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 순서ㆍ연주자 소개
□ 연주 순서
W. A. 모차르트 – 바이올린 소나타 제21번 마단조, 작품번호 304번
I. 알레그로
II. 템포 디 메뉴에토
L. v. 베토벤 – 바이올린 소나타 제7번 다단조, 작품번호 30-2번
I. 알레그로 콘 브리오
II. 아다지오 칸타빌레
III. 스케르초: 알레그로 – 트리오
IV. 피날레. 알레그로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작품번호 8번
I. 알레그로 벤 모데라토
II. 알레그로 몰토
III. 레치타티보-판타지아: 벤 모데라토
IV. 알레그레토 포코 모쏘

□ 연주자 소개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

)

정경화는 세계 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강렬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
의 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전설적인 스승 이반 갈라미언을 사사했다. 그밖에는 조셉
깅골, 폴 마카노비츠키, 요제프 시게티, 시몬 골드베르크 등의 지도를 받았다. 1967년
레벤트리트 콩쿨 우승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기 시작했고, 1970년 앙드레 프레
빈이 지휘하는 런던심포니와의 연주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유럽 무대에 성공적

으로 데뷔했다. 이후 앙드레 프레빈을 비롯,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스 텐슈테트, 리카르
도 무티, 버나드 하이팅크, 다니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이 이끄는 세계 최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며 맹활약해왔다. 또한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 스티븐 코
바세비치,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터 프랭클, 케빈 케너 등과 듀오 무대를 이어왔다.
정경화는 지난 약 45년간 데카, RCA, 도이치 그라모폰, EMI 등 굴지의 레이블을 통해
협주곡에서 실내악에 이르는 총 33장의 정규 레코딩을 발표하며 여러 전설적인 명반들
을 남겼다. 지난 `95년 ‘아시아위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가운데 클래식 연주
자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선정한 ‘최근 20년간 가장 위대한
기악 연주자’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크라이슬러, 그뤼미오, 밀스타인 등과 함께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바이올린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런던 로열 페스티벌홀 리사이틀, 2016년 베르비에 페스티벌 개막연주, 2017 뉴
욕 카네기홀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뉴잉글랜
드 콘서바토리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를 맡고 있다.

김태형 피아니스트
(

)

타고난 균형감각과 논리 정연한 해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노 주자로 알려
져 있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일찍이 하마마쓰 콩쿠르와 롱-티보 콩쿠르 입상, 인터라
켄 클래식스 콩쿠르, 모로코 콩쿠르, 프랑스 그랑프리 아니마토 콩쿠르에서 연속 우승,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5위,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과 청중상
을 수상했다.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
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
며,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마린 알솝, 에밀 타바코프, 휴 울프 등 명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2013년 트리오 가온을 결성,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사무엘 루
츠커와 함께 2018년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쿨에서 청중상과 현대음악상을 포함한
2위를 하였고,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연주도 병행중이다.
김태형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충모를 사사했으며, 독
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엘리소 비르살라제 사사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치고 이후 모스
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비르살라제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뮌헨 음대
에서 헬무트 도이치의 사사로 성악가곡반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고 실내악 지도
의 명인 크리스토프 포펜과 프리드만 베르거 문하에서 실내악 과정 역시 수학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원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았으며 현재 PRESTO ARTISTS,
EU의 바인슈타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8년도 하반기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