트리오 판 베토벤

음악의 순수한 매력과 고전 음악의 기풍이 

가득한 모범적인 연주

2011/12 시즌에 린츠 부르크너하우스의 상

주 음악가였던 피아니스트 클레멘스 차일

링어와 하이든 트리오의 멤버였던 바이올

리니스트 베레나 슈투르즈, 빈터투어 음대 

교수인 첼리스트 프란츠 오르트너. 오스트

리아를 대표하는 이 세 중견 연주자들이 

‘트리오 판 베토벤’을 결성했다. 이름 그대

로 베토벤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

체로, 삼중주 7번 ‘대공’은 음악의 순수한 

매력을 전하면서 고전 음악의 기풍이 가득

한 모범적인 연주를 들려주며, ‘벤첼 뮐러

의 노래에 의한 변주곡’은 노래가 가진 감

정의 깊이를 기악으로 더욱 확장시켰다.

949 1893-6

JS 바흐: 오르간 토카타

Christoph Schoener(org)

함부르크의 대표 교회 건축물인 성 미카

엘 교회에는 모두 4대의 오르간이 설치되

어 있다. 이 교회의 상주 오르가니스트인 

크리스토프 쇠너는 4대의 악기를 번갈아 

활용하여 바흐의 가장 유명한 오르간 걸

작인 토카타와 푸가 BWV565를 위시한 5

편의 토카타와 두 편의 코랄 전주곡을 녹

음였다. 각기 다른 오르간들의 사운드 스

펙트럼을 MDG의 뛰어난 레코딩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음반.

901 1885-6

비발디: 라 스트라바간차 Op.4

Armoniosa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 프란체스코 체라

토의 주도로 결성된 이탈리아의 신예 시대

악기 연주 단체인 아르모니오사의 MD&G 

데뷔 레코딩. 비발디의 협주곡집 '라 스트라

바간차'는 '기상천외한'이라는 뜻의 제목 그

대로 화려한 기교와 참신한 악상으로 가득

한 12편의 협주곡들을 담고 있다. 아르모니

오사의 경쾌하고도 섬세한 연주와 MD&G

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서라운딩 사운드

가 이 작품집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LPO-0083 [2 for 1.5]

메시앙: 협곡에서 별들에게

Tzimon Barto(pf)/ Christoph Eschenbach/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메시앙의 관현악 대작인 '협곡에서 별들에게'는 피아노 솔로와 관

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으로, 미국 유타 주에 있는 브라이

스 캐년에서 받았던 대자연의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인상에다 자

신의 독실한 신앙관을 더하여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로림바

와 글록켄슈필을 적극 활용한 독특한 사운드 소노러티가 강한 인

상을 남긴다. 신보는 2013년 11월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담았다.

99051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 2, 3, 8번

토마스 알버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하엘 코어슈틱(피아노)

빈악파 고전 음악에 탁월한 해석력을 가진 최고의 콤비가 만드는 명연

이른베르거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로, 모차르트 

등 고전 음악에 탁월한 해석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 음반을 통

해 베토벤의 소나타에서도 명불허전임을 보여준다. 베토벤이 28

세 때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3번은 Op.12로 묶여있는 한 

세트이다. 두 연주자는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보여주는 이 작품들

을 피아노와의 이중주가 드러나도록 균형 있게 연주했다. 4년 후

에 작곡된 8번에서는 명쾌한 음색으로 바이올린의 선율미를 강조

하고 있으며, 베토벤의 기발한 음악적 제스처를 선명하게 드러내

어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LPO-0078

쳄린스키: 피렌체의 비극/ 6개의 메테를링크 가곡

Heike Wessels(ms)/ Sergey Skorokhodov(te)/ Albert 

Dohmen(br)/ Petra Lang(ms)/ Vladimir Jurowski/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오스카 와일드의 암울한 희곡을 바탕으로 완성한 쳄린스키의 단막 

오페라 '피렌체의 비극'은 16세기의 피렌체에서 질투와 배신으로 인

해 야기된 비극을 작곡가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기반으

로 극화한 작품이다. 신보는 2012년 9월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

었던 콘체르탄테 콘서트를 수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메테를링크의 

시에 기초하여 완성한 감각적인 여섯 편의 가곡들이 함께 수록되었

다.

99056

나의 아이: 낭만시대 가곡집

우테 치머(소프라노), 율리안 림(피아노)

슈바르츠코프의 제자인 우테 치머가 들려주는 낭만 가곡의 향연

우테 치머는 20세기의 전설적인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

프의 제자로,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치머는 이 음반에 어린이를 소재로 하는 스물 세 곡의 가곡을 녹음

했다. 동요와 같이 간단한 곡부터 아리아와 같이 스케일이 큰 작품

까지,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서 부르는 듯한 극적인 표현부터 자장

가를 부르듯이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음성까지, 한계를 초월한 그녀

의 음악세계가 이 한 장의 음반에 축약되어있다. 또한 모차르트부

터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바그너, R. 슈트라우스까지 낭만가곡의 

향연을 펼쳐놓았다.

www.mdg.de

www.lpo.co.uk

MD&G

LPO

301 0595-2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호른 트리오

Dieter Klocker(cl)/ Sebastian Weigle(hrn)/ Wolf 

Dieter Streicher(vn)/ Christoph Henkel(vc)/ Claudius 

Tanski(pf)

한 동안 카탈로그에서 누락되었던 MD&G

의 대표 실내악 명반이 재출시되었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두 연주 (Stereoplay)

매력적인 커플링, 훌륭한 녹음 (FonoForum)

연주자들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과 실내악 연주분

야를 통해 체득한 풍부한 경험이 만들어낸 표준

적인 브람스 해석. 정교하고 균형잡힌 연주다. 적

극 추천한다. (Fan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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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6105

바흐: 세 개의 모테트, 산드스

트룀: ‘오십시오, 예수님’ 등

하노버 실내합창단, 라 페스타 무

지칼레, 슈테판 도어만(지휘)

종교적 숭고함과 인간적 고뇌를 

함께 이끌어내는 독특한 해석

하노버를 대표하는 하노버 실

내합창단이 바흐의 세 개의 모

테트(BWV 225~227)를 시대

악기 연주단체와 함께 연주했

다. 그들의 독특한 해석은 바

흐의 작품으로부터 종교적 숭

고함과 인간적 고뇌를 함께 이

끌어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곡가 산드스트룀

의 작품도 함께 수록했다. 산

드스트룀은 바흐의 ‘b단조 미

사’를 모델로 한 ‘숭고한 미사’

와 헨델의 ‘메시아’를 모델로 

한 ‘메시아’ 등 바로크와 새로

운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바흐

의 모테트와 접목을 시도하며, 

종교적인 분위기와 함께 현대

인의 감성을 노래한다.

ROP6099

플라우토 돌체 - 음악의 시간

여행

엘리자베트 슈반다(리코더)

헤르포르트 교회음악 대학 교

수이자 하노버를 중심으로 활

동하고 있는 독일 정상급 리

코더 연주자인 슈반다의 리코

더 독주 음반이다. 이 앨범은 

11/12세기 ‘카르미나 부라나’에 

수록된 ‘더욱 신뢰하며’부터 13

세기 알폰소 10세의 ‘신의 동

정녀 어머니’, 14세기 이탈리아 

춤곡 ‘살타렐로’, 17세기 판 아

이크의 ‘꾀꼬리 천사’, 18세기 

바흐의 ‘파르티타’와 텔레만의 

‘환상곡 3번’, 크반츠의 ‘카프

리스’, 19세기 헤베를레의 ‘화

려한 소나타’, 그리고 20세기

의 오리지널 리코더 음악까지, 

1000년에 걸친 인류의 음악을 

이 한 장의 CD에서 만날 수 있

다. 

ROP6104

루딘: 빛으로의 길

에센 돔 여성합창단, 라이문트 

비퍼만(지휘)

24성부까지 확대되는 환상적

인 화음과 오페라와 같이 극적

인 현대합창의 진수

프랑크푸르트 태생의 작곡가 

롤프 루딘은 합창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2001년 작품인 ‘빛으로의 길’

은 그의 화려하고 극적인 음악

세계와 그 강렬한 매력을 보

여준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계시록 21장 등 성경의 내용과 

작곡가가 직접 쓴 시를 가사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본회퍼의 기도문이 있다. 

루딘은 투명한 3성부부터 압도

하는 24성부까지 확대되는 환

상적인 화음과 오페라에 필적

하는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신

을 갈망하는 인간의 역동적인 

삶을 그린다. 

www.sinfonieorchesterbasel.ch
Sinfonieorchester Basel

SOB08 

베를리오즈: 셰익스피어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

Yoon Soyoung(vn)/ Vesselina Kasarova(ms)/ Ivor Bolton/ Sinfonieorchester Basel 

이버 볼튼과 바젤 심포니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서 모티프를 얻었던 베를리오즈의 작품들로 본 

음반을 구성하였다. 연주회용 대서곡인 '리어 왕', 극적 교향곡 '로미오와 줄리엣' 중의 '사랑의 장면',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와 로마 대상 응모작이었던 서정극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각각 

비에냐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바젤 심포니의 악장인 윤소영과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베셀리

나 카사로바가 협연하였다.

www.opusarte.com
Opus Arte

OACD9030 D

매튜 마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등 종교합창곡

옥스퍼드 막달렌 대학 합창단, 스티븐 파(오르간), 

다니엘 하이드(지휘)

‘영국 작곡상’ 수상작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수

록

2013년 영예의 ‘영국 작곡상’은 매튜 마틴에게 돌

아갔다. 이 음반에는 마틴에게 이 상을 안긴 작품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와 함께 여덟 곡의 최초 녹

음을 포함한 대표적인 합창곡들이 수록되어있다. 

마틴의 작품은 영국 합창의 고풍스러운 전통에 드

라마틱한 현대적인 표현을 더했다. ‘우시아 왕’은 

한 편의 짧은 오페라와 같은 짙은 감성 표현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체스터 미사 브레비스’는 

마음속 깊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경건함으로 

큰 감동을 선사한다. ‘세인트 존 대학의 예배’는 장

중한 스케일과 화려한 오르간 사운드로 압도한다.

OACD9035 D

벨칸토: 이탈리아 벨칸토 아리아

헤수스 레온(테너),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 토비 퍼서(지휘)

우리시대 최고의 벨칸토 테너가 들려주는 벨칸토의 

진정한 아름다움

멕시코 출신의 테너 헤수스 레온은 젊은 세대 최고

의 벨칸토 테너로 인정받고 있다. 도밍고가 운영하

는 LA 오페라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했으

며, 전설적인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지도를 받

았다. 현재 벨칸토의 종주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레온은 이 음반을 대표

적인 벨칸토 오페라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과 

‘라메르모르의 루치아’, 벨리니의 ‘청교도’, 베르디의 

‘리골레토’와 ‘팔스타프’ 등 벨칸토의 기량을 최대한

으로 요구하는 아리아로 채워, 최고의 실력으로 관

능적이고 화려한 노래를 들려준다.

OACD9037 D [2 for 1]

J.S.바흐: 여섯 개의 트리오 소나타

데이빗 뉴숌(오르간)

17세기 파이프에서 울려나오는 바흐의 걸작

유서 깊은 캔터베리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인 뉴숌이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를 연주했다. 트리오 소나타

는 두 개의 상성부와 하나의 저음성부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바흐는 라이프치히 시절 1727년부터 1731

년까지 오르간을 위해 여섯 개의 트리오 소나타를 

작곡했다.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이탈리아 실내

소나타 형식을 따르면서도 바흐의 고도의 작곡 기

술이 집약되어있어 바로크 음악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다. 뉴숌이 연주한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 

오르간은 17세기 말의 파이프를 일부 사용한 대형 

오르간으로, 더욱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ROP6090-91 [2 for 1.5]

바흐: 마가 수난곡 BWV247

오토(소프라노), 웨이(알토), 요한센

(테너), 맥레오드, 뮐러-브라흐만(베

이스), 바젤 소년합창단, 카프리치오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르쿠스 토이치

바인(지휘)

2009년에 발견된 가사집의 비교연구

를 통해 이룩한 새로운 복원판 초연

1732년에 출판된 바흐의 <마가 수

난곡> 가사집에는 1731년에 연주했

다고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오래도록 이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마가 수난곡>이 <쾨텐 장례 음악>

과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여

러 작품들로부터 차용한 기존 작품

들의 편집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음악학자인 글뤼흐톨리크는 기

존의 가사집과 함께 2009년에 상

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새롭게 발

견된 1744년판 <마가 수난곡> 가사

집을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마가 

수난곡> 복원판을 만들었으며, 이 

음반에서 그 역사적인 초연을 들을 

수 있다. [세계 최초 녹음]

KL1408

쇼팽, 브람스, 포레: 발라드

장-프랑수아 안토니올리(피아노)

오케스트라에 필적하는 다양한 표정과 폭넓은 스케일

발라드는 본래 시의 한 장르였지만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 의해 기악음악 장

르가 되었다. 발라드가 지극히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극적 표현으로 호소력 

있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피아

노의 거장 안토니올리는 쇼팽과 함께, 이를 이어받은 브람스와 포레의 발라드 

등 낭만 음악의 진수를 연주했다. 안토니올리의 연주는 명징한 타건으로 영롱

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면서 은은하면서도 풍부한 저음이 받쳐주어, 마치 오케

스트라를 듣는 듯한 다양한 표정과 폭넓은 스케일로 큰 감동을 선사한다. 

KL1409

쇼팽: 24개의 전주곡, 환상곡, 뱃노래 등

장-프랑수아 안토니올리(피아노)

전주곡으로 풀어내는 쇼팽의 드라마와 같은 삶의 이야기

‘전주곡’이란 본래 본 음악을 연주기 전에 연주하는 곡으로 음악적인 중요성이 

높은 곡이 아니었지만. 쇼팽이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소품을 작곡하면

서 피아노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피아노의 거장 안토니

올리는 기교를 드러내기 위해 가볍게 연주하거나 지나치게 멜랑콜릭한 감성에 

빠지지 않고, 완성된 예술작품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곡이 지닌 음악적 

의도에 집중한다. 또한 그의 연주는 전체 24곡이 쇼팽이라는 한 예술가의 극적

인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듯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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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9201409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당나귀와 나, 탕스망: 쇼팽 예찬 등

로렌초 미켈리(기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낭만 음악의 보석과 같은 기타 작품들

로렌초 미켈리는 ‘영혼의 가을’이라는 시적인 제목의 이 앨범에서 이

탈리아 낭만의 거장 마리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와 프랑스 낭만

의 보석 알렉상드르 탕스망의 희귀한 기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기

타를 사랑했던 작곡가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뛰어난 기타 작품

을 다수 남겼다. 이 음반에 수록된 ‘당나귀와 나’는 다양한 성격을 가

진 여덟 곡의 모음으로, 기타의 다양한 표정과 만날 수 있는 재미있

고 흥미로운 작품이다. 탕스망은 ‘쇼팽 예찬’으로 프랑스 낭만의 진수

를 들려주며, ‘스크리아빈 변주곡’에서 새로운 음의 세계를 탐구한다.

ORC100046

비둘기의 날개를 위해: 탄원과 희망의 음악

캠브리지 퀸스 칼리지 합창단, 실라스 월스통(지휘)

500년에 걸친 영국 합창음악의 중후한 역사의 기록

캠브리지의 퀸스 칼리지 합창단은 유서 깊은 영국 합창 전통의 

중심에 있다. ‘비둘기의 날개를 위해: 탄원과 희망의 음악’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에서는 전쟁과 평화, 구출, 기도, 안식을 주제로 인

류의 역사와 신의 가호를 담았다. 수록곡도 16세기 버드의 ‘억눌

려진 내 영혼’부터 기본스의 ‘보라, 주가 내게 삶을 주셨다’, 퍼셀

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스탠포드의 ‘내가 일으키리라’, 버클리

의 ‘주는 나의 목자’, 21세기 월스톤의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

서’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있어 영국 합창음악의 역사와 

전통을 관통하고 있다.

CR12201302

2013년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 실황

반디니, 미켈리, 리바, 누녜스, 레빈, 클레르크, 아랑고, 조대연, 방

쇠, 가르시아, 도쿠나가

세비야에서 벌어진 기타 거장들의 향연과 콩쿨 입상자들의 대전

2013년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 실황으로, 기타 레퍼토리의 보고이다. 반디니와 

키아키아레타(반도네온)가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안녕, 노니노’와 미켈리가 연

주하는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누가 지쳤지?’, 리바가 연주하는 파야의 ‘어

부의 노래와 도깨비불의 노래’, 카르피오가 부르는 플라멩코 등 거장들의 연주

가 수록되어있다. 또한 쿵쿨 우승자인 가르시아가 연주하는 만혼의 ‘바스크의 

노래’와 조대연이 연주하는 말라츠의 ‘에스파냐 세레나데’, 아랑고가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5번’ 등 실력자들의 연주에는 강렬한 젊음이 느껴진다.

RCO14010

쇼스타코비치: 가드플라이 모음곡,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힌데미트: 연주회용 음악 등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이반 메일레만스(지휘), 쿠르트 마주어(지휘)

세계 최고의 금관 연주자들의 연주로 듣는 금빛 사운드의 향연

세계 정상의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금관 연주자들이 다양한 

금관 앙상블 작품들을 연주했다. 쇼스타코비치의 ‘가드플라이’는 영화

음악으로, 장중하면서도 경쾌한 특징이 금관의 화려한 음색과 조화롭

다. 유명한 ‘로망스’는 그 어떤 연주보다 장중하다. ‘탕고 누에보’의 대

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는 로맨틱한 선율과 리

드미컬한 탱고 리듬에 풍부한 금관의 음향을 더하여 야외 축제에 온 

듯하다. 힌데미트의 ‘연주회용 음악’은 금관과 현을 위한 작품으로, 힌

데미트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의 금관이 화려하게 빛을 발한다.

CR1201403

LOOK AT THE BIG BIRDS

카르멘 알바레스, 프란시스코 

베르니에르(기타)

두 대의 기타로 떠나는 세계 여행 ‘아리

랑’ 포함

두샨 보그다노비치가 전세계의 민요 28

곡을 기타 이중주로 편곡하여 앨범을 만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알바레스가 기타 

연습곡 세트를 기획하면서 시작된 것으

로, 한국의 ‘아리랑’을 비롯하여 독일, 덴

마크,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이란, 그

리스, 하와이, 가나, 슬로베니아, 영국, 아

일랜드, 마케도니아, 스위스, 러시아, 중

국, 나미비아, 에콰도르, 일본, 미국, 프랑

스 등 여러 나라의 음악이 세련된 편곡으

로 수록되었다. 알바레스는 세비야 기타 

콩쿨의 심사위원이며, 베르니에르는 세비

야 왕립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스페인

의 정상급 기타리스트들이다.

CR9201410

비발디: 사계, 

피아졸라: 항구의 사계

지암파올로 반디니(기타), 체사레 키아키아레타(반도네온), 체라토 형제(바이올린, 첼로)

피아졸라의 실내악 편성에 맞춘 완전히 새로운 비발디와 더욱 강렬한 피아졸라

비발디의 ‘사계’와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는 한 음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대

부분 비발디에 맞춘 현악 앙상블 연주라면, 이 앨범은 반도네온, 기타, 바이올린, 첼로로 피아졸라

에 맞춘 연주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비발디의 ‘사계’는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반도네온, 첼로, 기타

도 독주를 맡으면서 극적이고 낭만적인 표현력이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되었다. 

피아졸라의 ‘사계’에서는 반도네온이 매력을 한껏 뽐내며, 기타의 마찰음이 강렬한 묘미를 만들어

낸다.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피아졸라이다.

CR6201406

DIVINA MANCHA

안톤 바라코프(기타)

스페인의 낭만을 대표하는 기타 음악의 대

향연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스페인의 중요한 기

타 음악 작곡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음반이

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활약한 프

란시스코 타레가의 유명한 ‘알함브라 궁

전의 추억’과 전주곡들, 그리고 안토니오 

마혼의 ‘노벨라타’, 미겔 요베의 ‘소르 주

제에 의한 변주곡’은 이전 세대라면, 페데

리코 토로바의 ‘라 만차의 노래’와 에두아

르도 마사의 모음곡 ‘당나귀와 나’는 현대

를 대표한다. 이 대결의 결과는 모두의 승

리이다. 모두 낭만적인 감수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곡에서 스페인의 독특

한 춤곡 리듬과 밝고 긍정적인 정렬이 강

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CR6201407

바흐: 파르티타 VI, 벨리니/레고니: 아리아 

변주곡, 베리오: 세켄차

티보 가르시아(기타)

각종 콩쿨을 휩쓴 무서운 신예가 들려주는 

화려한 기타 음악의 예술

가르시아는 세비야 콩쿨, 아나 아멜리

아 콩쿨, 하모니아 코르디스 콩쿨, 그리고 

2014년 호세 토마스 콩쿨에서 우승을 거머

쥐며 무서운 신예로 떠올랐다. 그는 이 음

반에서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레퍼

토리와 정상급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바흐의 ‘파르티타 VI’에서 바로크의 명징

한 선율과 옛 댄스의 기풍 있는 리듬을 들

려주며, 베리오의 ‘세켄차’는 신비한 음향

과 복잡한 컨텍스트를 부드럽고 따뜻한 감

성으로 감쌌다. 벨리니의 오페라 ‘카퓰렛가

와 몬테규가’에 의한 레고니의 ‘아리라 변

주곡’에서는 낭만의 화려한 분위기로 한껏 

띄운다.

Contrastes는
Contrastes는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의 설립자이자 세비야 왕립음악원 교수인 프란시스코 베르니에르가 설립한 기타 전문 레이블입니

다. 카르멘 알바레스, 안톤 바라코프, 로렌초 미켈리, 지암파올로 반디니 등 정상급 기타리스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티보 가르시아, 

조대연 등 세비야 기타 페스티벌이 배출한 젊은 기타리스트들을 알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스페인 세비야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만큼, 플라멩코 등의 스페인 음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함께 하고 있으며, 춤, 영화, 사진 등 다른 예술장르와의 연계도 추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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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 211-2

고르치츠키: ‘미사 로라테 II’ 등 종교합창곡집

바르트니크(소프라노), 베너(카운터테너), 고츠만(테너), 크랄(베

이스), 안제이 코센디아크(지휘)

‘폴란드의 헨델’이라고 불렸던 폴란드 바로크 음악의 거장 고르치

츠키의 음악

그제고시 게르바지 고르치츠키는 17~18세기 바로크 시대에 활약했던 폴란드 

작곡가로, 생전에 ‘폴란드의 헨델’로 불릴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다. 크라쿠프를 

중심으로 작곡과 지휘, 교수 활동 등을 하면서 주로 종교합창곡을 작곡했지만 

한 곡도 출판되지 않아 대부분 분실되고 말았다. 그의 희귀한 음악을 이 음반에

서 들을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아카펠라인 ‘옛 스타일’과 기악반주가 있는 ‘콘체

르탄테 스타일’로 구분된다. 이 음반은 ‘미사 로라테 II’와 ‘미사 파스칼리스’등 옛 

스타일과 ‘콘둑투스 푸네브리스’ 등 콘체르탄테 스타일을 고루 수록했다.

ACD 215

모차르트: 잘츠부르크 마리아 미사

알렉세비치, 다비에츠(소프라노), 리벤(알토), 고츠만(테너), 부트린

(베이스), NFM 합창단, 안제이 코센디아크(지휘)

잘츠부르크 궁정 음악가 모차르트의 완벽한 마리아 미사 재구성

모차르트의 삶은 크게 잘츠부르크 시절과 빈 시절로 나뉘며, 잘츠부르크 

시절은 유년기와 이탈리아 여행기, 잘츠부르크 궁정 음악가 시절, 파리 

여행기로 구분된다. 이 음반은 이 중 잘츠부르크 궁정 음악가 시절에 작

곡된 작품들을 재구성하여 완벽한 미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미사 브레

비스, K.275>를 중심으로 <성모 마리아, K.273>과 <창조주이신 주의 어머

니, K.277>를 배치하여 성모 마리아 미사를 이룩했다. 또한 가사가 없는 

기악 소나타를 삽입하여 명상의 시간을 마련하며, 말기 작품인 <아베 베

룸 코르푸스>로 경건하게 마무리한다.

www.arcodiva.cz www.timpani-records.com
Arco Diva Tim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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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3번

이트카 블라샨코바(첼로)

바흐의 음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정결함과 숭고함에 대한 탐구

블라샨코바는 앙드레 나바라와 피아티고르스키 등 거장으로부터 가

르침을 받았으며, 체코 베토벤 콩쿠르 우승과 포츠머스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예후디 메뉴힌 상 등을 수상하며 체코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았다. 또한 체코 최고의 사중주단인 마르티누 사중주단의 단원

이며, 프라하 음악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다. 그녀가 연주하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은 같은 동구권에서 활약했던 옛 거장 안토니오 야니그로

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극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배재하고 바흐

의 음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정결함과 숭고함을 전면에 드러낸다.

1C1231

레이날도 안: 야간 축제를 위한 디베르티스망, 베아트리체 데스테

의 무도회 등

앙상블 이니티움, 패드사부아 오케스트라, 니콜라 샬뱅(지휘)

다양한 악기를 조합하는 안의 뛰어난 실내악적 감각이 담긴 작품들

레이날도 안은 드뷔시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고전적 음향을 고수했다. 그의 음

악은 가볍고 즐거우며, 기분을 들뜨게 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베아트리체 

데스테의 무도회’는 목관과 금관, 하프, 타악기의 특이한 편성으로 살롱 무도회

의 분위기를 희극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다. ‘프로방스 협주곡’은 전원의 편

안한 분위기로 가득하며, 목관 사중주인 ‘세레나데’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솔

직하게 드러낸다. ‘야간 축제를 위한 디베르티스망’은 안의 뛰어난 극적 표현력

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실내악 편성에서 다양한 양식과 감정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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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E S. LECH & SKRUK: 

HOGTISDROM

비테 레흐와 합창단 스크룩이 함께한 독

특한 크리스마스 앨범

레흐는 스크룩 출신의 최고 솔리스트. 여

기에 그랜드 피아노, 하몬드 오르간, 발구

름 소리조차 아슴아슴한 풍금 반주에 맞추

어 화사한 재즈풍 성가가 흘러나온다. 스

크룩은 의심의 여지없이 노르웨이 최고의 

합창단이다. 전통적인 캐롤은 물론이고 새

롭게 직물된 노래들을 또다른 차원으로 접

몽하듯 몽환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아이

가 베들레헴에 났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을 비롯 ‘요셉’과 같은 성가를 보탰다. 

폭넓고 느릿하게 가는 라르고의 리듬으로 

잡혀지는 전체적 음반의 속도는 느리게 걷

다 마주하는 눈길만큼 근사하다.

FXCD 407

ELLEN SOFIE HOVLAND: 

SKANDINAVISK SJEL

엘렌 소피 호블랜드의 <스칸디나비아의 영혼>

2012년 데뷔 앨범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자귀나무가 울듯 웅크리고 있는 슬픈 공

기를 노래한다. 건반 악기가 별의 감정을 

표현하고 클라리넷은 달콤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반주하며 밤하늘을 수놓는다. 엘

렌 소피는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수. 

오늘날 최고의 노르웨이어 작곡가 중 한

명이며 표현파 시인이다. 덧없이 매달린 

잎사귀들처럼 기운을 한껏 뺀 보컬의 매

력이 일품이며 목소리와는 반대로 매우 

강렬한 가사가 짜고 단맛을 음미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영혼', '크리

스마스가 온다네'등의 노래에서 짓무른 눈

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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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TA SKORGAN: 

LA HOSTEN VAERE SOM DEN ER

올해 54세인 아니타 스코르간의 가을 앨범 <Let the autumn be like it is>

해지고 날 추운 노르웨이의 소읍에서 들려주는 가을의 노래. 아니타

는 무려 40년간 음악생활을 해왔다. 노르웨이 국영 TV 채널2 드라마 

음악을 통해 대중과 보다 친숙해진 그녀는 올레 파우스와 협연하기

도, 하이라이트는 '샹그릴라 예루살렘', 그리고 레너드 코헨의 노래를 

새롭게 들려주고 있기도 하다. 어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노

래는 흑맥주로 소개하고 있었다. 진하고 부드러운 흑맥주 같은. 차를 

한잔 쪼르릉 따를 때의 그 맑은 소리같기도 한 노래마다 신선한 뉴포

크 사운드를 들려준다.

FXCD 384

KNUT REIERSRUD BAND & TRONDHEIMSOLISTENE: 

INFINITE GRATITUDE

크누 라이에스루 밴드와 트론트하임 솔리스테네의 협연

요하네스 브람스와 프란츠 슈베르트의 실내악을 팝과 재즈의 표현 

양식에 실어 들려주고 있다. 부두 윗아웃 킬링 치킨 앨범 이후 국내

에 두 번째 소개되는 크누 라이에스루 밴드의 새 앨범은 클래식의 

재해석이다. 리듬 앤 블루스의 색채감으로 대담한 창의성을 통해 

고전 음악을 오늘의 시각으로 확장하여 들려주는 이 프로젝트엔 골

짜기 물과 식물이 곧게 자라나는 소리까지 깨어나는 발자국소리들

이 담겨있다. 우주목까지 차오른 샤먼의 노래 같다.

www.kkv.no
K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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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N SIMEN OVERLI: 

GULL I MUNN

햇빛과 바람과 나무가 유년의 기억에 스며

있는 <실버 소년 합창단> 노래

50년대 노르웨이 소년합창단의 멤버였던 

욘 시멘의 즐거운 동행. 늙어버린 소년의 

목소리로 함께한 욘 시멘은 노르웨이 소년 

합창단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실버 소년 

합창단>을 만들어 헤닝 소메로의 노래들을 

야곱성당에서 녹음했다. 휘파람 소리, 피아

노와 아코디언이 '오버 더 레인보우'를 비

롯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

를 나누는 토포필리아의 극대감을 들려주

고 있다. 딱딱하게 굳은 어른들의 세계에 

아름답게 늙은 소년의 노래가 아이들의 천

진한 노래에 섞여 깊고 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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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곡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유명악단과 지휘자들이 함께 연주하며

작품분석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가이드 다큐멘터리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Masters of Classical Music

*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블루레이

* 친절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클래식 음악의 걸작들

* 20곡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유명악단과 지휘자들이 함께 

연주하며 작품분석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가이드 다큐멘터리

*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초연했을 때 왜 거친 싸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가? 슈베르트는 왜 그의 유명한 B단조 교향곡 “미완성”을 결코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뒤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리고 하이든은 그의 놀람 교향곡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생각했을까?

이러한 유명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다큐멘터리 시리즈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에서 얻을 것이다. 명성

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20개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스

트와 관현악단들이 연주한다. 초보자와 실력자 등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음반이다.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은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로,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20곡의 관현악 작품을 분석한다. 

다큐멘터리 안에는 악보 단편들이 더욱 쉽게 음악을 감상하고 작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감상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 

작품의 탄생지를 경험하고, 작품에 대한 개요를 들음으로써 작곡가의 삶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 20개의 에피소드들은 각 작품의 탄생과 음악적 구조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제공한다. 뛰어난 연주자들과 지휘자들, 그리고 음악학자들

이 각 작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하여 여러분을 안내한다.

영화와 같은 콘서트 가이드에서 최고의 음악적 해석을 들을 수 있다. 음악회 실황은 다니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피에르 불레즈, 

마리스 얀손스, 마르타 아르헤리치, 길 샤함, 베를린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빈 필하

모닉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관현악단들이 대거 등장한다.

DVD Hot Issue | EuroArts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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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UK: 

STJEMEN LEDET VISE MENN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합창단이자 고전을 

재해석하고 현대 대중음악과 소통하는 스

크룩의 1998년도 크리스마스 앨범

스크룩은 생의 과녁을 명중시킨 사랑과 

한 아이의 탄생을 되짚으며 볼리비아, 중

동, 북유럽을 넘나들면서 민중의 입을 타

고 흘러내려온 뼈저린 자장가를 들려준

다. 창문, 햇살과 오후, 동트는 겨울의 찬

바람, 아이의 볼을 간질이는 깃털의 소리

가 이 음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안개꽃 

같은 영혼들이 흰눈을 맞고 내리는 12월

에 꼭 듣지 않아도 되는, 사계절 내내 포

근해지는 양떼 구름같은 캐럴은 청자의 

영혼을 위무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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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 PARAFINS:

MISSING LINK

펠레 파라틴 밴드는 네오 재즈록을 추구하

는데 <잃어버린 고리>는 그들의 데뷔 앨범 

밤하늘에 빛나는 먹먹한 별처럼 고즈넉한 

골목길 카페에서 노래하는 이 밴드는 온

갖 식물들이 자라 흐드러진 들판 같이 경

쾌하고 신이 났다. ‘집에 돌아와’, ‘바람’

과 같은 곡은 꼭 들어보길. 2011년 출시되

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미에 노미네

이트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유럽 투어중

이며 리더 카토 홀멘은 독집음반을 준비

하고 있다는 소식. 숨가쁘게 사랑하듯 템

포가 빠르다. 밤마다 어린 딸이 불을 켜고 

잠들 때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들릴만한 

신나는 노래들이 여기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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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N SIMEN OVERLI ETC.: 

KARUZELA

폴란드어로 노래한 노르웨이의 노래 <회전목마>

욘 시멘과 이름도 즐거운 카바레의 참피온밴드가 함께한 

이 음반은 뮤지컬, 민속 음악, 즉흥 시의 모든 장르들이 압

축되어 무거운 가방처럼 되어졌으나 청보라빛 벌판에 핀 

들꽃처럼 폴란드의 들녘이 창문 밖으로 쏟아져 들려온다. 

노르웨이, 폴란드 모두에서 전국 투어를 했으며 북유럽을 

대표하는 아코디언 연주가 피트로브스키가 참여하여 그 

격을 높였다. <카루젤라>는 폴란드어로 회전목마를 가리킨

다. 이 음반엔 막 매달린 나뭇잎과 여행자의 그림자가 누

추해진 세상을 싱그럽게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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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E LUNDENG: MOT

미아처럼 방황하는 자를 위하여 바이얼린을 연주하는 노르웨이 침엽의 여

신 수산네 룬뎅의 신보 

멜로디의 연금술사답게 노르웨이 정통 포크와 현대 표현주의 음악의 경계선을 자유

자재 넘나들며 생생한 자연의 숨소리를 뿜어낸다. 룬뎅은 이번에도 바이올린과 피들

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능란하게 연주하고, 피아노와 하모니움 연주자로 가

세한 롤프 월린은 프로듀서로까지 동행해주고 있다. 2011년은 룬뎅으로서는 뜻 깊은 

한 해다. 그녀의 첫 음반이 나온 지 20주년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발매한 이 음반

은 <용기>라는 제목을 앞세운다. 무척 시끄럽고 요란하며 바쁘기 짝이 없는 세계에서 

자그마한 풀벌레소리를 듣는 그런 기분, 텅 빈 맑음에서 피어나는 꽃, 새로 정미한 쌀

알 같은 싱싱함이 묻어나는 현악음은 이 비뚤어진 세계를 향한 용기 있는 거스름이

다. 말라붙고 굳은 그대의 시간을 해체하는 릴렉스 타임. 룬뎅과 함께하시길.

FXCD 369

KNUT RELERSRUD + SAM MCCLAIN:

ONE DROP IS PLENTY

크누 라이에스루의 독특한 블루스 앨범으

로 기록될 이 음반

천재적인 블루스 기타리스트 크누 라이에

스루와 소울의 전설적인 영웅 마이티 샘 

맥클라인, 이 둘의 기가막힌 조합. 크누 라

이에스루의 독특한 블루스 앨범으로 기록

될 이 음반은 타협하지 않은 예술가의 진

면목을 충분하게 보여준다. 최고 기량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뒤 <나는 블루스를 살

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은 전혀 과장

이 아니다. 기타리스트 크누 라이에스루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블루스의 모든 것이며 

비비 킹을 비롯하여 함께 공연을 즐긴 블

루스의 풍운아이다.

EuroArts 2060854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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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클래식 음악팬과 영화음악팬들에게 눈과 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존 윌리엄스 셀레브레이션 오프닝 갈라 콘서트

A JOHN WILLIAMS CELEBRATION Opening Gala Concert

희대의 작곡가 존 윌리엄스에 대한 헌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획에는 그의 오랜 친구들

인 이작 펄만과 로스 앤젤레스의 월트 디즈니 홀에서 연주한 구스타보 두다멜과 LA 필하

모닉이 등장한다.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의 월트 디즈니 홀에서의 라이브를 담은 이벤

트로서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 하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연주한 존 윌

리엄스의 가장 사랑 받는 영화음악들이 연주된다. 그리고 영화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상

연하며 의상을 입고 이작 펄만이 감동적인 연주를 펼치는 대목이 하이라이트라고 말

할 수 있다.

[키 이슈]

존 윌리엄스 셀러브레이션 명료한 스코어를 통해 존 윌리엄스는 영화음악 예술의 정의

를 다시 내렸다. 그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 주제로 인해 환호를 보내고 눈물을 흘릴 수 있

게 만들었다. 현대 미국 오케스트라 작곡가들 가운데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인물로 손꼽

히는 존 윌리엄스는 5번의 아카데미상, 17번의 그레미상, 3번의골든 글로브상, 2번의 에미

상, 5번의 BAFTA 어워드 (브리티쉬 영화 / TV 예술 아카데미)를 받은 바 있다. 영화음악

과 의례음악으로 잘 알려진 그는 콘서트 작품 작곡가와 뛰어난 지휘자로도 탁월한 재능

을 보여주었다.

*지난 60여년 동안의 80여편의 영화에서 음악감독을 맡아 작곡한 대표적인 영화 

Saving Privat Ryan, Amistad, Seven Years in Tibet, The Lost World, Rosewood, Sleep

ers, Nixon, Sabrina, Schindler's List, Juarassic Park, Home Alone, Far and Away, Th

e Geisha, Hook, Presumed Innocent, Always, Born on the fourth of July, the Indiana 

Jones trilogy, The Accidental Tourist, Empire of  the Sun, The Witches of Eastwick, t

he Star Wars trilogy, E.T., The Extra JFK, Catch Me if You Can...

1) 존 윌리엄스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인지도가 높고 잘 알려진 작곡가이다. 이 영상물

에 수록된 갈라 콘서트는 존 윌리엄스가 영화음악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조명함과 동시

에 아메리카의 위대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음을 기념한다.

2) 존 윌리엄스의 작품들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울려 퍼진 세계 최초 레코딩

3)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LA 필하모닉은 이 음악

을 위한 완벽한 오케스트라로서 전례 없는 완성도의 음악을 들려준다.

4) 20세기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작 펄만은 여전히 화려한 테크닉과 정확한 해석

을 선보이는데 존 윌리엄스와 함께 한 쉰들러 리스트의 음악은 영화음악 역사상 가장 감

동적인 순간으로 손꼽힌다. 이 날 밤 연주회에서 그의 라이브 연주는 콘서트의 하이라이

트라고 말할 수 있다.

C Major 730308 [DVD]

C Major 730404 [Blu-ray]

5) 대표곡들을 최고의 퀄리티와 최고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Star Wars, Jaws, Schindler's List, Catch Me If You Can, 

      Amistad and Fiddler On The Roof, Olympic Fanfare & Theme and Soundings.

[해외평]

"두다멜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따스하고 거장적인 음악을 만들어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 

했다."  - Mark Swed, LA Times

"콘서트 홀에서 듣는 일종의 사운드 트랙으로서 열기와 환희, 황홀함 등으로 점철된 현장

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은 채 모티브를 연주하는 플루트가 인

상적이고, 순백색 금관 사운드와 눈부신 타악기,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듯한 현악군이 함

께 멜로디를 연주하며 벽에 부딪치는 듯한 불꽃을 튀긴다. 성인영화의 캐릭터처럼, 현장

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 Mark Swed, LA Times

[수록곡]

1) OLYMPIC FANFARE & THEME FEAT. U.S. Army Herakd Trumpets

2) SOUNDINGS written for the opening of the Walt Disney Concert Hall

3) SCHINDLER'S LIST feat. Itzhak Perlman   

    1. Remembraces   

    2. Jewish Town: Krakow Ghetto 1941   

    3. Theme

4) FIDDLER ON THE ROOF feat. Itzhak Perlman Cadenza & variations

5) CATCH ME IF YOU CAN Esacpades   

    1. Closing In   

    2. Reflections   

    3. Joy Ride

6) STAR WARS Throne Room & Finale

7) AMISTAD Dry Your Tears feat. Los Angeles Chidren's Chorus

8) JAWS Theme (except)

9) THE EMPIRE STRIKES BACK Imperial March

-BONUS

Interview with Gustavo Dudamel and John Williams (14mins)

Interview with Itzhak Perlman (4mins)

[참고영상 볼 수 있는 주소]

**Exciting interviews with Gustavo Dudamel, John Williams

https://www.youtube.com/watch?v=bHMk0WupJIE

[포맷]

* PICTURE FORMAT: 108i / 16:9

* SOUND FORMATS: PCM STEREO DTS-HD MA 5.1

* FILMED IN HIGH DEFINITION MASTERED FROM AND HD SOURCE

* TOTAL RUNNING TIME 103 MINS

  (CONCERT: 85 MINS, BONUS: 18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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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 교향곡 9번,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파보 예르비/ HR-신포니오케스터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완결작

파보 예르비는 20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터(구 프

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

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가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차례로 발매 

중이다. 시리즈의 최종작인 본 신보에는 말러가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교향곡인 9번과 교

향곡 10번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악장인 1악장 ‘아디지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9

번은 말러가 현세에 남기는 고별사와도 같은 걸작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듯한 마지막 악장의 감동이 각별하다. 미완성 상태의 유작인 교향곡 

10번은 후대에 여러 작곡가들의 저마다의 완성본을 내놓고 있지만, 예르비는 말러가 마

무리한 진정한 마지막 작품인 ‘아다지오’ 악장만을 본 사이클에 포함시켰다. 두 작품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의 콘서트를 수록한 것으로 교향곡 9번은 2009년 6월, ‘아다지오’는 

2008년 6월에 녹화된 영상이다. 교향곡 9번과 말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르비의 육성 

인터뷰가 한글자막과 함께 수록되었다.

말러: 교향곡 6번

R. 슈트라우스: ‘그림자 없는 여인’ 환상곡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4년 BBC 프롬스 실황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World Orchestra for Peace)는 “음악을 특별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목표로 거장 게오르그 솔티의 주창으로 지난 1995년에 결성되었던 비상설 오케

스트라다. 솔티가 사망한 이후로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그의 유지를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14년 7월, BBC 프롬스 기간 중에 로얄 알버

트 홀에서 펼쳐졌었던 이들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R. 슈트라우스가 솔티의 요청

으로 자신의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했던 심포닉 판타지아, 아브

라함 유래의 세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평화적 공존을 다룬 작품인 여류 작곡

가 록산나 파누프닉의 ‘평화를 향한 3가지 길’, 그리고 지난 2010년 프롬스 기간 중에 연

주해서 호평을 받았던 말러의 교향곡 4, 5번(앞서 C Major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됨)에 이

어서 그의 교향곡 6번이 이날 함께 연주되었다.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결성 20주년

을 기념하는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인 ‘From War to Peace’가 함께 수록되었다.

C Major 729708 [DVD]

C Major 729804 [Blu-ray]

C Major 730108 [DVD]

C Major 730204 [Blu-ray]

슈베르트: 피에라브라스
마이클 셰이드(피에라브라스)/ 도로테아 뢰슈만(플로린다)/ 율리아 클라이터(엠마)/ 

게오르그 제펜펠트(샤를마뉴) 외/ 잉고 메츠마허/ 빈 필하모니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완성작

1823년에 완성된 3막의 독일어 오페라인 <피에라브라스>는 슈베르트가 완성한 마지막 극

음악이다. 하지만 당시 빈의 대중들은 로시니를 비롯한 이탈리아 오페라에 완전히 경도되

어 있었고, 슈베르트의 이 작품은 불행하게도 초연의 기회조차 잃고 말았다. 결국 슈베르

트는 이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5년 뒤에 요절하고 말았다. 이 비운의 작품

은 이후 제대로 된 형태로 거의 연주되지 못하다가 198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클라우디오 

아바도에 의해 온전한 형태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샤를마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도들

이 무슬림의 침략에 맞섰던 8세기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쟁의 소용돌이 

와중에서 피어난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사랑과 우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연되었던 페터 슈타인의 최신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마이클 셰이드와 도로테아 뢰슈만을 비롯한 정상급 가수들의 열연과 잉고 메츠마

허의 정력적인 지휘, 그리고 빈 필하모닉의 빼어난 앙상블로 이 비운의 걸작에 담긴 음악

적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 보조자료 ]

-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독일 리트 분야에서 자신의 천재적 창조력을 맘껏 발휘했

던 슈베르트는 오페라 장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20여 편 이상의 

오페라나 징슈필에 도전했었고, 이중 10편 가량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그의 오페라 대부

분은 후대에 거의 세상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버렸고, <알폰소와 에스트렐라>와 <피에라

브라스> 정도만이 아주 가끔 무대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오페

라인 <피에라브라스> 역시 작곡가의 생전에는 한 번도 공연되지 못했으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한 형태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 3막의 로맨틱 오페라 <피에라브라스>는 빈 케른트너토르 극장의 위촉으로 1823년에 완

성되었다. 하지만 당시 빈의 대중들은 로시니의 오페라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었고, 흥행에 

불안을 느낀 극장 측은 <피에라브라스>의 공연을 취소하고 말았다. 결국 이 작품은 작곡가

의 생전에 단 한 번도 연주되지 못했다. 요제프 쿠펠비저가 각색한 리브레토는 샤를마뉴

와 그의 기사들을 소재로 한 중세 무용담에서 내용을 빌려왔다. 무슬림의 기사 피에라브

라스는 잠시 로마에 체류하던 동안 샤를마뉴의 딸인 엠마에게 완전히 매료된다. 샤를마뉴

의 기사들은 무슬림 세력을 격파하고 개선하는데, 피에라브라스는 전쟁포로로 샤를마뉴 

앞으로 끌려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엠마와 재회하지만, 엠마는 젊은 기사 에긴하르트와 

사랑하는 사이다. 한 편 피에라브라스의 여동생인 플로린다는 에긴하르트의 동료이자 샤

를마뉴의 심복인 롤란트(롤랑)을 사랑한다. 이들 사이에서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며 위기

가 고조되지만, 결국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극은 마

무리된다.

C Major 730708 [DVD]

C Major 730804 [Blu-ray]

한글
자막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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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리노: 샤르다나
만리코 시뇨리니(곤나리오)/ 안젤로 빌라리(토르베노)/ 도메니코 발차니(노라체)/ 파올레타 

마로쿠(베르베라 요냐) 외/ 안소니 브라말/ 테아트로 리리코 디 칼리아리

청동기의 샤르데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조국애의 격렬한 갈등

청동기 후반 지중해 일대를 석권했던 미케네, 히타이트, 이집트 등의 문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체불명의 해양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거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 해양민족의 일파인 Shardana(영어로는 Sherden)가 이

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샤르데냐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샤르데

냐 출신의 작곡가 포리노는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 걸작인 <샤르다

나>를 완성하였다. 샤르다나의 우두머리인 곤나리오는 장성한 두 아들 오르초코와 토르

베노를 이끌고 이민족과의 전투에 나선다. 하지만 토르베노는 적의 일원인 베르베라 요냐

와 사랑하는 사이다. 토르베노는 사랑과 조국애 사이에서 갈등하고, 곤나리오 역시 부성애

와 조국애 사이에서 갈등하며 극은 점점 처절한 결말로 치닫는다. 1959년 나폴리에서 초

연되었던 이 작품은 포리노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으로 손꼽힌다. 본 영상물은 2013년 9

월 샤르데냐의 주도 칼리아리의 테아트로 리리코에서 공개되었던 중견 연출가 다비데 리

베르모레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보조자료]

- 에니오 포리노(Ennio Porrino)는 1910년 샤르데냐 섬의 주도인 칼리아리에서 태어났다. 

레스피기를 사사했던 그는 당시 이탈리아 음악계를 지배하던 카셀라, 달라피콜라, 말리피

에로 등의 모더니스트 음악에 맞서서 이탈리아 국민음악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이었다. 1936년 레스피기의 죽음 이후 그는 스승의 미완성 유작이었던 오페라 <루크레치

아>를 스승의 미망인인 엘사와 함께 완성하여 이듬해 라 스칼라에서 초연하기도 했다. 이

후 그는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등의 음악원들을 거치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고, 1956

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칼리아리 음악원의 원장을 맡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에 49

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 샤르데냐에 대한 애향심이 각별했던 그는 고향

을 소재로 자신의 대표 관현악곡인 교향시 ‘샤르데냐’와 오페라 <샤르다나>를 완성하였다.

- “누라게의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오페라 <샤르다나>는 포리노가 사망하기 불

과 6개월 전인 1959년 3월 21일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

었다. 레브레토는 포리노 본인이 고향 샤르데냐의 고대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완성하였다. 

오페라의 제목인 “Shardana”(영어로는 Sherden)는 청동기 말미에 지중해 동부를 유린했

던 호전적인 해양민족의 일파를 말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이 샤르데냐(Sardegna) 섬

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포리노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여 이들을 소재로 

애향적인 내용의 오페라인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부제에 등장하는 누라게는 샤르데냐섬

에 남아있는 성채 모양의 청동기 거석유적을 말한다.

Dynamic 37683 [DVD]

Dynamic 57683 [Blu-ray]

www.dynam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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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 교향곡 4번, 교향곡 5번
발레리 게르기에프/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0년 BBC 프롬스 실황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World Orchestra for Peace)는 “음악을 특별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목표로 거장 게오르그 솔티의 주창으로 지난 1995년에 결성되었던 비상설 오케

스트라다. 솔티가 사망한 이후로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그의 유지를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0년 8월 런던의 프롬스 기간 중에 가졌던 콘서

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기인 2010/2011년 시즌을 기

념하여 말러의 교향곡 4번과 교향곡 5번을 함께 무대에 올렸다. 거대한 알버트 홀을 가득 

메운 5,500여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에 이끌어낸 게르기에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

의 악장 라이너 퀴흘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뮤지션들의 감동적인 열연을 최고

의 화질로 담았다.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의 15년 역사를 담은 20분 분량의 다큐멘터

리가 부록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발레 “해적”
알리나 코조카루(메도라)/ 바딤 문타기로프(콘라드) 외/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 가빈 서덜

랜드/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 오케스트라

영국의 국민 발레리나 알리나 코조카루의 가장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물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The Corsair)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그

중 베르디의 오페라(Il Corsaro)와 베를리오즈의 연주회용서곡(Le Corsaire), 그리고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기초한 발레(Le Corsaire)가 유명하다. 발레 '해적'은 조셉 마질리에르의 안

무로 1856년 파리에서 초연되었지만, 현재는 마우리스 프티파의 리바이벌 버전이 널리 알

려져 있다.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무대와 남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

사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작품은 근대 이후에도 여러 정상급 안무가들에 의해서 다

양한 프로덕션들이 만들어져왔다. 영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출신 안무가인 안나-마리아 

홀름스는 2013년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를 통해 자신의 프로덕션을 처음 공개하였는데, 본 

영상물은 이듬해 같은 단체에 의한 리바이벌을 담은 것이다. 로열 발레의 슈퍼스타로 군

림하다가 2013년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로 이적했던 알리나 코조카루, 그와 반대로 이 공

연 직후에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에서 로열 발레의 프린시펄로 영입된 바딤 문타기로프가 

호흡을 맞춘 보기 드문 기록이다.

C Major 731304 [Blu-ray]

OpusArte OA1147D [DVD]

OABD7153D [Blu-ray]

www.opusarte.com
OpusArte

한글
자막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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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일 파르나체
마리 엘렌 네시(파르나체)/ 소냐 프리나(타미리)/ 로베르타 마멜리(질라데)/ 델피네 갈루(베

레니체) 외/ 페데리코 마리아 사르델리/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바로크 기악곡 분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비발디는 오페라의 창작에도 

대단히 열정적이었다. <파르나체>는 특히 그가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오페라로 알려져 있

다. 비발디는 1727년 베네치아에서의 초연 이후 이 작품이 공연될 때마다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최소 일곱 가지의 버전이 전해져온다. 본 영상물에 수록된 2013년 피

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에서의 공연은 1738년의 버전에 기초한 베르나르도 티치의 새로

운 에디션을 채택하였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폰토의 왕 파르

나체는 장모인 카파도키아의 여왕 베레니체가 로마와 연합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다. 아

내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왕으로서의 명예 사이에서 번민하는 파르나체의 갈등과 함께 일

곱 등장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애증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이 오페라는 성악과 기악 모두에 

출중했던 비발디의 탁월한 재능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특히 ‘사계’ 중의 겨울 1악장 도입부

를 차용한 파르나체의 아리아 ‘얼음처럼 차가운 피가 혈관 속으로...’는 작곡가를 대표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하나로 유명하다.

[ 보조자료 ]

- 비발디는 사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속음악을 대표하는 장르인 오페라에도 크나큰 

열정을 쏟았었다. 그는 무려 100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그 

정체가 확인된 작품은 50여 종 미만이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작품은 20여 종 남짓하

다. 바로크 오페라의 붐과 더불어 그의 오페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나, 그

의 오페라의 대부분이 극악의 성악기교를 요구하기에 아직도 실제 무대에 오르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오토네 인 빌라>, <올림피아데>, <파르나체>, <오를란도 푸리오소>, 

<그리셀다>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그의 오페라 작품들이다.

- 오페라의 주인공인 파르나체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로마에 반기를 들었다가 패망했던 

실존인물인 폰토의 왕 파르나케스 2세를 말한다. 미트라다테스 6세(모차르트는 이 인물을 

소재로 오페라를 완성했다.)의 아들인 그는 로마에 반기를 들었던 아버지에 맞서서 반역

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하였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의 내전이 벌어지

자 파르나케스는 그 틈을 이용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세력을 확장하지만, 결국 기원전 47

년 카이사르가 직접 이끌고 온 대군에 대패한 뒤에 패주하다가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한

다. 파르나케스의 비극은 바로크/고전 시대 몇몇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했고, 

칼다라, 비발디, 코르셀리, 미슬리베첵 등이 그를 소재로 한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오페라의 내용은 실제 역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Dynamic 37670 [2DVDs]

Dynamic 57670 [Blu-ray]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칠레아: 아를르의 여인
드미트리 골로프닌(페데리코)/ 아눈치아타 베스트리(로자)/ 마리안젤라 시칠리아(비베타)/ 

스테파노 안토누치(발다사레) 외/ 프란체스코 칠루포/ 오케스트라 필아르모니카 마르키지

아나

유명한 아리아 ‘페데리코의 탄식’을 담고 있는 알퐁스 도데 원작의 오페라

알퐁스 도데의 유명한 희곡인 ‘아를르의 여인’은 비제의 매력적인 극부수음악으로도 유명

한 작품이다.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동명 오페라 역시 바로 이 희곡에 기초하여 완성한 작

품이다. 칠레아의 오페라 중에서는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가 유명하지만, 이 <아를르의 

여인> 역시 소박하고도 서정적인 선율미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오페라로 애호가들의 사랑

을 받고 있으며, 특히 2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페데리코의 탄식’은 이 작품을 초연한 엔리

코 카루소 이후 수많은 리릭 테너들의 애창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노래다. 작품의 유

명세에 비해 그동안 영상물로 이를 만날 기회가 극히 드물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줄 최

신 영상물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공식 영상으로 출시되는 최초의 <아를라의 여인>인 본 영

상물은 2013년 9월 중부 이탈리아 예시의 테아트로 페르골레지에서 공개되었던 이탈리아

의 중견 여류 연출가 로제타 쿠키의 사실주의적인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현재 상트 페

테르부르크 미하일로프스키 극장의 간판스타인 드미트리 골로브닌이 불안정한 심리상태

의 페데리코를 열연하였다.

[ 보조자료 ]

- 작곡가 프란체스코 칠레아(Francesco Cilea)는 1866년 7월 23일 이탈리아 반도의 남서

쪽 끝단인 팔미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폴리 산 피에트로 아 마이엘라 음악원에서 음악을 

배운 이후, 1892년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베리즈모 

계열의 오페라인 <라 틸다>로 오페라 작곡가로 데뷔하였다. 1897년에 완성한 <아를르의 

여인>과 1902년 11월 6일, 밀라노에서 초연되었던 오페라인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칠레

아는 1950년 11월 20일에 84번째 생일을 몇 달 남겨놓고서 세상을 떠났다.

- 칠레아가 1897년에 완성한 3막 오페라인 <아를르의 여인>은 비제의 극부수음악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알퐁스 도데의 유명한 동명 희곡에 기초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처음 밀

라노에서 초연되었을 당시에는 4막 구성을 취한 작품이었지만, 이후 작곡가는 이를 3막으

로 개정하여서 그 개정판을 1898년에 무대에 올렸고, 이후 1937년에는 프렐류드를 추가하

기도 했다. 주인공 페데리코는 자신을 짝사랑하는 지순한 비베타를 외면한 채, 아를르에서 

온 정체불명의 여인을 사랑한다. 페데리코의 어머니인 로자는 이들의 연애가 내심 불안하

다. 결국 모종의 사건으로 아를르의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배신감에 휩싸인 페데리코는 

절망하면서 극은 전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극의 타이틀인 ‘아를르의 여인’은 실제로 무대 

위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Dynamic 37688 [DVD]

Dynamic 57688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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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ethoven’s Symphony No. 5/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5. Beethoven’s Symphony No. 9/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DISC 2.

1. Schubert’s Symphony 8 “Unfinished”/ Berliner Philharmoniker, Daniel Barenboim 

2. Discovering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 Berliner Philharmoniker, Mariss Jansons, Wulf Konold host 

3. Mendelssohn-Bartholdy’s Violin Concerto in E-minor

    / Gewandhausorchester, Kurt Masur 

4. Schumann’s Piano Concerto, Gewandhausorchester

    / L, Riccardo Chailly, Martha Argerich piano 

5. Brahms’ Violin Concerto

    /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Gil Shaham 

DISC 3

1. Bruckner’s Symphony No. 8/ Wiener Philharmoniker, Pierre Boulez 

2. Tchaikovsky’s Symphony No. 5/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3. Dvořák’s Symphony No. 9/ Berliner Philharmoniker, Claudio Abbado 

4. Debussy’s La Mer/ Chicago Symphony Orchestra, Daniel Barenboim 

5. Mahler’s Symphony No. 5/ Lucerne Festival Orchestra, Claudio Abbado 

DISC 4

1. Mahler’s Das Lied von der Erde/ WDR Sinfonieorchester Köln, Semyon Bychkov 

2. Stravinsky’s Le Sacre du Printemps/ Berliner Philharmoniker, Bernard Haitink

3. Strauss’ Eine Alpensinfonie/ Sächsische Staatskapelle, Giuseppe Sinopoli 

4. Ravel’s Boléro/ Berliner Philharmoniker, Daniel Barenboim 

5. Bartók’s Concerto for Orchestra/ Berliner Philharmoniker, Pierre Boulez 

[참여한 지휘자]

Claudio Abbado | Daniel Barenboim | Pierre Boulez | Semyon Bychkov | 

Riccardo Chailly | Hartmut Haenchen | Bernard Haitink | Mariss Jansons | 

Kurt Masur | Giuseppe Sinopoli | Gottfried von der Goltz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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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블루레이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Masters of Classical Music

* 친절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클래식 음악의 걸작들

* 20곡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유명악단과 지휘자들이 함께 연주하며 작품분석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가이드 다큐멘터리

*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

[작품소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초연했을 때 왜 거친 싸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가? 슈베

르트는 왜 그의 유명한 B단조 교향곡 “미완성”을 결코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베토벤

의 “운명 교향곡” 뒤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이든은 그의 놀람 교

향곡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생각했을까?

이러한 유명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다큐멘터리 시리즈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에서 얻을 것이다.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20개의 가장 뛰어난 관현악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 관현악단들이 연주한다. 초보자와 실력자 등 모든 클래식 애호가들의 “필청” 

음반이다.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은 유익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 콘서트 가이드로, 음악사에

서 가장 중요한 20곡의 관현악 작품을 분석한다. 다큐멘터리 안에는 악보 단편들이 더욱 

쉽게 음악을 감상하고 작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감상자는 시간을 거

꾸로 돌려 작품의 탄생지를 경험하고, 작품에 대한 개요를 들음으로써 작곡가의 삶을 이

해하게 될 것이다.

각 20개의 에피소드들은 각 작품의 탄생과 음악적 구조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제공한다. 

뛰어난 연주자들과 지휘자들, 그리고 음악학자들이 각 작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

하여 여러분을 안내한다.

영화와 같은 콘서트 가이드에서 최고의 음악적 해석을 들을 수 있다. 음악회 실황은 다니

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피에르 불레즈, 마리스 얀손스, 마르타 아르헤리치, 길 

샤함, 베를린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

라, 빈 필하모닉 등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관현악단들

이 대거 등장한다.

[수록곡]

DISC 1.

1. Bach’s Brandenburg Concertos

    / Feiburger Barockorchester, Gottfried von der Goltz 

2. Mozart’s Symphony No. 41/ C.P.E. Bach Chamber Orchestra, Hartmut Haenchen 

3. Haydn’s Symphony No. 94 “Surprise”/ Berliner Philharmoniker, Mariss Jansons 

EuroArts 2060854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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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돈 조반니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조반니)/ 루카 피사로니(레포렐로)/ 레네케 라이텐(안나)/ 아네트 

프리츄(엘비라)/ 발렌티나 나폴니타(체를리나) 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빈 필하모니커

다르칸젤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돈조반니를 담은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이탈리아 출신의 극작가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을 토대로 완성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3편

은 작곡가를 대표하는 걸작일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기작들로 지

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다 폰테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 바로 희대의 바람둥

이를 소재로 한 <돈조반니>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 공

개되었던 세계적인 연출가 스벤-에릭 베흐톨프의 프로덕션을 수록한 것이다. 베흐톨프는 

현대의 한 럭셔리한 호텔을 배경으로 돈과 성을 탐닉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신랄하게 

패러디하였으며, 레포렐로에서 돈조반니로 본격적인 신분상승을 한 세계적인 바리톤 일데

브란도 다르칸젤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과 현역 최고의 레포렐로의 한 사람인 루카 피

사로니의 능청스런 연기가 극을 리드하며, 레네케 라이텐, 아네트 프리츄, 발렌티나 나폴

니타로 이어지는 여가수들의 진용 역시 각자가 맡은 배역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와 노래를 

보여준다. ‘Picture in Picture’ 기능을 통해서 오페라가 진행되는 전체 시간 동안의 무대 뒤

의 장면을 만나볼 수 있다.

[ 보조자료 ]

-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크게 <후궁 탈출>, <마술 피리> 같은 독일어 오페라(징슈필)와 <피

가로의 결혼>, <돈 죠반니>, <코지 판 투테> 등 이탈리아어 오페라로 구별되는데 이중 작품

성을 더 인정받는 것은 이탈리아 오페라이다. 또한 언어적인 특징과 더불어 음악적인 측

면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전설적인 호색한의 얘기를 다룬 

<돈 조반니>는 빈에서 작곡되어 1787년 10월 29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모차르트 자신의 지

휘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오페라 부파와 달리 희극적인 요소와 무겁고 교훈

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래서 드라마 지아코소(Drama Giacoso)로도 불

린다.

- 1969년 이탈리아 중동부 해안도시인 페스카라에서 태어난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는 

1989년과 1991년에 토티 달 몬테 콩쿠르에서 연거푸 입상하면서 이탈리아 성악계의 기대

를 받았다. <코지 판 투테>로 데뷔한 이래, 라스칼라, 빈 슈타츠오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바스티유 국립오페라, 메트 등의 정상급 오페라 무대에서 아바도, 아르농쿠르, 가디

너, 정명훈, 샤이, 무티, 게르기에프 등의 최고 거장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의 열연을 담

은 오페라 영상물들 중에서 200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돈조반니>(레포렐로를 노래

함)와 <피가로의 결혼>, 네트렙코, 가란차와 호흡을 맞춘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 그리

고 2009년 스페리스테리오 페스티벌에서의 <돈조반니>(돈조반니를 노래함) 등이 있다.

- 스벤 에릭 베흐톨프는 독일의 배우 겸 연출가로 빈의 부르크테아터의 주요멤버이기도 

하다. 다름슈타트 출신의 그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취리히, 

보훔, 함부르크 등지에서 배우로 각광받았다. 1999년부터 빈 부르크테아터에 합류하였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였다. 2000년 취리히 오페라에서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로 오페라연출 데뷔를 한 이래, 바그너와 현대오페라 분야에서 개성적인 연

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빈 국립오페라 무대에 올렸던 R 슈트라우스의 <아라벨라>와 

바그너의 링 사이클로 주목받았다.

제롬 컨: 쇼 보트
하이디 스토버(마그놀리아)/ 마이클 토드 심슨(레브널)/ 빌 어윈(앤디)/ 패트리샤 라세트

(줄리)/ 모리스 로빈슨(조) 외/ 존 드메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정통 오페라 무대를 통해서 만나는 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고전

재즈의 클래식 넘버인 ‘Smoke Gets in Your Eyes’의 작곡가로 유명한 제롬 컨은 브로드웨

이 뮤지컬에 있어서도 선구자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가 작사가 오

스카 해머스타인 2세와 함께 완성하여 1927년에 초연했던 뮤지컬 <쇼 보트>는 현대 브로

드웨이 뮤지컬의 초석이 되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흑백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시절

에 내용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흑백의 화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테

마송인 ‘Old Man River’ 외에도 ‘Make Believe’, ‘Can’t Help Lovin’ Dat Man’ 등의 인기곡

들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 두 차례나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각지의 무대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장르의 고전과도 같은 작품이다. 본 영상물

은 2014년 6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오페라 연출가 프란체스카 잠벨로의 사실주의적인 무대는 이 작품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출연진의 인터뷰들을 담은 33분 분량의 부가영상이 함께 수록되었으며, 뮤지컬 

본 편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 보조자료 ]

-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선구자인 작곡가 제롬 데이비드 컨(Jerome David Kern)은 1885년 

뉴욕 서튼 플레이스에서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

던 그는 십대 중반부터 뮤지컬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1945년 뇌출혈로 급사할 때까

지 무려 700편의 노래와 100편 이상의 무대작품을 완성하였다. 그가 작사가 오스카 해머

스타인과 함께 완성했던 뮤지컬들인 <Sunny>(1925년), <Show Boat>(1927년), 오토 해백과 

함께 완성한 <Roberta> 등은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의 고

전이며, 그가 작곡한 노래들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All the Things You Are’, 

‘The Way You Look Tonight’ 등이 특히 널리 알려져 있다.

- 1927년 뉴욕 지그펠트 극장에서 초연되었던 <Show Boat>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기

원을 이룬 작품이다. 에드나 퍼버의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각색

한 대본에다 음악을 덧붙인 이 작품은 완성된 대본에 의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북 뮤지컬

로서는 최초의 작품에 해당한다. 또한 거쉰의 <포기와 베스>보다 8년이나 앞서서 곁가지

로나마 흑인들의 구슬픈 삶을 무대에서 음악을 통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

니는 작품이다. 이 뮤지컬에는 흑인 조가 부르는 테마송인 ‘Old Man River’ 외에도 ‘Make 

Believe’, ‘Can’t Help Lovin’ Dat Man’ 등의 인기곡들이 담겨있다.

EuroArts 2059688 [2DVDs]

EuroArts 2059684 [Blu-ray]

EuroArts 2072738 [2DVDs]

EuroArts 2072734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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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엘 파야 다큐멘터리 

– 불길이 타오를 때 & 스페인 정원의 밤들
알리시아 데 라로차(pf)/ 샤를르 뒤트와/ 몬트리올 심포니 외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거봉 마누엘 파야의 음악세계를 담은 두 편의 영상

르네상스 말기에 화려하게 꽃폈던 스페인의 음악은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으며 유럽 음악

계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페인의 음악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세기 후

반 민족주의 계열의 음악의 발흥을 통해서였다. 알베니스, 그라나도스와 더불어 스페인 민

족주의 음악의 황금기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마누엘 데 파야(1876-1946)다. 스페인의 다채

롭고도 풍요로운 음악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 속에서 끌어들였던 그는 양대 발

레 ‘사랑은 마술사’와 ‘삼각모자’, 오페라 <허무한 인생> 그리고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을 위

한 협주곡 풍의 관현악곡인 ‘스페인 정원의 밤들’과 같은 빼어난 걸작들을 후대에 남겼다. 

본 영상물에는 그의 일생과 대표걸작들의 뒷이야기 등을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다양

한 연주 영상과 함께 담은 80분 분량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불길이 타오를 때’와 알리

시아 데 라로차와 샤를르 뒤트와/ 몬트리올 심포니의 전곡 연주영상 사이사이로 그라나다 

일대의 자연 풍광과 이슬람 건축유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스페인 정원의 밤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베버: 마탄의 사수 미사

하이든: 미사 산타 체칠리아
루치아 폽(sop)/ 쿠르트 몰(bass) 외/ 호르스트 슈타인 & 라파엘 쿠벨릭/ 밤베르크 심포니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라파엘 쿠벨릭과 호르스트 슈타인의 전성기 활약상을 담은 소중한 영상기록 두 편

바이에른 방송국(BR)에서 보관하고 있던 소중한 영상기록 두 편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당대를 대표했던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자, 1985년부터 11년 동안 밤베르크 심포니커를 

이끌었던 독일의 거장 호르스트 슈타인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비약적인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라파엘 쿠벨릭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이를 통

해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슈타인과 밤베르크 심포니는 1986년 바이에른 주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거대한 바로크양식의 수도원인 바실리카 발트자센에서 가졌던 특별한 콘서트에서 

베버가 1818년 작센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를 위해 완성했던 이른바 ‘마탄의 사수 

미사’라고 불리는 미사 1번이 연주되었다. 그보다 앞서 1982년 바이에른 남서쪽 끝단에 위

치한 바실리카 오텐보이렌에서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쿠벨릭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파파 하이든의 대표 미사곡 중 하나인 산타 체칠리아 미사를 연주하였다. 루치아 폽, 쿠르

트 몰, 마르가 쉬믈, 요제프 프로차카와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가수들의 모습도 이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uroArts 2061108 [DVD]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야나첵: 예누파
미카엘라 카우네(예누파)/ 제니퍼 라모어(코스텔니츠카)/ 라디슬라브 엘그르(슈테바)/ 빌 

하르트만(라카)/ 한나 슈바르츠(할머니) 외/ 도날드 러니클스/ 베를린 도이체오퍼

정상급 여가수들의 화려한 경연으로 그려낸 야나첵 최고의 오페라 걸작

야나첵은 20세기 초반 유럽 오페라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1904년 브루노에서 초연

되었던 <예누파>는 그의 출세작과도 같은 작품이다. 여주인공 예누파와 그녀의 두 사촌 슈

테바와 라카(둘은 이복형제다) 사이의 엇갈린 사랑, 양어머니 코스텔니츠카로 대변되는 봉

건적인 사고방식이 함께 만들어낸 비극을 다룬 이 오페라는 흥겨운 모라비아 민요와 춤, 

예누파와 라카의 이중창, 코스텔니츠카의 무시무시한 모놀로그 'Co Chivla...', 혼례의 합창

과 마지막 이중창 등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4년 베를린 도이체

오퍼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우선 여성 출연진의 화려한 면면이 눈길을 끈다. 동 극장의 

주역 가수인 미카엘라 카우네(예누파), 외에도 제니퍼 라모어(코스텔니츠카), 한나 슈바르

츠(할머니), 나디네 세쿤데(시장부인) 등이 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며, 크리스토프 로이의 

간결한 무대와 도날드 러니클스의 섬세한 지휘도 나무랄 곳 없다. (독일 현지에서 작업된 

한글자막은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이나 오타가 다소 있는 편이지만, 극의 내용을 이해하기

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보조자료 ]

- 레오시 야냐첵(1854-1928)는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세기 전반기 동

유럽 오페라를 대표하는 거물 작곡가이다. <예누파>는 그의 첫 성공작인데 당시 나이가 

50세에 달했을 정도로 뒤늦게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동화적인 소재부터 

심각한 심리극에 아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오페라를 써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다. 그의 오페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누

파>, <교활한 새끼 암여우>, <카탸 카바노바>, <죽은자의 집에서> 등은 유럽 일급 오페라 극

장들의 인기 레프트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 오페라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브리야 가문의 구성원들은 재혼을 통해 혈연

관계가 복잡한 편인데, 라카는 사촌누이인 예누파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복동생인 

슈테바를 사랑하여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계모 코스텔니츠카는 예누파와 슈테바를 결혼

시키려 하나, 새롭게 촌장의 딸을 넘보던 슈테바는 결혼을 거부한다. 대신 라카와 짝을 맺

어주려 하나, 라카는 슈테바의 아기를 자신이 거두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결국 코

스텔니츠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누파의 아기를 죽이고 만다. 예누파와 라카가 혼인식

을 하기 직전 아기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예누파와 라카

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희망 속에서 오페라가 마무리된다.

Arthaus 109069 [DVD]

Arthaus 109070 [Blu-ray]

Arthaus 109106 [DVD]

Arthaus 109107 [Blu-ray]

www.arthaus-musik.com
Art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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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니: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마이클 스피이어즈(아우렐리아노)/ 제시카 프랫(제노비아)/ 레나 벨키나(아르사체)/ 라파엘

라 루피나치(푸블리아) 외/ 윌 크러치필드/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조아키노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의 대성공에 토대가 되었던 로시니의 비운의 오페라

로시니의 수많은 오페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명작에 속하는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를 별다른 사전정보 없이 처음 듣는 애호가들은 서곡의 첫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너무나

도 친숙한 선율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이 바로 이 오페

라의 막이 열리기에 앞서서 연주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친숙한 이 서곡은 원래 1813년 

나폴리에서 초연되었던 <... 아울렐리아노>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로시니는 이를 

1815년에 초연된 오페라인 <엘리자베타, 영국의 여왕>에서 재탕하였고, 이후 이듬해 초연

되었던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삼탕까지 했던 작품이다. 비록 이 서곡에는 <... 아우렐리아

노>에 삽입된 아리아들의 선율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영상물은 2014년 페사로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공개되었던 마리오 마르토네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피사로 페스티벌의 

간판 프리마 돈나로 자리 잡은 제시카 프랫과 일급 로시니 테너로 급부상 중인 마이클 슈

파이어즈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

[ 보조자료 ]

- 로시니가 완성한 2막의 드라마 세리오인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Aureliano in Palmira)

는 1813년 12월 26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로시니가 라 스칼라

를 위해 완성한 두 번째 오페라였으며, 그가 카스트라토 가수를 위해서 완성했던 유일한 

오페라이기도 하다. 초연 당시에는 비교적 호평을 받았고, 이후 이탈리아 각지에서 공연되

었던 작품이지만, 작곡가의 사후에는 급속도로 세인들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난 작품이 되

었다. 1막에 등장하는 아르사체와 제노비아의 이중창은 대문호 스탕달이 극찬을 했던 노

래며, 2막에 등장하는 아르사체의 아리아 ‘Dolci silvestri...’와 ‘Mon lasciarmi...’는 각각 <세

비야의 이발사> 서곡과 로지나의 아리아로 친숙한 바로 그 선율의 오리지널이 되는 노래

들이다.

- 이 오페라의 이탈리아어 리브레토에는 G.F.R.의 서명만 남아있는데, 이 서명의 주인공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한 대본작가인 주제페 

펠리체 로마니가 유력하지만, 잔 프란체스코 로마넬리라는 이견도 있다. 오페라의 제목에 

등장하는 아우렐리아노는 270년부터 275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

우렐리아누스 황제를 말한다. 여주인공인 제노비아 역시 실존 인물로 그녀는 3세기 중후

반 로마의 혼란기를 틈타서 현재 시리아 중심부에 자리잡은 도시인 팔미라를 중심으로 대

제국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아우렐리아누스는 270년에 팔미라를 침략하였고, 제노비아는 

이에 항거하다가 결국 273년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간다. 오페라는 이들의 다툼을 소

재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추가된 허구의 로맨스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Arthaus 109073 [2DVDs]

Arthaus 109074 [Blu-ray]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 SPECIAL EDITION ]

헨델: 리날도(인형극 공연)
인형극단 ‘카를로 콜라와 그의 아들들’/ 볼프강 카츄너/ 라우텐 콤파니 베를린

마리오네트들을 아기자기한 움직임을 통해 연출된 헨델의 걸작 오페라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된 이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울게 하소서'. 이 유명한 아리아가 들

어있는 오페라가 바로 <리날도>이다. 이 작품은 초연 당시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었고, 

지금까지도 작곡가의 초기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남아있다. 본 영

상물은 색다른 형태로 헨델의 이 걸작 오페라를 다루고 있다. 바로 2014년 루드비히스부

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에 펼쳐졌던 마리오네트 인형극 프로덕션이다. 음반을 재생한 음악

을 배경으로 극이 진행되었던 기존 마리오네트 오페라 영상물들과 달리, 본 프로덕션은 

독일의 정상급 시대악기 앙상블인 라우텐 콤파니 베를린과 바로크 성악곡에 적화된 신예 

성악가들이 각각 오페라 극장 현장의 오케스트라 부스와 무대 뒤에서 라이브로 오페라를 

공연하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마리오네트 인형극이 펼쳐진다.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

안 마리오네트 오페라의 전통을 이어왔던 세계적인 인형극단인 ‘카를로 콜라와 그의 아들

들’은 섬세하고도 아기자기한 인형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 작품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였다.

[ 보조자료 ]

- 타소의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은 바로크 시대에 완성된 여러 오페라들의 소재로 인기

가 높았다. <리날도> 역시 그 중 하나다. 이 작품의 드라마적인 플롯은 바로크 오페라 특유

의 전형성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주인공 리날도는 십자군 사령관 고프레도 휘하의 용

사이며, 그의 딸 알미레나를 사랑한다. 사라센의 왕 아르간테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여

마법사 아르미다를 소환한다. 아르미다가 알미레나를 납치하면서 이야기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다. 아르미다가 리날도를 사랑하게 되고, 아르간테는 또 알미레나에게 마음을 뺏긴

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애증관계가 복잡하게 변화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갈등

들이 다소 허망하게 해소되면서 극 전체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2막에서 아르미다에게 납치된 알미레나가 포로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인 '울게 하소서'는 예전부터 헨델의 오페라들 중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작

품으로 손꼽히지만,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된 이후 그 인기가 한층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

다. 영화에서는 카스트라토가 부르고 있지만, 실제 이 오페라는 소프라노 성역을 위해서 

완성된 서정적인 선율의 아리아다.

- 18세기 후반 밀라노의 부유한 사업가였던 조반바티스타 콜라는 자신의 저택 한 쪽을 마

리오네트 오페라를 위한 공연장으로 개조하였다. 그의 죽음 이후 세 아들들이 그 전통을 

계승하여 각각의 인형극단을 세웠는데, 그중 장남인 카를로 콜라가 세웠던 인형극단은 지

금까지도 그들의 가업인 마리오네트 오페라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해오고 있다. 현재도 콜

라 가문의 적통인 유제뇨 몬티 콜라가 이 단체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Arthaus 102207 [DVD + 2CDs]

Arthaus 108125 [Blu-ray + 2CDs]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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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 카르멘
엘레나 오브라츠소바/ 플라시도 도밍고 외/ 

프랑코 제피렐리(연출)/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

제피렐리(연출)와 클라이버(지휘)가 만난 빈 슈터츠오퍼의 기념비적 실황  

2004년 7월, 독일 지휘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매니아 층의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카를

로스 클라이버가 영면했다. 남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구마다 천재적 광휘를 불어 넣었던 

카를로스 클라이버! 그러나 클라이버는 녹음을 극도로 기피했기에 그 명성에 비하면 남긴 자

료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기에 프랑코 제피렐리가 연출한 1978년12월 빈 슈

타츠오퍼 실황은 더없이 소중하다. 이 프로덕션은 이후에도 수없이 빈 슈타츠오퍼 무대에 올려 

졌지만 그 어느것도 클라이버의 첫 공연에 필적할 수 없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클라이버의 번

뜩이는 지휘도 대단하지만 무대 전체를 꽉 채우며  놀라운 생동감을 이끌어 낸 프랑코 제피렐

리의 연출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엘레나  오브라츠소바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카르멘을 노래하며, 플라시도 도밍고(돈 호세)의 연기는 엄청난 감동으로 관객의 갈채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모든 면에서 소장가치 100%의 기념비적인 영상물!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마가렛 마샬/ 앤 머레이/ 제임스 모리스/ 프린시스코 아라이자/ 캐슬린 배틀/ 

미카엘 함페(연출)/ 리카르도 무티(지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사에 일획을 그었던 미카엘 함페 연출의 코지 판 투테

많은 모차르트 오페라 팬들이 고대해왔던 리카르도 무티의 '코지 판투테’ 1983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다 폰테의 대본을 토대로 완성한 아름답고도 즐거운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작곡가가 남긴 주옥과도 같은 여러 오페라들 중에서 ‘피가로의 결혼’과 ‘마술피리’ 다음으로 잘

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했던 인기작이다. 소(小)축전극장의 아담한 무대를 배경으로 펼

쳐지는 이 공연실황은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미카엘 함페의 깔끔하면서도 전통적인 연출에 의

해 더욱 빛을 발한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미를 한껏 강조한 무티의 여유로운 지휘아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상급 가수들이 각자의 캐릭터에 최적화된 노래와 연기를 자연스럽게 쏟

아낸다. 스코틀랜드의 소프라노 마가렛 마샬과 아일랜드의 메조 앤 머레이가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자매를 우아하게 노래하였고, 제임스 모리스와 프린시스코 아라이자가 이 자매들의 

짓궂은 연인을 연기하였다. 노련한 이탈리아 바리톤 세스토 브루스칸티니와 당시 정상급 스타

로 막 발돋움하던 시점의 캐슬린 배틀이 노래하는 돈 알폰소와 데스피나 역시 작품의 즐거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Arthaus 109097 [Blu-ray]

Arthaus 109101 [Blu-ray]

푸치니: 투란도트
에바 마르톤/ 호세 카레라스 외/ 로린 마젤(지휘)

최전성기의 에바 마르톤과 호세 카레라스가 열창한 절정의 무대

1981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 공연되

었을 때 헝가리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에바 마르톤은 황후 역으로, 그보다 25년이나 선배인 스

웨덴의 비르기트 닐손은 염색집 아낙으로 출연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투란도트였지만 전성기

가 지난 닐손은 마르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투란도트를 불러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이렇게 

위대한 선배로부터 직접 후계자로 낙점 받은 마르톤은 닐손을 능가하는 위대한 투란도트로 우

뚝 서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마르톤이 <투란도트>를 처음 불렀던 시기인 1983년 빈 슈타츠오

퍼 실황을 담고 있다. 역시 마르톤이 부른 1988년 메트로폴리탄 실황판이 최고의 <투란도트>로 

꼽혀왔으나 마흔 살의 보다 싱싱한 목소리로 열창하는 이편은 음악적인 긴장감을 더한다. 칼라

프 왕자를 부르는 호세 카레라스도 대단하다. 워낙 ‘피를 토하는 듯한 열창’으로 유명한 카레라

스인데, 마치 자기 목을 내어 놓고 도박하듯 투란도트에게 구혼하는 망명왕족의 모습을 리얼하

게 담고 있다. <투란도트>의 새로운 결정판으로 인정해도 좋을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다. 지휘자 

로린 마젤은 독특한 직관력을 발휘하고 빈 슈타츠오퍼의 무대는 신화시대 중국의 인상을 잘 살

려냈다.     

폰키엘리: 라 조콘다
에바 마르톤/ 플라시도 도밍고/ 마테오 마누구에라 외/ 

필리포 산주스트(연출)/ 아담 피셔(지휘)

초연 당시 오리지널 세트를 고스란히 재현한 폰키엘리의 대표작

<라 조콘다>는 밀라노 음악원에서 푸치니를 가르치기도 했던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대표작이다. 

엔초(테너)의 아리아 ‘하늘과 바다’, 조콘다(소프라노)의 아리아 ‘자살!’, 그리고 극중에 삽입된 

관현악곡 ‘시간의 춤’ 등 유명한 곡이 많다. 1876년에 초연된 이 오페라는 19세기말에 붐을 이룬 

베리즈모 (사실주의) 오페라의 효시로 불리기도 한다. 이름 대신 사람들로부터 그저 조콘다, 즉 

거리의 가희(歌姬)로 불리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네치아에서 

추방당했다가 몰래 돌아온 귀족 엔초와 사랑을 나누지만 그는 옛 연인 라우라와 재회하자 조콘

다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악랄한 밀정 바르나바는 눈먼 어머니만 남은 조콘

다에게 도저히  못할 짓을 하고 만다. 이 영상물은 큰 화제를 모았던 1986년 빈 국립오페라  실

황이다. 처절하게 버티다가 비극에 굴복하는 조콘다 역을 에바 마르톤이 열창했고, 플라시도 

도밍고는 과연 위대한 테너답다. 그러나, 진정한 화제는 연출을 맡은 필리포 산주스트가 초연 

당시와 똑같은 무대 세트를 재현했다는 것이었다. 구식처럼 보이지만 19세기의 무대전통을 확

인하는 귀한 실황이다.

Arthaus 109095 [Blu-ray]

Arthaus 109089 [Blu-ray]

- ARTHAUS LEGENDARY PERFORMANCES -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중 블루레이로 재발매된 타이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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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코피에프: 전쟁과 평화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1991년]
옐레나 프로치나/ 이리나 보가초바/ 알렉산더 게르발로프/ 니콜라이 오코트니코프/ 올가 보로

디나 외/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최초로 삭제 없이 총보로 연주된 <전쟁과 평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생의 마지막 12년을 오페라 ‘전쟁과 평화’에 바쳤다. 1941년부터 작곡

을 시작하여 1942년 4월 오케스트레이션을 마친 뒤 악보 전체는 1943년 3월에 마무리할 수 있

었다. 11개 장면으로 구성된 첫 번째 버전이 2년 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작곡된 뒤 1944년 연주

회 형식으로 초연되고 나서 작곡가는 나머지 10년 동안 개정작업을 하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1946년에는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버전이 초연되었고 1947년에는 13장에 이르는 두 번째 버

전을 작곡했다. 너무 긴 탓에 다시 수정을 해서 세 번째 버전을 작곡했고 1952년 최종판으로 초

연되었다. 1991년 마린스키 극장에서의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은 최초로 삭제가 없는 총

보로 연주된 것으로서, 프로코피에프의 이 위대한 걸작을 보다 진지하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아드리안느 피촌카/ 프란츠 하울라타/ 프란츠 구룬트헤버 외/ 

로버트 카슨(연출)/ 시미욘 비쉬코프(지휘)

200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최대 화제작, 로버트 카슨의 <장미의 기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차르트 전용 페스티벌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모차르트와 함께 빈

을 상징하는 R.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은 이곳에서 빈번하게 공연된다. 본 영상물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장미의 기사>의 2004년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 실황으로, 세계 

오페라 연출계의 거물인 캐나다의 로버트 카슨이 연출을 맡아 엄청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카

슨은 원작의 무대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통치하는 18세기중반을 오페라가 작곡될 당시인 20세

기 초반으로 바꿔버렸다.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데카당스한 분위기야말로 슈트라우스와 대본

가 호프만슈탈이 진정 그려내고자 했던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카슨은 등장인물의 캐릭터

도 꼼꼼하게 수정하여 지금까지의 <장미의 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프로덕션으로 만

들어냈다. 캐나다의 아드리안느 피촌카(마샬린), 오스트리아의 안젤리카 키르히슐라거(옥타비

안), 스웨덴의 미아 페르손(소피), 독일의 프란츠 하울라타(옥스 남작)와 프란츠 그룬트헤버(파니

날) 등 환상적인 출연진, 복잡한 악보로부터 투명한 음색과 오케스트레이션의 묘미를 이끌어냈

다는 극찬을 받은 시미욘 비쉬코프의 지휘, 슈트라우스 연주의 본산인 빈 필히모닉 오케스트라

가 탁월한 연주를 펼쳐낸다.

Arthaus 109093 [Blu-ray]

Arthaus 109099 [Blu-ray]

베르디: 오텔로
플라시도 도밍고/ 바르바라 플리톨리/ 레오 누치 외/ 

그레이엄 빅(연출)/ 리카르도 무티(지휘)

우리 시대 최고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마지막 <오텔로>

플라시도 도밍고는 25년 이상 최고의 오텔로로 무대를 누벼왔고 목소리의 질감도 여전하지만 

환갑을 맞이한 2001년부터는 더 이상 이 어려운 역을 부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2월

의 라 스칼라 공연을 마지막 <오텔로> 무대로 삼기로 한다. 이날 공연은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공연이자 라 스칼라 극장이 3년간의 대대적 보수를 위한 휴관에 들어가는 고별 공

연도 겸했다. 거장 그레이엄 빅의 연출은 센세이셔널하지 않지만 극적으로 민감하며 통일감 있

는 무대와 함께 이런 느낌을 강화한다. 도밍고는 물론이거니와 바르바라 프리톨리는 근래 가장 

훌륭한 데스메모나를 들려준다. 레오 누치는 인간에 대한 저주로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천재

적인 악역 이아고를 냉정한 연기력과 성격적인 가창으로 완벽하게 살렸다. 게다가 거장 리카르

도 무티가 리드하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이 오페라의 어두운 면을 남김없이 포착하면서도 매

우 풍요로운 사운드를 과시하고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오텔로>라고 할 수 있다.

베르디: 가면무도회
조수미/ 플라시도 도밍고/ 조세핀 바스토우/ 레오 누치 외/ 

존 슐레진저(연출)/ 솔티(지휘)

조수미가 세계적 명성을 얻는 디딤돌이 된 1990년 잘츠부르크 공연실황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카라얀에게 발탁되어

<가면무도회>에 출연한 것이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카

라얀이 곧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수미의 잘츠부르크 출연은 게오르그 솔티의 지휘로 이루어

졌다. 이 영상물은 바로 그 실황이며 조수미는 가벼운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역인 오스카를 부

른다. <가면무도회>는 실제로 벌어졌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에서 취재한 것이며, 베르디의 오

페라 중에서 남자 테너 주역이 고귀한 인품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 플라시도 도

밍고가 ‘위대한’ 구스타보 3세에 딱 어울리는 노래와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잘츠부르크 대축제

극장의 넓은 무대를 십분 활용한 존 슐레진저의 연출도 구스타프의 인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상대역인 조세핀 바스토우(아멜리아), 레오 누치(레나토)의 경우도 가장 전성기의 모습이 담

겨있다. 

Arthaus 109103 [Blu-ray]

Arthaus 109105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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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디: 맥베스

[베를린 도이체 오퍼, 1987년]
레나토 브루손/ 마라 잠피에레/ 제임스 모리스/ 데니스 오네일/ 괴츠 로제 외/ 

쥬세페 시노폴리(지휘)

루카 론코니가 연출한 맥베스의 걸작

평생에 걸쳐 윌리엄 세익스피어에 몰입했던 베르디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맥베스’로서, 역시 

세익스피어의 희곡에 의거한 작품들인 두 개의 위대한 걸작인 ‘오텔로’와 ‘팔스타프’에 근접하

는 초기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에서 베르디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대담한 도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곡가가 직접 리브레토를 쓰면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예언을 하는 

마녀,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에 집중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1847년 3월 14일 피렌체에서

의 초연은 대실패로 끝났지만 점차 오페라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재에는 최고의 초

기 걸작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루카 론코니가 제작한 이 베르디의 초기 걸작의 새로운 프로

덕션은 1987년 6월 베를린 도이체 오퍼에서 프리미에르를 가진 것으로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격찬을 받았던 ‘맥베스’ 연출의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베르디: 아이다

[밀라노 라 스칼라, 1985년]
마리아 치아라/ 루치아노 파바로티/ 게나 드미트로바/ 니콜라이 갸로프/ 후안 폰스 외/ 

로린 마젤(지휘)

파바로티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이 총출연한 아이다

“카이로를 위한 오페라!” 베르디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주장하며 이 엄청난 작품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것임을 예감했다. 한편 루카 론코니의 연출에 의한 ‘아디아’ 무대 역시 1985년 12

월 라 스칼라에서 프리미에르를 가진 뒤 초연 때에 버금갈 정도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격찬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라다메스 역은 이탈리아에서는 처음 선보인 것

으로서 그의 이 역할을 오랜 동안 기다려온 밀라노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그에게 갈

채를 보냈다. 당시의 라이브 레코딩을 수록한 이 영상물에는 파바로티를 비롯하여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이 총출연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높였는데, 당시 경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게나 

드미트로바, 마리아 치아라, 니콜라이 갸로프, 후안 폰스 등등이 출연하여 무대를 빛내고 있다. 

한편 지휘자 로린 마젤 또한 스코어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깊이 있는 해석을 선보이며 베르디 

음악의 위대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rthaus 109091 [Blu-ray]

Arthaus 109087 [Blu-ray]

www.eagle-rock.com

Eagle Rock

[HD]

Various: 

Musicares Paul McCartney Tribute

2012년, 폴 맥카트니는 음악 산업에 공헌하고 자선 콘서트를 통해 사회 기금 마련을 위하

여 헌신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Muiscare of Person의 수상자가 되었고, 이 특별한 수

상자를 위해 그래미 어워드에 스타들이 출연해 헌정 공연을 가졌다. 태양의 서커스 팀, 콜

드 플레이, 듀언 에디, 노라 존스, 알리샤 키스 등 수많은 스타들이 함께 한 특별한 밤의 

콘서트.

[수록곡]

  1) Get Back / Hello Goodbye /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 Cirque du Soleil featuring The Beatles “Love” Cast 
  2) Magical Mystery Tour - Paul McCartney 

  3) Junior’s Farm - Paul McCartney 
  4) Blackbird - Alicia Keys 
  5) No More Lonely Nights - Alison Krauss & Union Station 
  6) And I Love Her - Duane Eddy 
  7) Oh! Darling - Norah Jones 
  8) I Saw Her Standing There - Neil Young & Crazy Horse 
  9) The Fool On The Hill - Sergio Mendes 
10) We Can Work It Out - Coldplay 
11) Yesterday - James Taylor & Diana Krall 
12) For No One - Diana Krall & James Taylor 
13) My Valentine - Paul McCartney 
14) Nineteen Hundred And Eighty Five - Paul McCartney 
15) Golden Slumbers / Carry That Weight / The End 
      - Paul McCartney with Dave Grohl & Joe Walsh

[HD]

Shania Twain: Still The One

1999년 42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여성 컨트리 보컬상에 빛나는 

캐나다 출신의 컨트리 여가수 샤니아 트웨인의 2012년 라스베이거스 공연 실황

“Still the one” 은 샤니아가 기획하고 라즈 카푸르가 감독한 그녀의 가장 큰 히트곡이다. 

빼어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의상과 라이브 밴드, 백업 보컬, 댄서 모두가 

하나의 작품속에 녹아내리는 이 영상물은 샤니아 트웨인이 아직도 Still the one 임을 증명

해 보여준다.

[참고영상 볼 수 있는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R_jI4sExeHE

ERBRD 5265 [HD Blu-ray]

ERBRD 5253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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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마일스 케네디: 2014년 9월 World On Fire 공연 실황

앨범 발매 직후 마일스 케네디와 The Conspirators가 함께 한 전설적인 록시 극장에서의 공연 

실황. 건스 앤 로지스 이전부터 벨벳 리볼버, 최근의 솔로 곡들까지 모두 총망라한 알찬 트랙 

리스트는 슬래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다이나믹한 퍼포먼스의 밀착 취

재와 보너스 트랙 또한 놓치지 않고 체크해야 할 포인트.

[HD]

Daryl Hall & John Oates: Live in Dublin

대릴 홀, 존 오츠.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홀 앤 오츠는 음악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남

성 듀오의 성공을 이끌어내었다. 81년 Kiss on My list 로 시작된 이들의 전성기는 같은 해 발매

한 Private Eyes, I can’t go for that 역시 빌보드 싱글차트에 올림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남성 

듀오가 되었다. 이후 발매한 많은 음반들 역시 빌보드 상위권에 꾸준히 랭킹되었다. 이 경쾌한 

듀오의 2014년 7월 더블린 공연 실황에는 앞서 언급한 곡들과 함께 ‘Shes Gone’, ‘Sara Smile’, 

‘Rich Girl’ 과 같은 이들의 모든 히트곡들이 담겨져 있다.

[HD]

Various / Lost Songs: The Basement Tapes Continued

Lost Songs: The Basement Tapes Continued 는 “Lost on The River”에 동반하는 샘 존

스 감독의 영화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밥 딜런이 더 밴드(The Band)와 함께 전설적인 “The 

Basement Tapes”를 만들었을 당시 누락되었다가 최근 발견된 여섯 개의 가사지에 초점을 맞

추었다. 엘비스 코스텔로, 리애넌 가든, 테일러 골드 스미스, 짐 제임스, 마커스 멈포드가 자신

들의 노래로 만들어 왔고, T-본 버넷이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앨범으로 완성하였다. 이 영화는 

밥 딜런과 The Band의 “The Basement Tapes”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설정된 “Lost on 

The River”의 제작 과정을 독점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SD Blu-ray]

ELO: Out of the Blue/ Live at Wembley 

클래식과 락을 합쳐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 

영국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밴드 중 하나인 Electrick Light Orchestra

이들은 70년대에 다양한 시리즈를 발매하여 점점 성공의 가도에 올라선다. 우주선이 그려진 이 

SD 블루레이에는 1978년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촬영되었다. 모두에게 친숙한 Last train To 

London과 국내의 여러 광고에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Mr. Blue Sky, Midnight Blue 등 마치 우주

를 유영하는 듯 한 그들의 명곡들이 모두 담겨 있다.

[HD]

Elliot Smith / Heaven Adores You

앨리엇 스미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친밀하고도 철학적인 접근

34년간의 짧은 생을 자살로 마감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뇌와 절망속에서 살았던 엘리

엇 스미스의 이면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우울함과 때때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분노를 상반되리만큼 차분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담아낸 앨리엇 스미스만의 음악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과정들을 그가 머물렀던 포틀랜드, 뉴욕, LA를 따라 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앨리

엇 스미스의 일생을 담은 귀한 영상으로 이미 세계의 영화제에서 극찬받은 바 있다. 앨리엇 스

미스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영상.

[SD Blu-ray]

Various Artist: Live at Knebworth 

1990년 6월 30일, 에릭클랩튼, 필 콜린스, 다이어 스트레이트, 제네시스, 엘튼 존, 폴 맥카트니, 

핑크 플로이드, 로버트 플랜트, 클리프 리차드 & The Shadows, 스테튜스큐오, Tears for Fears 

까지! 이토록 쟁쟁한 브리티시 락 스타들이 모두 모여 노도프-로빈스 음악 치료와 브릿 스쿨을 

위한 펀딩 모금을 위해 모였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호화로운 출연진들이 한 자리에서 노래

하는 이 SD 블루레이는 반드시 소장해야 할 머스트 아이템이다.

ERBRD 5255 [HD Blu-ray]ERBRD 5245 [Blu-ray]

ERBRD 5266 [HD Blu-ray]ERSBD 3017 [SD Blu-ray]

ERBRD 5267 [Blu-ray]ERSBD 3018 [SD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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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타코비치 전기영화 - 증언(Testimony) 

서거 4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음악 전기영화 ‘증언’을 

한글자막과 함께 소개합니다.

‘증언’은 현대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진정한 작품으로서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편집자

로서 팔머의 숙련된 기술과 영상과 음악을 병렬시키는 그의 훌륭한 솜씨는 ‘증언’을 일종

의 축제로써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1960년대를 비틀즈에 

열광하는 불교 수도승들과 뒤섞어 놓으며 충격을 불러일으킨 그의 첫 작품에서 기인한 강

렬함이 연상되기도 한다. 작곡가에 대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머가 음악을 이

해해 나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늙어서 백발이 된 작곡가의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개인사는 오직 실내에서만 관찰할 수 있

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향곡 7번, 8번, 9번, 14번 등의 음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극

적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컬러 시퀀스에서는 작곡가가 사용한 유

니즌 스코어와 같은 생생하고 선명한 음악적인 디테일(특히 5번 교향곡의 클라이맥스 장

면과 같은)을 등장시켜 진정으로 놀라운 영화를 만들어냈다.     

- Derek Elley, Films & Filming

솔로몬 볼코프의 유명한 쇼스타코비치 회고록에 기초한 음악전기영화 ‘증언’(Testimony)

은 러시아의 음악학자 솔로몬 볼코프가 1979년에 출판한 쇼스타코비치에 관한 회고록이

다. 볼코프는 이 책을 통해 쇼스타코비치가 사회주의와 조국애에 철저히 투신했던 음악가

가 아니라, 스탈린과 소비에트 이념에 지속적으로 저항했었던 반체제인사였음을 역설했

다. 냉전당시 이 책은 사회주의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인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반향을 

얻었지만, 이후 이 책의 진위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거와 

같은 권위 대신 한 작곡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정도로 위상이 급락하고 말았다. 본 

DVD에 수록된 영화 ‘증언’은 1988년에 제작된 전기 영화로, 바로 볼코프의 책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다소 편향된 시각으로 인간 쇼스타코비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위대한 작곡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삶의 뒷이야기들을 맛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명배우 벤 킹슬리가 쇼스타코비치의 모습을 실감

나게 재연했으며, 루돌프 바르샤이/런던 필하모닉, 하워드 셀리, 칠링기리안 쿼텟 등의 정

상급 아티스트들이 연주한 이 작곡가의 대표작들이 영화의 적재적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다.

[해외평]

“이것은 승리다”  - The Observer

“이례적인 걸작이다: 의심할 바 없는 히트작”  - The Sunday Times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  - The Independent

“귀와 눈을 현혹시키는 작품”  - Evening Standard

“이 영화는 역사에 있어서 피로 물든 시대에 대한 고통과 항변의 비명이다. 당신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 Tony Palmer

www.aulosmedia.com
Aulos Media

Aulos Media ADVD 065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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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Blu-ray]

Rush: In Rio 

세계에서 손꼽히는 축구 경기의 명소, 세계 축구 팬들의 성지, 브라질 대표팀의 홈 구장인 리우 

데 자네이루 마라카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쉬의 Vapor Trails 투어의 마지막 공연. Rush 공연 

역사상 가장 많은 6만명 이상의 관중들이 함께 만들어 낸 전율 넘치는 이 공연은 R40 박스를 

제외한 SD Blu-ray 단독 타이틀로는 처음 발매되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SD Blu-ray]

The Rolling Stones: 

From The Vault The Marquee Club Live In 1971

1971년, 런던의 상징적인 The Marquee Club 에서 촬영된 롤링 스톤즈의 본연의 퍼포먼스. 

From The Vault 시리즈의 최신 제품이다. 수많은 고전 히트곡과 무대에서 잘 선보이지 않았던 

곡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친근하지만 희귀한 클럽 공연의 면모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완성

도 높은 영상 복원과 서라운드 사운드는 이 귀중한 타이틀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SD Blu-ray]

The Who: Live At Shea Stadium 1982

최초로 발매되는 The Who의 1982년 뉴욕 공연실황

1982년 10월, 뉴욕의 시스타디움에서 펼친 The Who의 공연실황을 Eagle-rock에서 SD Blu-

ray로 선보였다. 드러머 키스존의 뒤를 이은 케니존스의 마지막 투어로 셋리스트는 The Who

가 1982년 투어 직전 선보였던 ‘It’s Hard’ 앨범의 트랙들 - "Dangerous", "It's Hard", "Eminence 

Front" 을 포함하여 오직 이번 투어에서만 연주되었던 "Cry If You Want"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2시간여의 강렬했던 뉴욕 공연 전체실황을 새롭게 단장한 사운드와 함께 

만날 수 있다.

ERSBD 3019 [SD Blu-ray]

ERSBD 3020 [SD Blu-ray]

ERSBD 3021 [HD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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