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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마르코 마틴과 함께하는 대전 시향 앙상블
2015. 11. 26.
20101149 이주성
● 프로그램
○ L. van Beethoven, Quintet for Piano and Winds in E flat Major Op.16
○ Sain-Saens, Septet in E flat Major Op.65
○ L. Spohr, Septet in A minor Op.147
● 클래식과의 만남
오랜만에 음악회 티켓을 구매하고 기대에 들떠있었다.
지난 7월 말에 대전시립교향악단이 공연했던 브람스&슈만이
마지막이었으니 4개월 만의 음악회 관람이었다. 나는 ‘요즘 대
학생스럽지’ 않은 취미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 고등학교
시절 영화 「미션」을 보고 오보에 소리에 반해서 학교 오케스트
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근성 부족으로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등 남들 다 한번쯤은 해봤을 악기들 시작은 해봤지
만, 잘하게 될 만큼까지 가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학교 오케스
트라에 한 명뿐인 오보에로 들어가게 되고 공연 준비를 하면서
꽤 열심히 악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악보도 잘 읽지 못하던
내가 일 년 연습 후에는 제법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그때
했던 곡이 러시아 무슨 작곡가의 왈츠,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
곡, 그리고 몇 곡의 피아노 협주곡이었다. 대학교에 온 뒤 다른
동아리활동을 하며 오보에를 놓게 되었다. 이제는 그 당시 공
연했던 곡목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후로도 클래식 감상
을 즐기게 되었다.
● 신나는 관현악의 향연
며칠 만에 갑자기 날카로워진 겨울바람과 첫 눈을 맞으며 대전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다. 오늘은
앙상블 곡들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였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5중주, 생상스의 7중주, 슈포어
의 7중주 이렇게 세 곡이 연주되었다. 베토벤은 나도 꽤 즐겨듣는 음악이고, 생상스는 어릴 적 음악 교과
서에 “동물의 사육제”로 기억에 남아있었다. 작곡가에 대한 친근감 덕분일까 처음 듣는 슈포어의 곡은 그
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베토벤과 생상스의 곡은 음악회에 가기 전 몇 번 들어 보고 간 덕에 낯이
익었다.
베토벤의 5중주는 전체적으로 피아노와 관악들이 잘 어우러진 즐거운 곡이었다. 특히 2악장
Andante Cantabile에서 각 관악들이 하나씩 나와 피아노와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피아노
의 시작 이후 모든 관악이 한번 등장한 후 오보에, 바순, 클라리넷, 호른이 차례로 나오며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하며 시작한다. 나는 관악의 맑고 둥글게 울리는 소리를 좋아한다. 오랜만에 듣는 오보에의 독특
한 음색에 다시금 빠져들어 이번에 집에 가면 오랫동안 옷장 속에 박혀있던 내 오보에를 다시 꺼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순과 호른의 몽글몽글한 소리는 왠지 모를 미소를 띠게 해 주었다. 3악장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귀여운 주제가 반복되었다. 전체적으로 1악장은 진중하고 긴 느낌이었다면 2악장과

3악장은 훨씬 신나고 즐거웠다. 확실히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대한 교향곡에 비하면
앙상블은 각 연주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첫 곡이었던 베토벤이 목관이 도드라지는 부드러운 곡이었다면, 생상스의 곡에서는 트럼펫이 가
장 눈과 귀를 자극했다. 입장부터 더블베이스부터 바이올린까지 크기만 다른 같은 모양의 악기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트럼펫이 눈에 띄었다. 금관이 괜히 군악대에서 사랑 받는 것은 아니었다. 트럼펫 덕에 앞의 곡
과 대비해 훨씬 힘차고 극적인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었다. 트럼펫이 느리고 웅장해지면 분위기가 장엄해졌
다가, 트럼펫의 힘차고 빠른 등장으로 금방 경쾌하고 밝아졌다. 특히 1악장의 끝부분과 2악장의 첫 부분에
서 트럼펫의 멋짐은 절정에 달한다. 2악장의 첫 부분의 트럼펫 솔로는 왕립 근위대가 눈앞에 서있는 듯
위풍당당하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내 자리에서는 트럼펫 주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 경험
을 되돌아보면 연주자는 자신의 솔로가 가장 즐겁다. 특히 바이올린처럼 곡 전체에서 균형있게 다뤄지는
악기가 아닌 관악들과 타악기들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에서 애절한 오보에 플
롯 듀엣만을 열심히 연습하던 때의 내 기분도 생각났다. 마지막 4악장은 현악들이 신나게 도약적인 리듬
을 주고받는다. 이어 피아노의 화려한 아르페지오도 나온다. 그리고 트럼펫이 등장하며 당당함을 뽐내고
다시 현악들의 주고받기로 이어진다. 함께 갔던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생상스의 곡이 훨씬 좋았
다고 한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곡이었다.
● ‘비싼 클래식 공연’을 두 배 더 즐기는 나의 노하우
지금 이 글을 쓰며 공연에서 들었던 곡을 다시 듣고 있다. 클래식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이것은 내 나름의 ‘비싼 클래식 공연’을 즐기는 요령이다.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곡을
들어보고 간다. 클래식 기악곡들은 가사가 없는 곡이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이 몰두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처음 듣는 곡일 경우 많은 연주자들 사이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할지 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때
문에 미리 들으며 재밌었던 부분이나, 마음에 드는 솔로 부분이 언제쯤 나오는지 기억해 두면 공연에서 훨
씬 깊이 빠져 들 수 있다. 공연에서는 나는 반드시 연주자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좋은 스피커와 좋은 음원
이 많은 요즘, 집에서 하는 음악 감상에 비해 ‘비싼 클래식 공연’이 갖는 첫 번째 장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연주자들의 몸짓, 호흡, 특히 표정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또한
곡이 끝난 뒤에는 박수를 되도록 늦게 치는 것이 나에게도 다른 관중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 곡에 깊이
몰입하면 그 마지막 음이 끝난 뒤에도 깊은 감동이 몰려온다. 이 감동을 즐기는 것이 공연이 갖는 두 번째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박수는 연주자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표현이지만, 이는 모든 청중들의 감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연주자들이 숨을 고른 뒤에 힘껏 쳐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음원
으로 그 곡을 다시 들으면 공연 때 느꼈던 전율과 즐거움을 오래오래 곱씹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
연 전 후의 며칠간 클래식을 오래오래 천천히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고작 한두 시간에 몇 만원이나 하는
비싼 공연이, 며칠간의 즐거움을 고작 몇 만원으로 구매하는 즐거운 일로 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