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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수제천〓대금:이주언, 김태한 / 소금:오지현 / 피리:권경숙,곽근열 / 해금1:이경은 / 해금2:장재경 / 아쟁:이신애 / 장구:함경인 / 좌고:박상득 / 

집박:정도형 / 신디:지아임 / 구음:박진희

아악의 백미로 일컫는 ‘수제천’ 은 가장 대표적인 궁중음악 중 하나로 원래 명칭은 ‘정읍’이다. 매우 느리면서 불규칙한 박자구조의 
수제천은 연주자간의 호흡, 장구 패턴, 피리 선율 뒤에 이어지는 연음(連音)등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이러한 수제천에 신디사이져와 구음을 더하여 새로운 수제천을 만들어내 좀 더 편안한 느낌의 수제천을 들려준다. 

2. 천년학 (서편제 OST) (김수철 곡)〓 대금:정도형 / 피아노:김희주

영화 서편제 ost 중 대금 독주곡으로 유명한 천년학은 남도음악의 선율을 바탕으로 애절하고 슬픈 선율이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곡이다.

3. 아름다운 추억 (강상구 곡)〓 대금: 정도형 / 피아노:김희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기억속에 남아 있는 우리들의 추억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이 곡을 통해 잊혀지고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보자.

4. 나무가 있는 언덕 (류형선 곡)〓 피리:권경숙 / 가야금:김미경 / 기타:김용진 / 장구:함경인

이 곡은 작곡가 류형선 특유의 편안함과 따스함을 담고 있는 피리 독주곡이다. “온전히 다 내어 맡겨도 좋을 너른 가슴을 가진 
누군가의 품,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한 안온의 쉼” 이 곡은 이런 이미지를 연출한 작품이다. 
피리라는 악기의 결을 새롭게 빚어서 평조(平調)의 어법으로 안온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5. 기도 (라경진 곡) 〓 해금:이경은 / 신디:지아임

김애라의 5집 수록곡. 따뜻한 감성과 해금의 매력이 잘 나타난 곡이다.

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강상구 곡)〓 해금:이경은 / 신디:지아임 / 보컬:박진희

해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수년의 대표곡으로 피아노와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서정적인 작품이다.

7. 서영호류 가야금 산조 〓 가야금:김미경 / 장구:함경인

서영호류 가야금 산조는 현존하는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와 더불어 여러가지 산조들의 특징을 잘 살리고, 거기에 서영호의 창의력을 
더해 만든 산조이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토대로 판소리와 시나위, 그리고 여러가지 악기들의 연주를 통해 얻어진 매력적인 가락들을 가야금에 
잘 어울리게 융합했으며 장단은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중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영호는 성금연 명인의 제자 권혁태 선생에게 전수 받았다.

8. Oblivion (Astro Piazzolla 곡) 〓 아쟁:이신애 / 피아노:지아임 

누에보탱고의 대표적인 곡으로 1984년 이탈리아의 마르코 벨로치오(Marco Bellocchio)감독이 제작한 영화 “엔리코 4세"에 사용된 
음악이다. 
아코디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다 애잔한 사운드를 내는 반도네온이란 악기가 사용되었고,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 GIdon Kremer 
등의 유명한 연주자들의 연주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Piazzolla의 대표곡이다.

9. 시나위 〓 가야금:김미경 / 대금:정도형 / 피리:권경숙 / 해금:이경은 / 아쟁:이신애 / 장구:함경인 / 징:박상득

시나위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기악합주곡 양식의 음악이다. 즉, 가야금 · 거문고 ·해금 · 아쟁 · 피리 · 대금 등의 악기들이 
일정한 장단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이다.  자유롭고 즉흥적이지만 결코 산만하거나 불협화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나위를 두고 “부조화 속의 조화”, “혼돈 속의 질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10. 끝나지 않은 길 (이상철 신부 곡) 〓 가야금:김미경 / 아쟁:이신애 / 해금1:이경은 / 해금2:장재경 / 퍼커션:함경인, 박상득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저 가시밭길만도 꽃길만도 아니다. 
굽이굽이 굴곡으로 이어져 있는 그 길은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마치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 
이 곡은 단순한 하나의 모티브와 일정한 리듬을 통해 가벼운 분위기로 이러한 상념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예랑(예수님의 사랑) 소개

예랑은 가톨릭 국악아카데미의 전문 연주단체로서 연주자들은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연2회의 꾸준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악아카데미에 등록하시면 다양한 국악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393-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