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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동인 소리목이 창립25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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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작곡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과 함께 느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

며 나아가서 세계성있는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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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음악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오신 회원 여러분, 좋은 연주를 해 주실 연주자 여러

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작곡동인 소리목 고문  

최승준(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인  사  말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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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Message   초대의 글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작곡동인 『소리목』 공연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후원

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의 모태는 『낭만음악』의 1992년 봄 호에 게재된 허영한 교수님의 <김용진의 작품

세계: 장2도에서 유니즌으로>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모태로 이번 공연이 시작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5년 기획 세미나와 연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어쩌면 내년도 기획 연주를 알리는 모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곡가 고 이강율 선생님과 초대 회장이신 고 김용진 선생님의 두 작품을 이번 연주

에서 소개하는 것은 무엇 보다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두 작품을 위시하여 다양한 색깔

을 가진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이번 공연을 통해 소개합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기획 연

주와 세미나에도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허교수님의 위의 글 중, 20여 년 전 언급한 어쩌면 작곡동인 『소리목』을 포함하여 이 시대

의 음악가들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숙제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며 <초대의 글>을 마칠까 합

니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공연에 참여해 주신 모

든 분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두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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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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O | G | R | A | M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송시(頌詩)>  ………………………………………………………………………………………………………………  김범기

       I.

       II.

       III.                                                                                                      Tb. 김재용 / Pf. 홍청의

세대의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I>  ………………………………………………………………………………………………………………………………   유도원

가야금. 이슬기, 성하주, 윤영근

플루트를 위한 ‘Bird's singing, dancing and feeling’   ………………………………………………………   고영신

Fl. 허정인 / Pf. 고영신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쓸쓸한 저녁>   ……………………………………………………………………………………………………  이강률

Cl. 홍성수 / Pf. 홍청의

INTERMISSION

 

타악기를 위한  <에굽은 소나무 5-III>   ………………………………………………………………………………………………………………  강혜리

Per. 최소리

<Circulation>  for Piano   …………………………………………………………………………………………………………………………………………  한경진

                    Pf. 홍청의

세대의 비올라를 위한  <5개의 시선>   …………………………………………………………………………………………………………………  윤승현

Va. 서수민 / Va. 윤진원 / Va.이지윤

피아노를 위한 <송시(頌詩)> (1989) ‘Three Odes for Piano’   ……………………………………………  이강률

Pf. 김지연

  11. 26 |월| 7:30 PM / 일신홀

Progr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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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B.A.) 졸업

· 인디애나 주립대학 석사(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M.)

· 인디애나 주립대학 박사(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D.M.A.)

· 2009 문화예술위원회 신진작곡가로 선정, 뉴욕, 시카고, 유럽, 중국에서 통영국제음악제, 

  C.C. Korea Art happening, 유네스코 문화 · 예술주간 오프닝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하여 작품발표,  2013년 스웨덴에 EMS에 Artist in Residence로 선정됨 

·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 출강

  트롬본 솔로를 위한 <송시(頌詩)> - 세계초연
    Ⅰ.

    Ⅱ.

     Ⅲ.

이곡은 김용진 선생님의 작품 <피아노를 위한 ‘송시’>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작곡되었다. 피아노의 화성과 선율들을 트롬본이라는 악기

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김용진 선생님의 작품이 나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정신적인 유대감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 작

품을 통하여 나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 작곡가들 그리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된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송시(頌詩)를 통하여 표현하려 한다. 

김범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B.A.) 졸업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에서 석사 및 전자음악 과정(Sonology Course) 이수

· 영국 런던대학교(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에서 연구석사,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에서 콘체르트엑자멘 과정 졸업

· 제 2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일신작곡가상을 수상, 벨기에 ISCM World Music Days 2012, 일본 · 
  2011 Tokyo Asian Music Festival, 대만 29th ACL Conference and Festival, 독일 Ensemble 

  Modern Academy 등에서 입선 및 초청연주, 2012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상임작곡가로 활동

· 현재 건국대·삼육대·서울대·성신여대·수원대·추계예대·한양대 출강

세대의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I> - 세계초연

이 작품은 국악기를 위한 '풍경'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며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의 위촉으로 쓰여진 곡이다. 작품의 구조는 수평적

으로 정적인 움직임과 동적인 움직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안에서 중심음 들이 주로 상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고 음악적 재료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음악적 형상들을 만들어 나간다. 

유도원



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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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작곡과 학사, 메네스 음대 석사 졸업

·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작곡과 박사 취득

· 매년 5-6회의 작품 발표

· 현재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강사

·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 한국예술교육학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 창악회, ISCM, 소리목 회원

플루트를 위한 <Bird's singing, dancing and feeling> - 세계초연

새소리는 가장 듣기 좋은 자연의 소리 중 하나이며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다. 다양하고 정교한 새소리를 노래하는 소리, 움직이는 모

습, 감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플루트와 피아노의  음색으로 표현하였다. 새의 노래 소리는 선율적 장식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꾸

밈음, 레가토와 스타카토, 도약음정, 반음계 상행 등을 사용하였고, 춤추는 모습은 리듬적 묘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박자와 리듬 

패턴을 사용하여 새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새의 감정은 인간의  희•노•애•락•애•오•욕의 7가지를 의인화하여 짧은 7개의 

동기로 구성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를 추상적인 청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음 소재는 3~7음을 선택하여 범 온음계 기법

과 불협화음 속에서 활용하거나 재즈화성에서 파생되는 음계를 주로 사용하였다.

고영신

작곡가 이강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김용진 교수에게 작곡을 배운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하여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비엔나 젊은 작곡가 그룹 " Projekt Urauffuehrung"을 통해 비

엔나, 짤츠부르크, 파리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였고, 귀국 후 창악회, 아시아작곡가연맹, 소리목, 국제 

현대음악협회(ISCM)의 회원으로 국내를 비롯하여 동경, 뉴욕, 암스테르담, 모스크바 등에서 많은 작품

을 발표하였다. 신인작곡상, 예음상,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음대교수로 재직하

며 후학을 양성하다 지난 2004년 52세의 안타까운 나이에 타계하였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쓸쓸한 저녁> (2001)

황혼이 질 무렵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노래한 곡으로 몇 개의 엷고 어두운 색깔들의 조화를 나타낸다. 

클라리넷이 주선율을 노래하고 있으며 피아노는 클라리넷을 보충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강율 (195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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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 작품소개
COMPOSER / PROGRAM NOTE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사사 정태봉, 故이강율)

·  제31회 중앙 음악 콩쿨 2위 및 제38회 난파 전국 음악 콩쿨 1위 입상, 제 3회 ACL-Korea 신인 콩쿨 

대상 수상 및 국제 ACL 젊은 음악가 콩쿨 2위 수상

·  조선일보신인음악회, 범음악제, 서울음악제, 아시아작곡가연맹(ACL) 페스티벌 2005년(방콕), 2009

년(통영) 연주, 금호 문화재단 위촉(2008)연주, 화음쳄버 정기공연 (화음프로젝트 op.72) 연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AYAF(Arco young art frontier) 앙상블 창단 위촉 연주,

  국제앙상블모데른아카데미(IEMA) 장학생으로2009년(슈바츠), 2010년(동경) 참가

·  로지비에타 슈테거(플륫), 화음쳄버오케스트라,앙상블 모데른(독일), Kochi앙상블(일본), 서울시립교

향악단(마스터클래스)등 연주, 2010년 금호아트홀에서 강혜리 개인 작곡발표회“이상한 화요일”개최, 

2011년 오케스트라 곡 초연(Studio 2021), 팀프앙상블 10주년 기념 공연 개작 연주, 2012년 독일 칼스

루헤 “Korean music project" 초청연주, 2013년 화음프로젝트 초정 연주

·  현재 서울대학교, 서경대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출강, 소리목, ACL-Korea, 운지회 

회원

타악기를 위한 <에굽은 소나무 5-III> - 세계초연

에굽은 소나무 5 시리즈는 조각가 이길래의 동명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것으로 금속의 작은 재료가 수백, 수천 개가 응집되

어 소나무의 형상을 이룬 것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타악기의 음색과 장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소리의 울림과 파형의 대비되는 긴

장도 속에서 피어나는 근원적인 생명성과 고독함, 몸부림, 쓸쓸함을 함께 그리고자 하였다. 특별히 타악 연주자 최소리와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북이 노래하고 쇠가 춤추면서 생명의 기개와 기운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하는 그 세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강혜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B.A.), 동 대학원(M.A.) 졸업

·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박사 

· 동아콩쿨 1위,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  International Edvard Grieg Memorial Competition for Composers(Norway), Landislav Kubic Inter-

national Prize in Composition(U.S.A), International Composition Prize Luxemburg (Luxemburg) 등

에서 입선 및 Finalist

·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Circulation> for Piano - 세계초연

피아노 솔로를 위한 이 작품은 작곡가 이강율의 “피아노를 위한 순환”에서 사용된 구조와 refrain을 차용하고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작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R(Refrain)1–I–R2-II,III–R3-IV,V-R4-VI,VII-R5-VIII,IX-R6

서로 다른 음악적 성격을 가진 I부터 IX까지의 각각의 섹션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음악적 성격을 가진 6개의 Refrain과의 결합을 통

해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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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B.A.) 졸업

· Peabody Conservatory(MM: 작곡, 컴퓨터음악)

·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DMA: 작곡) 박사 

·  창악회, KBS 관현악공모전, Prix d'Ete 등에서 입상 및 대상,  ICMC, SEAMUS, ISCM 및 태국, 중국, 

리투아니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입선 및 연주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세 대의 비올라를 위한 <5개의 시선> - 세계초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위촉으로 작곡된 이 곡은 서양화가 이배의 2013년 작품에서의 영감을 음악으로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캔

버스에 목탄을 활용하여 5개의 붓글씨와 같은 선을 하얀 백지 위에 조화 시켰고, 그 이미지 위에 아클릴로 덮은 결과물을 보여준

다. 이 작품의 흥미로운 방법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고 있고, 5개의 선은 그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미를 담도

록 조영(造營)한다.

 

이 곡에서는 그러한 작가의 심상을 5개의 작은 부분, 흐름, 대비, 하얀색과 검정색, 두 번째 흐름, 그리고 라멘트로 전체 곡이 이루어

진다. 전체 중 4개의 <시선>은 하나(목탄)의 모티브에서 파생되고,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미련, 아픔, 회한, 그리움 등을 담은 

소리목 2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된 <이별>의 3악장인 <라멘트> 악장이 세대의 비올라 편성으로 연주된다.

윤승현

서울대 음대, 서울대 음대 대학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70년부터 서울대 음대 

작곡가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창악회 회장을 지냈

으며,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아시아작곡가연맹(ACL) 한국위원회 부회장, 1984년에서 1985년까지 미

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교류교수,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 음악대학장 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편 

1959년에 첫 작품발표회를 가졌고, 1962년에 <현악4중주 1번>과 1965년 <교향곡 1번>을 발표하였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음악제’, ‘창악회’, ‘한국작곡가의 밤’, ‘범음악제’ 등을 통해 본

격적인 작품활동을 벌였고, 1981년에는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였다.

피아노를 위한 <송시(頌詩)> (1989)

1959년 <피아노 조곡>으로 시작으로 1971년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 1973년 피아노를 위한 에세이, 1986년 피아노를 위한 <

환상>을 포함한 5개의 피아노 작품 중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를 위한 <송시頌詩>는 1989년에 작곡되어 1999년 5월 작곡동인 소리목 

제20회 정기발표회에서 초연되었다. 그의 작품은 작은 패턴과 소리의 음색을 찾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곡은 이러

한 그의 작품 세계를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교하게 변하는 다양한 음색과 때로는 길게 멈추는 소리에서 그의 깊은 철학적인 

면모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으로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용진 (1930-2012)



연 주 자
PERFORMERS

Flute / 허정인

٠ 충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플로리다 주립대 박사

٠ 플로리다 주립대 음악캠프 객원 교수, 2007 대전예술신인상 

٠ 현재 충남대, 한국교원대, 대전예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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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t / 홍성수

٠ 한양대학교 졸업

٠ 프랑스 Ecole normale musique de paris 졸업

٠ 프랑스 국립 Creteil음악원 실내악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٠ 서울모던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소리'맴버

٠ 계원예고, 충북예고 출강, 아르누보클라리넷앙상블 악장

Trombone / 김재용

٠ 가천대학교 학사

٠ 독일 부파탈 국립음대 졸업 

٠ 현재 김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외 다수의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Piano / 홍청의 

٠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피아노 전공)

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이론 전공)

٠ 파리 에꼴노르말 음악원 피아노 반주과 졸업

٠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작곡이론과 졸업

٠ 현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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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I

Piano / 김지연

٠ 선화예중 졸업, 선화예고 재학 중 도독

٠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 음악교육학 및 연주자과정(피아노솔로) 학사,석사 최우수 졸업 및 

   콘체르트엑자멘(최고연주자과정) 졸업

٠ Alexander Scriabin 국제 콩쿠르 1위

٠ 이태리 Premio Citta'di Padova 국제 콩쿠르 2위

٠ 이태리 Edi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oloists and Orchestra 피아노부문 1위

٠  2013 스위스 로잔 아카데미 Prix du Meilleur Duo offert par la Ville de Lausanne 수상 및

   Radio Television Suisse-Espace 2(스위스 라디오) 방송연주

٠ 현재 건국대 대학원, 강남대 바이마르, 건국음악영재교육원, 선화예술중٠고, 계원예중 출강

타악 / 최소리

٠ 서울대학교 국악과 타악전공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٠ 덴마크 로얄콘서바토리, 다름슈타트 국제음악제, 스위스 바젤음악원 등지에서 ‘한국타악기특강’ 

   기획 및 강의

٠ 국내외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타악기 주자로 연주

Viola / 서수민

٠  서울대 음대,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٠  동아콩쿠르 1위,  Johannes- Brahms 국제 콩쿠르 1위,   2008 신인음악상 대상,  독일 바덴바덴시 

시장상 등 수상

٠  Baden-Badener philhamonie orchestra, 수원시향, 충남교향악단, 원주시향, 충북도립오케스트라, 

KT챔버오케스트라,모스틀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٠ 충남교향악단 수석역임

٠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٠ 화음쳄버 오케스트라,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 에라토 앙상블 멤버

Viola / 윤진원

٠ 서울예고 수석 입학 후 도독, 쾰른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٠ 제1회 세계일보 음악 콩쿠르 대상, 제36회 동아 콩쿠르 1위

٠ 제125회 독일 멘델스존 콩쿠르 1위 입상,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및 독일 10개 도시에서 입상자 데

뷔 연주회

٠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중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음악제 초청 독주 및 실내악 연주

٠ Nobuko Imai, Freddy Kempf, Oliver Kern, Jian Wang과 함께 실내악 연주 

٠ 슬로바키아 국립 교향악단 신년 음악회 초청 협연

٠ 중국 청도 국제 음악제 상주 실내악 연주자 및 지도 교수로 초청

٠ KBS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대구시향, 서울바로크합주단 등 협연 다수

٠ (사)미라클오브뮤직 주최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 피아노 퀸텟 연주 

٠ 대관령 국제음악제 저명연주자 시리즈, 서울 스프링 실내악축제, 통영국제음악제 초청 연주 

٠  독집 음반 ‘Viola & Virtuoso’, CCM 음반 ‘야곱의 사다리’, 실내악 음반 ‘Korean Composers Series’ 

발매

٠ 현재 경희대 음대 교수,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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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 / 이지윤

٠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٠ Juilliard School 석사 졸업

٠ Yale University 아티스트 디플롬 졸업

٠ 현재 수원시향 부수석

٠ 예원학교, 서울예고, 건국대, 중앙대, 서울교대 출강

٠ 현대음악앙상블 에클라 단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가야금 / 이슬기

٠ 서울대학교 음악박사 

٠ 2001 국립국악원 주최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통령상 수상, 

٠ 2011 KBS 국악대상 현악부문 수상

٠ 201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가 집중육성부문 선정

٠ 이슬기 가야금 연주음반 ‘현의노래’, ‘Green Cafe’, ‘Blossom’, ‘그리고그리다Ⅰ,Ⅱ’ 등  발표

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아시아금교류회 및 죽파가야금산조보존회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강사

가야금 / 성하주

٠ 국립 국악 중, 고등학교 졸업

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٠ 동 대학원 재학 중 

가야금 / 윤영근

٠ 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4학년 재학중

٠ 2012 영산아트홀 목요초청연주회 '윤영근독주회'

٠ 제2회 국제 의정부가야금축제 일반부 우륵상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제35회 정기연주회

   작곡동인 소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