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본문 2쪽, 붙임 2쪽, 사진 3장
www.gwcf.or.kr

전화 : 02-725-3395 팩스 : 02-725-3384

보도 : 2020년 2월 20일 이후
담당 :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연사업팀
이메일 : pr@mpyc.kr

피스풀 뉴스(NEWS; North-East-West-South)를 통해
선보이는 평화의 멜로디
- 2020대관령겨울음악제 2월 9일 성공적인 개막 공연 이후 순조롭게 진행 중, 폐막일인 25일까지
계속해서 공연 진행 예정
- 피아노로 연주하는 평화의 노래 ‘피스풀 뉴스’ 북한, 한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단·분쟁 국가 출신
4인의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철웅, 듀오 아말 함께 연주
- 2/21~2/23 3일간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군 청소년회관, 고성 DMZ박물관과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
- 열 감지 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 등 공연장 비치,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예방조치 시행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일대 및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관령음악제의 5번째 겨울음악제인 2020대관
령겨울음악제가 2월 9일 성공적인 개막공연 이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폐막일인 2월 25일까지 계속해서 공
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2월 21일 (금)부터 2월 23일 (일) 3일간은 철원과 고성, 강릉에서 피아니스트이자 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인
손열음과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출신의 4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평화의 노래 ‘피스풀 뉴스’의 공연
이 펼쳐진다.
북한 출신 ‘김철웅’은 평양음악무용대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이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 후 평양국립교향악단 최연소 수석피아니스트로 활약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미국 카네기홀 연주 등 국내외 수많은 협연 및 초정 연주를 가졌다. 한
서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
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을 차지했다. 이후 네빌 마리너, 로린 마젤,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의 지휘로
뉴욕 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같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왔으
며,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2018년 3월부
터 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평창대관령음악제’와 ‘대관령겨울음악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 비샤라 하로니와 이스라엘 출신 야론 콜버그가 2008년 결성한 피아노 듀오인 ‘듀오 아말’은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첫 합동공연을 한 이후 정치적, 국가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연주로 관객과 평
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의 큰 무대에서의 공연은 물론 방송사 인터뷰와 콘서트를
진행하며 세계에 우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듀오 아말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내한하여 공연하
기도 했다.
4명의 피아니스트는 강원도내 접경지역인 철원과 고성, 그리고 강릉에서 3차례 공연을 진행한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몰다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아다지오,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과 한국 민요 ‘아리랑’, 이스라엘 포크송 ‘하바 나길라’ 등을 따로 또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음악제를 주관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김필국 대표이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연장 내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 설치와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
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대관령겨울음악제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와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강릉아트센터 공연에 한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유료 공연의 가격은 좌석에 따라 1만 원 ~ 3만 원으로 강원도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전체 일정 및 프로그램과 출연진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
이지(www.mpy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켓문의: 033-240-1363 / 공연문의: 02-725-3395)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관령음악제 공연사업팀
황인영(☎ 02-725-3395/pr@mpyc.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제 웹하드 : http://www.webhard.co.kr/
아이디 : mpycgw / 패스워드 (게스트) - mpyc

[붙임1] 피스풀 뉴스(Peaceful NEWS) 프로그램
에드워드 엘가 _ 『위풍당당 행진곡』 중에서 (7’)
E. ELGAR _ from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
베드리히 스메타나 _ 교향시 『몰다우』 중에서 (7’)
B. SMETANA _ from Symphonic Poem Vltava *
김철웅Chul Woong Kim
비샤라 하로니Bishara Haroni
야론 콜버그Yaron Kohlberg
손열음Yeol Eum Son

한국 민요 『아리랑』, 김철웅 편곡 (5’)
Korean Folk Song, Arirang, arranged by C. W. Kim
김철웅Chul Woong Kim

모리스 라벨 _ 『쿠프랭의 무덤』 중 토카타 (3’)
M. RAVEL _ Toccata from Le tombeau de Couperin
손열음Yeol Eum Son

요하네스 브람스 _ 헝가리 춤곡 (7’)
J. BRAHMS _ Hungarian Dances
No. 1 in G minor
No. 5 in F sharp minor
김철웅Chul Woong Kim
손열음Yeol Eum Son

프란츠 리스트 _ 『종』 (5’)
F. LISZT _ La Campanella
비샤라 하로니Bishara Haroni

이스라엘 포크송 『하바 나길라』(3’)
Israeli Folk Song, Hava Nagaila
야론 콜버그Yaron Kohlberg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_ 교향곡 제1번 D장조 작품번호 25 『고전』(3’)
S. PROKOFIEV _ Symphony no. 1 in D major, op. 25, "Classical"
IV. Finale. Molto vivace
비샤라 하로니Bishara Haroni
야론 콜버그Yaron Kohlberg

아람 하차투리안 _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아다지오 (6’)
A. KHACHATURIAN _ Adagio from Ballet Spartak *
리하르트 바그너 _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 오토 타우프만 편곡 (10’)
R. WAGNER _ Tanhäuser Overture, arranged by O. TAUBMANN
아람 하차투리안 _ 오페라 『가야네』 중 『칼의 춤』(3’)

A. KHACHATURIAN _ Sabre Dance from Opera Gayane *
김철웅Chul Woong Kim
비샤라 하로니Bishara Haroni
야론 콜버그Yaron Kohlberg
손열음Yeol Eum Son

*알렉세이 쿠르바토프의 편곡 작품
*arranged by A. KURBATOV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