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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는 생각만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발트도 유럽의 뿌리 깊고 

유서 깊은 단체처럼 오래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작은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의 첫걸음으로 발트는 미래를 위해 

2021년 2월 사단법인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발트 회원이 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과 

보다 다양한 발트만의 연주를 기획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 발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연주회의 작은 실천은 프로그램북을 QR로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않아 불편할 수 있지만 종이를 줄여 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천하는 건 작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관객분들도 작지만 실천을 통해 

발트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발트 이사장 인사말

사단법인 발트 이사장 

최경환 드림 



올해로 어느덧 발트 앙상블이 

여섯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의 시간으로 인해 

일 년에 한 번인 우리의 귀한 연주 기회를 놓치게 될까 

가슴 졸이며 걱정했던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멤버들은 막연히 멈춰버린 공연계로 인해 

타지에서 더욱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노력하고, 

이 연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멤버 한사람 한사람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 이 공연은 절대 오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喜”를 추억하길 바라며 구성한 이번 프로그램.

저희의 그 밝은 열정과 음악이 관객분들의 가슴속에 

큰 기쁨을 남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쉽지 않은 시간에도 저희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더욱 빛나고 더욱 값진 것을 창조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이 되는 

발트 앙상블로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음악감독의 인사말

음악감독 

이지혜 드림 



Ottorino Respighi
(1879-1936)

Antiche danze ed arie per liuto 
(Ancient Airs and Dances), Suite No.3

I. Italiana
II. Arie di corte

III. Siciliana
IV. Passacaglia

Benjamin Britten 
(1913-1976)

Simple Symphony for String Orchestra, Op. 4
I. Boisterous Bourrée

II. Playful Pizzicato
III. Sentimental Sarabande

IV. Frolicsome Finale

-Intermission-

Peter Tchaikovsky 
(1840-1893)

String Sextet in d minor, Op. 70, 
“Souvenir de Florence” 

(Arr. for String Orchestra)

I. Allegro con spirito
II. Adagio cantabile e con moto

III. Allegretto moderato
IV. Allegro con brio e vivace



레스피기는 옛날 작곡가들의 악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체칠리아 음악원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옛날 악보들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현대 

스타일로 편곡함으로써 원곡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작품으로서는 모음곡 <새>, 

바하의 오르간 원곡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한 <파사칼리아 

c단조> 등이 유명하다. 이 <고풍적 춤곡과 아리아>도 그와 위와 

같은 그의 재능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 고풍적 춤곡과 아리아 >라고 불리는 모음곡은 모두 3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16-17세기 경의 작곡가에 의해 쓰여진 

류트의 원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것들이다.

이 류트라는 악기는 16-17세기경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발현악기인데, 만돌린 비슷하게 생겼고 당시에는 독주나 반주에 

많이 쓰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피아노같은 역할을 

했다.

레스피기는 편곡함에 있어서 악기가 갖는 고유한 선율이나 

화성을 존중하면서 근대적 오케스트레이션을 함으로써 

현대화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3개의 모음곡은 각각 1918년, 

1923년.1932년에 완성되었고 그 중에 3번은 1932년 1월 밀라노 

음악원에서 레스피기 지휘로 초연이 되었다.

Antiche danze ed arie per liuto 
(Ancient Airs and Dances), Suite No.3

Ottorino Respighi 

<류트를 위한 옛 무곡과 아리아> 
제 3 모음곡



브리튼은 어려서부터 천재 작곡가로 주목되었는데 소년 시절에 

이미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나 모음곡, 현악4중주곡, 가곡 등을 

작곡하였다. 그 후, 그는 프랑크 브리지(1879-1941)를 만나서 

그 재능을 더욱 길렀으며 드디어 런던 왕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작곡 공부에 정진하였다. 그가 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 완성한 

것이 이 곡이다. 근 보름 남짓한 사이에 이 곡을 완성하였으며 

1934년 2월 10일에 완성하였다.

이 곡에 사용되는 주제는 9세 때부터 12세 사이에 쓴 작품의 

소재에 따르고 있는데 주제의 전개 등, 곡의 주요 부분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각 장에는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표제 음악은 아니며 오히려 고전적인 견고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포니라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이른바 심포니와 디베르티멘토 중간적인 성격으로 생각해도 

좋다. 영국이 낳은 국민음악가 벤자민 브리튼은 10대에 이미 

성숙한 재능을 보여주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많은 곡들을 연습 삼아 써두어 생애 

말년에까지 귀중한 음악적 재료로 이용했는데, 항상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싶어했던 작곡가인 그에게는 중요한 

작곡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곡은 그가 21세에 작곡한 곡으로 기본 

모티브는 10-13세에 작곡했던 스케치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구성의 아담함과 멜로디의 소박함이 특징이다. 4악장의 엄격한 

고전형식에 기초한 이 작품에는 악장별 빠르기말 외에 작곡가가 

영어로 붙인 타이틀이 있어 감상의 이해를 돕는다.

Simple Symphony for String Orchestra, Op.4

Benjamin Britten 

<단순교향곡>



차이코프스키가 1890년에 작곡한 현악 6중주이다.

이 곡에 관한 쟁점은 부제에 있다. 피렌체의 추억 또는 ‘플로렌스의 

추억’이라는 부제는 당연히 ‘이탈리아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다시 말해서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에서 느낄 수 있는 

밝고 쾌활한 기운이나 이탈리아의 토속적인 소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곡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탈리아’는 다분히 제한적이다. 

이를테면 첫 악장에서의 열기와 걱정이 부각되지만 그 조차 

어딘지 음울한 기운을 띠고 있으며, 이 곡은 대체로 단조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즉 이 곡에 투영된 이탈리아는 어디까지나 

러시아인 차이코프스키의 눈에 비친 이탈리아라고 해야겠다. 

아울러 부제에 명시된 ‘추억’ 역시 이탈리아에서 떠올린 러시아의 

추억이며 한편으로 보다 먼 과거에 관한 회상이기도 했다.

String Sextet in d minor, Op.70, “ Souvenir de Florence”

Tchaikovsky

<플로렌스의 추억>



Music Director & Concertmaster 이지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마스터과정 졸업
독일 크론베르크 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뮌헨 국립음악대학 실내악과정 졸업 (Trio Gaon)
현재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제 2바이올린 악장

Violinist 김여래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디플롬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카셀 국립극장 제 1악장 역임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제 1바이올린 단원 역임
현재 독일 라인란드-팔츠 주립 필하모니 제 2악장 

Violinist 박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졸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브레머하펜 극장 악장 역임
현재 독일 브레머하펜 극장 제 1바이올린 차석

Meet 
The Artirst

Violinist 김혜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및 실내악과정 졸업 
(Quartet Sol)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카라얀 아카데미 역임
현재 독일 베를린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독일 엔데에르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Violinist 신동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서울시향 단원 역임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악장 역임
현재 독일 뮌헨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재학 중

Violinist 오수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실내악과정 졸업 (Quartet Sol)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드레스덴 필하모니 단원 역임

Violinist 설민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아카데미 역임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 정단원

Violinist 이지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독일 중부 챔버 오케스트라 부수석 객원 역임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아카데미 역임
현재 경기챔버 앙상블 수석, 
디토 오케스트라 멤버, 인천예고 강사 

Violinist 이경은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독일 베를린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단원

* 1부 제 2바이올린 수석
** 2부 제 2바이올린 수석



Violinist 지상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현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독일 밤베르크 교향악단 정단원

Solo Violist 김세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뮌헨 실내악 석사과정 졸업 (Abel Quartet)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하노버 엔데에르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Violist 강예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현재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 오케스트라과정 재학 중
뒤셀도르프 심포니커 단원

Violist 남강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 및 
현대음악과정 졸업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단원 역임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필하모니 부수석 역임
현재 독일 빌레펠트 필하모니 부수석

Violist 이서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아카데미 역임
현재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현대음악과정 재학 중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퍼 정단원



Violist 최경환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쾰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턴 역임
독일 베를린 국립 음악대학 실내악과정 졸업 (Quartet Sol)
현재 베를린 노이에 필하모니 수석

Violist 최혜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오스트리아 부르크너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현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심포니커 정단원

Violist 황택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및 졸업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역임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 재학 중

Solo Cellist 현영필
독일 쾰른 국립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바이마르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바이마르 슈타츠카펠레 차석 역임
현재 독일 호퍼 심포커니커수석

Cellist 박유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뤼베크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 음악대학 실내악과정 졸업 (Quartet Sol)
독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역임
현재 독일 브란덴부르크 슈타츠 오케스트라 정단원



Cellist 윤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현재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카라얀 아카데미
독일 바이마르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Cellist 조민석
독일 쾰른 국립 음악대학 학사 졸업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석사 졸업
독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아카데미 역임
현재 함부르크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2수석

Cellist 채훈선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졸업
독일 DSO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역임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실내악과정 졸업 (Lux Trio)
독일 로스톡 국립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재 트리오 룩스 첼리스트 활동 중

Solo Double bassist 윤여문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학사과정 졸업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아카데미 역임
독일 융에 도이체 필하모니커 단원 역임
스위스 베른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 중

Double bassist 이유영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 음악대학 디플롬 졸업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독일 베를린 도이치오퍼 단원 역임
현재 독일 슈타츠테아터 브라운슈바이크 정단원



Support us

010-8884-2033

waldensemble@gmail.com

www.waldensemble.com

비영리 사단법인 발트의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발트의 회원이 되셔서 

세계적인 클래식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회원이 되시면 티켓 할인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흙과나무티유빌딩

주)팜스코리아

문의 

Suppor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