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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작곡동인 소리목이 창립26주년을 맞이한 기쁨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
고자 합니다.

1989년 4월에 창립한 소리목은 고 김용진 교수님의 기본적인 구상과 물심양면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하는 회원들의 진실 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작곡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과 함께 느
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계성 있는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30회가 넘는 발표회를 통하여 200곡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창작음악이 발표되었
고, 10회의 음반(CD, 70곡 수록)을 출판하여 창작음악의 보존과 보급에 힘써 온 것은 자랑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음악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오신 회원 여러분, 좋은 연주를 해 주실 연주자 여러
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19일
작곡동인 소리목 고문

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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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Invitation Message

초대의 글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작곡동인 『소리목』 공연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측
면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목’이라는 취지와 함께 하는 젊은 작곡가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
작곡가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여성작곡가의 작품 등 음악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
을 가진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음악인들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오늘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
는 작곡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의 허영한 교수님이 20여 년 전 언급한 어쩌면 작곡동인 『소리목』을 포함하여 이
시대의 음악가들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숙제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며 <초대의 글>을 마칠
까 합니다.

“우리의 작곡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게
을리 해서는 한국음악이든 민족음악이든지 이 땅의 음악문화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작곡동인 『소리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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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15
11. 19 |목| 7:30 PM / 일신홀

작은 조각 (2015) …………………………………………………………………………………………………………………………………………………………………………… 서유라
Particle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Cl. 조지용, Vn. 서영완, Vc. 박보경, Pf. 박효민, Cond. 백승현

겸재가 보이는 풍경 (2015) …………………………………………………………………………………………………………………………………………………… 강혜리
The View from the Gyeomjae
타악기 최소리

패턴 2 (2015) … ……………………………………………………………………………………………………………………………………………………………………………… 이재홍
Patterns 2 for Piano Solo
Pf. 유지현

처용 處容 (2015) … ……………………………………………………………………………………………………………………………………………………………………… 박은경
Cheoyong for Tenor Saxophone and Piano
Sax. 이승동, Pf. 오지은

INTERMISSION

단풍놀이 (2015) … ………………………………………………………………………………………………………………………………………………………………………… 김범기
Autumn Colors for Piano Solo
Pf. 유지현

블루프린트 (2010) … …………………………………………………………………………………………………………………………………………………………………… 황성곤
Blueprints for Piano Solo
Pf. 민은나

풍경 II (2015/개작) … …………………………………………………………………………………………………………………………………………………………………… 유도원
Landscape II for Haegeum and Gayageum
해금 조혜령, 가야금 이주인

지나간 시간의 하얀 그림자 (2015) … ……………………………………………………………………………………………………………………………… 조인선
..weisser Schatten der vergangenen Zeit ... fuer Violoncello
Vc. 이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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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서유라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동대학원 석사 (M.A.)
· ACL-Korea 신인콩쿨 우수상
· Nong Project 작품 발표
· 신진국악 실험무대 <줄노리> 작품 발표
·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젊은 작곡가 작품 연주회
·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D.M.A.) 수료

작은 조각 (2015)
Particle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 세계초연
미국 작가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 1938-1988)의 단편 소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A Small, Good Thing)”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악장으로 작곡된 이 곡은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몇 개의 특징적인 제스처들과 미세하게 변화하는 음색, 템포
등을 통해 'small'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일상 속에서 어쩌면 쉽게 지나쳐버린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그 ‘작은 것’들로 인해 갖게 되는 감사, 사
랑, 기쁨, 애달픔, 분노 등과 같은 감정들이 이 곡의 화두이다. 그러한, 소중한 여러 감정을 만나는 순간들이 더욱 많아지길....

■강혜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석사 (M.A.) 및 박사과정 수료
· 제31회 중앙음악콩쿨, 제38회 난파전국음악콩쿨, 제 3회 ACL-Korea 신인 콩쿨 대상 수상
· 조선일보신인음악회, 범음악제, 서울음악제, 아시아작곡가연맹페스티벌 (방콕), 통영국제음악제,
금호 문화재단위촉공연, 화음쳄버 정기공연, AYAF 앙상블 창단연주회, Studio 2021, 독일 칼스루헤
및 이탈리아 “Korean music project”등 다수 음악제에서 위촉 및 작품 발표
· 국제앙상블모데른아카데미 (IEMA) 장학생 (2009슈바츠,2010동경)참가, AYAF1기 (2009~10)
· 2010년 금호아트홀 작곡발표회“이상한 화요일”개최
· 현재 서울대학교, 선화, 덕원예술학교 출강 및 소리목, 운지회, ACL-Korea회원

겸재가 보이는 풍경 (2015)
The View from the Gyeomjae - 개작초연
겸재 정선의 풍경화에 나오는 소나무를 과거에 머문 그림으로서가 아닌, 현재에 살아 있는 부조와 입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조각으로
표현한 동명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다. 소나무와 그것이 서 있을 고고한 풍경, 그 주위에 펼쳐질 새소리와 바람의 움직임, 나
뭇가지와 수많은 섬세한 나뭇잎들의 떨림 등 자연의 여러 모습, 소리, 공간 등을 상상하여 나무에서 시작하여, 가죽을 덧댄 악기인 설
장구의 음색으로 노래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이 작품은 이길래 조각가의 2015년 개인 전시를 위해 위촉 초연 되었으며, 연주가 최소
리와 협업하여 이번 소리목 연주를 위해 개작하여 설장구와 타악기를 위해 작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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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이재홍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 미국 Queens College CUNY 석사 (M.A.)
· 영국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박사 (Ph.D.)
· 제 22회 창악회 콩쿠르에서 우수상, 앙상블 Eclat 연주, 영국 Psappha Ensemble, Quatuor Danel,
Manchester Camerata, Manchester Symphony Orchestra 등에서 연주
· 현재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출강

패턴 2 (2015)
Patterns 2 for Piano Solo
이 곡은 미술에서의 콜라주(collage) 기법에 근거한다. 서로 질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 곡에서는 서
로 다른 음악적인 블록(block)들이 시각 예술에서의 패턴(pattern)들과 같다고 칭하며 이들이 각각 나열과 반복 혹은 발전을 하며 하
나의 곡을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한 아이디어이다. 블록(block)들은 여러 가지 상관없는 아이디어들인데 이들 중에는 창문을 살짝 두
들기는 빗소리, 말을 타고 가는 영국 경찰들의 소리, 토카타, 바람 소리, 슬픈 감정에 관한 것들, 또한 Pattern 1에서 쓰였던 블록도 있
다. 이들 중 중후반부터 출현한 토카타 풍의 블록이 중심이 되어 곡을 마무리 한다. 이 곡은 2015년 7월에 있었던 유지현의 피아노 독
주회에서 초연되었다.

■박은경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및 동 대학원 작곡과 석사 (M.A.)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Boulogne-Billancourt (DEM:작곡)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Départemental de Créteil (CFEM:작곡기법)
· Takef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3, Tokyo wonder site & Ensemble modern academy in
Tokyo 2013 등 다수의 음악제 참가, Mise-en Festival in New York 2015 초청연주
· 현재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건국대학교 출강

처용處容 (2015)
Cheoyong for Tenor saxophone and Piano - 세계초연
스토리를 그리듯 작곡된 곡이다.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며, 색소폰의 테크닉을 충분히활용하면서 각 부분별로 특징적인 사운드를 중
심으로 발전된다. 각각의 특징이 되는 사운드는 관조와 해원(解怨)의 심상을 중심으로 테마와 짝지어 배치되며, 이는 대부분 테너 색
소폰에 의하여 주도된다. 이 곡은 먼저 색소폰의 솔로처럼 작곡되었으며, 후에 보조적인 색채로서 피아노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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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김범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석사 (Indiana University Bloomintgon, M.M.)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박사 (Indiana University Bloomintgon, D.M.)
· 2009년 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Arko Young Frointer)로 선정
· 2010년 12월에는 Flux quarter 초청 뉴욕에서 개인 작품 발표회
· 201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EMS에 상주 작곡가(artistin Residence)로 선정
· 현재 국립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단풍놀이 (2015)
Autumn Colors for Piano Solo - 세계초연
단풍놀이는 최근 진주시에 살면서 진주시에서 느낀 가을날들을 피아노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3곡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가
을의 느낌, 떨어지는 빗물,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을 묘사하고 있고 이 3가지의 다른 느낌을 통하여 이곳 진주시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
였다. 최근의 관심사는 한국적인 음색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적인 것을 서양적인 악기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하려고 작곡가
가 노력하였는가를 유심히 들으면 이 곡의 참 느낌을 알 수 있다.

■황성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석사 (M.A.)
· 미국 Boston New England Conservatory 재즈 작곡 석사 (M.A.)
· 미국 Boston University 작곡 박사 (D.M.A.)
· Los Angeles Walt Disney Concert Hall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창조곡 윤동주 발표
· 개인작품발표회 [Close Encounter] 성남아트센터
· 제33회 대한민국작곡상수상
· 오페라 윤동주 일본 공연 오사카 국제 교류센터
·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역임

블루프린트 (2010)
Blueprints for Piano Solo
이 곡은 총 10곡으로 된 모음곡으로써 청사진(Blueprints)라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작곡가 스스로의 여러가지 작곡기법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예를 들어 1번곡은 3화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연습하며 또 multi-meter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4
번 곡은 Koch의 곡선을 음악적으로 형상화 하며 일종의 fractal music을 실험하고 있다. 5번곡은 한국의 수묵화 기법을 음악에 적용
시켜보았으며 tone cluster를 주된 음조직으로 하고 있다. 6번곡은 개인적으로 morphing이라 부르는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처음과 끝
을 먼저 작곡한 다음에 두 개의 테마를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transforming process자체를 음악을 표출하는 기법이다. 이렇듯 여
러가지 작곡기법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솔로 피아노라는 통로를 통하여 표현하면서 하나의 작품이면서 작곡자 자신에게는 하나의 창
작 실험이 기능을 하는 모음곡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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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유도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B.A.)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에서 석사 졸업 및 전자음악과정 (Sonology Course) 이수
· 영국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연구석사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콘체르트엑자멘 (Konzertexamen) 과정 졸업
· 일신문화재단,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주최 제2회 일신작곡가상을 수상
· 벨기에 ISCM World Music Days 2012, 독일 XI. Weimarer Fruehjahrstage fuer zeitgenossische
Musik, 1. Saarbrücker Tage für elektroakustische und visuelle Musik (2014), ZKM Festival Quan
tum Leaps XV, 일본 2011 Tokyo Asian Music Festival, 대만 29th ACL Conference and Festival
등에서 입선 및 초청연주
· 2012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상임작곡가
· 현재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풍경 II

(2015/개작)

Landscape II for Haegeum and Gayageum - 개작초연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 는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악장에서 공통적으로 해금은 Middle C(가온다) 음에서부
터 두 옥타브 위의 C 음까지 순차적인 반음계 상행을 하며 진행한다. 이렇게 두 개의 악장은 공통적인 아이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가며 두 개의 풍경을 그려나간다.

■조인선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독일 국립 쾰른음대 졸업
· 동아콩클. 독일 만하임 국제 콩쿨 실내악 부문 입상
· 아들레이드 현대음악제 아시아 현대음악제 Zepernick Randspiele Saarbruecken 현대음악제
St.Petersburg 국제음악제 독일 Bergische Biennale음악제등 여러 음악제 초청연주
· 서울 음악제 국립 국악원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독일 Wuppertal 심포니 오케스트라
· 월드비젼 선명회 합창단 Trio Suave 등 국내외 여러 단체 연주자들 위촉 작품 연주
· 1990.1991. 1998, 2005, 2012, 2013, 2014년에 개인 작곡 발표회
· 독일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9/10 시즌 오프닝에서 위촉 작품인 TAL 이 초연
· 한국 여성작곡가회 회장 한국작곡가협회 부이사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장 역임
·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지나간 시간의 하얀 그림자 (2015)
..weisser Schatten der vergangenen Zeit ... fuer Violoncello
길 위에서 길을 바라봅니다.
걸어온 길 위에… 빛이 내리고… 그 곳에서 잊고 있었던 많은 소리들이
숨은 그림으로 호흡하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멀리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앞에는 … 미래에는 ..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달려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날까요?
삶의 길 위에 드리워진 하얀 그림자 속에서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소리들이
숨은 그림같이 호흡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자장가. 친구들과의 놀이… 흘러가는 구름.. 바람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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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길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왔다 사라지는 이러한 삶의 소리들을 첼로 독주곡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 오늘의 이 소리도… 내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얀 그림자 속에서 빛나고 있겠지요?...

연주자

PERFORMERS

Clarinet

/

조지용

٠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٠ 서울시향, 성남시향, 원주시향, 코리안심포니, 수원시향, 춘천시향 등 다수 오케스트라 객원
٠ 북경 클라리넷 페스티벌 초청 연주

Violin

/

서영완

٠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주자과정 졸업
٠ 나고야 국제콩쿨 입상
٠ 음악춘추콩쿨, 바로크음악콩쿨 입상

Cello

/

박보경

٠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조기졸업
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료
٠ 이원, 금호영재, 금호영아티스트, 크누아 첼리스트 시리즈 독주회
٠ France music alp 참가 및 연주
٠ 서울실내악콩쿨 2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콩쿨 1위 및 전체 대상, KBS한전음악콩쿨 2위
٠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KBS교향악단 협연(서울, 울산), KBS콩쿨 입상자 갈라콘서트
(독일, 이탈리아)

Cello

/

이헬렌

٠ 미국 커티스 음악원 졸업
٠ 독일 국립 에쎈 폴크방 음대(Konzertexamen/최고연주자과정) 졸업
٠ 조선일보 콩쿨 1위, 미국 Washington National Symphony Concerto 콩쿨 1위, 미국 Fairfax Symphony
Concerto 콩쿨 1위, 미국 로스트로포비치 주최 Violoncello Society in New York 콩쿨 2위, 미국 Fauer
String 콩쿨 2위
٠ 한국음악협회 2009년도 올해의 신인상 수상
٠ 현재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단원, 클래시칸앙상블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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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PERFORMERS

Saxophone

/

이승동

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٠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졸업
٠ 현재 리코 리드 아티스트, 연세대학교, 평택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등 출강

해금

/

조혜령

٠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٠ 제 17회 동아국악콩쿨 해금부문 금상
٠ 제 1~6회 개인독주회 개최
٠ 조혜령 해금풍류, 해금 Academism, 해금의 향기, Soul of Seoul 발매
٠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계원예고 및 가천대학교 출강 중

가야금

/

이주인

٠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
٠ 전국 김해 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입상, 개인독주회 4회 외 다수의 연주활동
٠ 이주인 가야금 음반 <시로노닐다>
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역임
٠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Percussion

/

최소리

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타악전공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٠ 타악기 솔리스트로 World Minimal Music Festival(Amsterdam, Netherlands), Klangspuren
Festival(Schwaz, Austria), Transart Festival(Bolzano, Italy),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Korea) 및 국내외 다수 페스티벌 초청연주

Conce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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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PERFORMERS

Piano

/

민은나

٠ 연세대학교 기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기악과 졸업
٠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 한국일보, 음악춘추,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Concorso Internazionale de Academia Arena 콩쿠르 입상
٠ 인천 뉴필하모닉, 크마앙상블, 금천시향과 협연
٠ 현재 Ensemble Die Brucke 멤버, 인천예고 출강 및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D.M.A) 재학중

Piano

/

박효민

٠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 베를린국립음대(UdK) 학사 및 석사 졸업
٠ 한국일보, 서울음악콩쿨, 서울심포니콩쿨 등 국내 다수 콩쿨 입상
٠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Enschede Special Prize
٠ 독일 프랑스대사관 초청연주, 독일 베를린악기박물관 초청 독주회
٠ 세종체임버홀 독주회, 코리안솔로이스츠 협연, 하나음악재단 주최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회,
금호아트홀 귀국독주회
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 인천예고 출강

Piano

/

유지현

٠ 인천예술고등학교,중앙대학교 피아노과 연주전공 졸업
٠ 독일 프라이부륵 국립음대 'KA' (Diplom), 'Advanced Studies'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 졸업
٠ 폴란드 첸스트호바 교향악단, 루마니아 IASI STATE Philhamonic orchestra 협연
٠ 2015 광복70주년 기념 K-classic 피아노투어
٠ 현재 중앙대학교,인천예고 출강, Piano On, 인천피아노협회 멤버, 예인교수앙상블 피아니스트

Piano

/

오지은

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비학교 예술실기연수과정 피아노전공 수료
٠ 서울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반주전공 수석입학 및 졸업
٠ 2012 서울종합예술학교 반주강사 역임
٠ 한국일보, 음연, 음악춘추, 전국 학생장학콩쿠르, 전국 안양대학교 아리콩쿠르 외 다수 콩쿠르 대상,
1위 및 입상, 다수의 다양한 독주회 반주와 실내악 연주 및 녹음

지휘

/

백승현

٠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٠ 경희대학교 2013 정기오페라 '가면무도회' 부지휘
٠ TIMF Ensemble 객원지휘
٠ SNU Virtuosi 객원지휘
٠ 서울대학교 Symphony Orchestra 지휘
٠ 서울대학교 Philharmonia Orchestra 지휘
٠ 현재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전공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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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제36회 정기연주회

작곡동인

소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