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Pergolesi

Stabat mater dolorosa 비통한 어머니 서 계셨다 … 합창

J.S.Bach

Tilge, Höchster meine Sünden 나의 죄를 사하소서 높으신 주여

                                                             … Sop.강채원, Mezzo.강예은

G.B.Pergolesi

Quando corpus morietur 이 몸이 죽을 때에 … 합창

J.S.Bach

Denn du willst kein Opfer 당신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심으로

                                                      … Sop.강채원, Mezzo.강예은

J.S.Bach

Ist mein Herz in Missetaten 나의 마음 악으로 가득할 때 … Sop.강채원

J.S.Bach

Öffne Lippen Mund und Seele 내 입술과 입과 마음을 열어 … Mezzo.강예은

J.S.Bach

<Magnificat BWV 243> 중 

Quia respexit humilitatem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사 … Sop.문예원

G.B.Pergolesi - <Stabat Mater>

            … Sop.오미선, Mezzo.김선정

1. Stabat mater dolorosa 비통한 어머니 서 계셨다

2. Cujus animam gementem 그의 탄식하는 영혼

3. O quam tristis et afflicta 오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4. Quae moerebat et dolebat 근심하고 비탄에 잠긴 그녀

5. Quis est homo 그런 사람은 누구

6. Vidit suum dulcem natum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다

7. Eja, mater, fons amoris 아, 어머니의 사랑의 샘이여

8. Fac ut ardeat cor meum 나의 심장을 타오르게 하소서

9. Sancta mater, istud agas 거룩한 어머니, 그것들을 보내다

10.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게 하소서

11. Inflammatus et accensus 불타고 불타올라

12. Quando corpus morietur 이 몸이 죽을 때에

프로그램

렉쳐

콘서트콘서트

페르골레지(G.B.Pergolesi,1710-1736)는 26세에 요절하기 직전, 자신의 고백이 담긴 <Stabat Mater>

를 완성하였다. 10년 후, 61세의 바흐(J.S.Bach, 1685-1750)는 시편 51편을 통해 페르골레지 <Stabat 

Mater>를 개작한 <Tilge, Höchster meine Sünden(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를 발표하였다.

왜 음악적 완성을 이룬 노년의 바흐가 젊은 페르골레지의 곡을 개작하게 되었을까? 이 곡들에 담긴 작곡가

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번 렉쳐콘서트 ‘바흐의 고백’에서는 페르골레지와 바흐의 작품들을 비교한다. 그

들이 작품을 통해 고백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묻는다.



Stabat Mater

Bach <Magnificat BWV 243> 중 
Quia respexit humilitatem

Psalm 51(독일어)

1.  Stabat mater dolorósa juxta Crucem lacrimósa, 

dum pendébat Fílius.

2.  Cuius ánimam geméntem, contristátam et 

doléntem pertransívit gládius.

3.  O quam tristis et afflícta, fuit illa benedícta, 

mater Unigéniti!

4.  Quae moerébat et dolébat, pia Mater, dum 

vidébat nati poenas ínclyti.

5.  Quis est homo qui non fleret, matrem Christi 

si vidéret in tanto supplício? Quis non posset 

contristári Christi Matrem contemplári 

doléntem cum Fílio? Pro peccátis suæ gentis 

vidit Iésum in torméntis, et flagéllis súbditum.

6.  Vid i t  suum du lcem Natum  mor iéndo 

desolátum, dum emísit spíritum.

7.  Eja, Mater, fons amóris me sentíre vim dolóris 

fac, ut tecum lúgeam.

8.  Fac, ut árdeat cor meum in amándo Christum 

Deum ut sibi compláceam.

9.  Sancta Mater, istud agas, crucifíxi fige plagas 

cordi meo válide. Tui Nati vulneráti, tam 

dignáti pro me pati, poenas mecum dívide. 

Fac me vera tecum flere, crucifíxo condolére, 

donec ego víxero. Juxta Crucem tecum stare, 

et me tibi sociáre in planctu desídero. Virgo 

vírginum præclára, mihi iam non sis amára, 

fac me tecum plángere.

10.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passiónis fac 

consórtem et plagas recólere. Fac me plagis 

vulnerári, fac me Cruce inebriári, et cruóre 

Fílii.

11.  Inflammatus et accensus per te, virgo, sim 

defensus in die iudicii. Fac me cruce custodiri, 

morte Christi praemuniri, confoveri gratia.

12.  Quando corpus moriétur, fac, ut ánimæ 

donétur paradísi glória. Amen.

Quia respexit humilitatem ancillae suae,

ecce, enim ex hoc beatam me dicent omnes 

generationes.

[Ein Psalm Davids, vorzusingen, da der Prophet 

Nathan zu ihm kam, als er war zu Bathseba 

eingegangen.]

1  Gott, sei mir gnädig nach deiner Güte und 

tilge meine Sünden nach deiner großen 

Barmherzigkeit! *(연주곡)

2  Wasche mich wohl von meiner Missetat und 

reinige mich von meiner Sünde! *(연주곡)

3  Denn ich erkenne meine Missetat, und meine 

Sünde ist immer vor mir.

4  An dir allein hab ich gesündiget und übel vor 

dir getan, auf daß du recht behaltest in deinen 

Worten und rein bleibest, wenn du gerichtet 

wirst.

5  Siehe, ich bin aus sündlichem Samen gezeuget, 

und meine Mutter hat mich in Sünden 

empfangen.

6  Siehe, du hast Lust zur Wahrheit, die im 

Verborgenen liegt; du lässest mich wissen die 

heimliche Weisheit.

7  Entsündige mich mit Ysopen, daß ich rein 

werde; wasche mich, daß ich schneeweiß 

werde.

8  Laß mich hören Freude und Wonne, daß die 

Gebeine fröhlich werden, die du zerschlagen 

hast.

9  Verbirg dein Antlitz von meinen Sünden und 

tilge alle meine Missetat.

10  Schaffe in mir, Gott, ein rein Herz und gib mir 

einen neuen, gewissen Geist.

11  Verwirf mich nicht von deinem Angesichte und 

nimm deinen Heiligen Geist nicht von mir.

12   Tröste mich wieder mit deiner Hilfe, und der 

freudige Geist enthalte mich.

13  Denn ich will die Übertreter deine Wege 

lehren, daß sich die Sünder zu dir bekehren.

14  Errette mich von den Blutschulden, Gott, der 

du mein Gott und Heiland bist, daß meine 

Zunge deine Gerechtigkeit rühme.

15  Herr, tue meine Lippen auf, daß mein Mund 

deinen Ruhm verkündige! *(연주곡)

16  Denn du hast nicht Lust zum Opfer, ich 

wollte dir's sonst wohl geben; und Brandopfer 

gefallen dir nicht. *(연주곡)

17  Die Opfer, die Gott gefallen, sind ein geängsteter 

Geist; ein geängstet und zerschlagen Herz wirst 

du, Gott, nicht verachten. Amen.

성모애가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사

시편 51(공동번역)

1.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2.	 	섧고	설운	슬픔	고통	성모	성심	칼에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독생성자	수난하니	여인	중에	복된	성모	애간장이	

다	녹네.

4.	 	아들	수난	보는	성모	맘	저미는	아픔	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5.	 	예수	모친	이런	고통	지켜보는	우리	죄인	누가	울지	

않으리?	십자가의	아들	보며	함께	받는	성모	고통	

누가	슬퍼	않으리?	우리	죄로	채찍	모욕	당하시는	

아들	예수	성모	슬피	보시네.

6.	 	기진하여	버려진	채	죽어가는	아들	보고	애처로이	

우시네.

7.	 	사랑의	샘	동정	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8.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에	불이	타게	

하소서.

9.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저를	위해	상처	입고	수난하신	주님	고통	

제게	나눠	주소서.	사는	동안	십자가	고통	성모님과	

아파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서서	성모

님과	한	맘으로	슬피	울게	하소서.	동정녀	중의	동

정녀이신	성모님의	크신	슬픔	울게	하소서.

10.		주님	상처	깊이	새겨	그리스도	수난과	죽음	지게	하

소서.	저희들도	아들	상처	십자가	위	흘린	피로	흠

뻑	젖게	하소서.

11.		동정성모	심판	날에	영원	형벌	불	속에서	저를	지켜	

주소서.	그리스도	수난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

호하여	주소서.

12.		이	몸	죽어	영혼이	천국	영광	주	예수님	만나	뵙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므로,	

보라,	이제부터	세세로	나를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바쎄바와	

정을	통한	다음	예언자	나단이	찾아	왔을	때	지은	시]

1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연주곡)

2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

소서.	*(연주곡)

3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4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

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천번	만번	옳사옵

니다.

5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6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주소서.

7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	지리이

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8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여진	내	뼈

들이	춤을	추리이다.

9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10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

을	새로	세워주소서.

11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12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

음	내	안에	굳혀주소서.

13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빗나갔던	자들

이	당신께로	되돌아	오리이다.

14		하느님,	내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이	혀로	당신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리

이다.

15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연주곡)

16		당신은	제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연주곡)

17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

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18	어지신	마음

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19	그	때에는	번제와	제물을	올바른	제사로	

기뻐	받으시리니,	송아지를	잡아	당신	제단에	바치

리이다.	아멘.



소프라노 오미선

오미선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의	페스카라	음악원을	졸업하

였다.	

또한	동	음악원의	조교과정	수료를	비롯하여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오페라학과,	베냐미노	질

리	아카데미,	비오티	아카데미	졸업,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벨리니,	페루쵸	탈리아비니,	아트리,	죠바니	탈렌티,	수비아코	국제콩쿠르	등에	입상하였다.

귀국	후	2007년	기독문화예술	오페라부문	대상과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상을	수상하였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시향,	인천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충남도향,	광

주시향,	제주시향,	부산시향,	포항시향	등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헨델	메시아,	롯시니	페티트	미사,	모짜르트	레퀴엠,	오르프	까르미나	부라나,	브루크너	테	데움,	베르디	

레퀴엠	등을	솔리스트로	연주하였다.	나비부인,	모세,	호프만의	이야기,	박재훈의	손양원	등	여러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노래

하였다.	

“아름다운	음색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감동을	노래하는	소프라노”라는	찬사와	함께	크로아티아,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

아	등	다수의	대형	공연장에서	계속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2007년	국립오페라단	상근	솔리스트를	역임하였고,	현재	기독교문화홍보대사,	대한적십자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김선정은	선화예고	재학	중	독일로	떠나	함부르크	국립음대	성악과에	한국인	최초로	입학하

여,	‘리트’전공과,	‘오라토리오와	오페라’	전공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96년	체코	프라하극장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케루비노	역으로	오페라에	데

뷔하여,	그	후	독일의	브레멘,	카셀,	플렌스부르크,	함부르크,	뤼벡	,	슈레스비히	등	각지의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홀에서	롯시니,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푸치니,	헨델,	

베르디	등의	여러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았다.	

더불어	다수의	현대	오페라와	오페레타,	오라토리오에서도	주역을	맡았다.	

한국	무대는	2000년	윤이상의	‘심청’	으로	데뷔하여,	이후	예술의	전당	오페라	리골렛토,	안

드레아	셰니에,	오텔로,	카르멘	등에	출연하였다.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오를란도	핀토	파쵸,	살로메,	예브게니	오녜긴,	코지	판	투테	등에서	주역으로,	

성남시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탄호이저	등에서	주역으로	노래하였다.

지휘자	구자범의	말러	교향곡	3번을	협연한	경기필을	비롯하여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대전시향,	대구시향	,성남시향,	

KBS	교향악단,	부산시향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광

주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과	협연하였다.	

소프라노 강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O.Respighi”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탈리아	A.Longo	콩쿠르,	V.Scaramuzza	콩쿠르	등	입상

-	라벨라오페라단	오페라스튜디오	단원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가면무도회와	창작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등	

	 주연으로	출연

메조소프라노 강예은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2016	성신여자대학교	협주곡의	밤	출연	

-	2017	국립합창단	연수단원

- MAPO	음악콩쿠르	은상

-	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소프라노 문예원

-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	금상,	토론토	키와니스페스티벌	5개부문	1위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	서울예고	조기입학,	한음콩쿠르	1위

-	부산예고	음악콩쿠르	1위,	한국가곡의	밤	(세종문화회관)

-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	전체	대상,	부산예고,예중	음악콩쿠르	1위

지휘자 조정민

- Manhattan School of Music	대학원	지휘과	졸업

- J.F.Kennedy Center of Performing Arts	지휘자	데뷔

-	가천대학교	강사(합창,	합창지휘법)	역임

-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강사,	Oratorio Society of University	음악감독



닐루파르 무히디노바 김유리 박찬미 권영신 이지은

제1바이올린

이지윤 서혜주 박은서 임주희

고빈 김효준 주은지

김한솔 이수연 김나원 이현섭

ㆍ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트링 앙상블ㆍ

유지인 오영란

ㆍ객원연주자ㆍ

이지현

장세정 정수빈임하령

장정정

한다희정이수

정희은

최은솔

ㆍ참 콰이어 레이디스 앙상블ㆍ

김해린

노은지 송현조

전성현

이지현

문지연 박소현 서채원

이상윤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오르간 하프시코드

소프라노

알토

악보 제작: 정지원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사회와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음악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창단 이래,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자선연주회로 열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연주자들 모두 

출연료를 받지 않으며, 티켓 판매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정기연주회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비를 모아 전달했으며, 제2회 정기연주회는 심장수술이 시급한 영아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제3회 

정기연주회는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열립니다.

높은	음자리표	옆,	플랫(♭)자리에	붙은	네츄럴(♮)	기호는,	‘Don’t	

be	flat,	be	natural‘을	의미합니다.	악보	표기법상	최대	개수인	

일곱	개를	넣어,	자연스러운	음악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강조하였

습니다.

음정을	독일어	알파벳로	표기할	때	‘도’는	C,	‘시’는	H,	‘라’는	A로	

표기합니다.	각	알파벳	위에	해당	음정을	넣었고	‘음-’	소리가	나

는	M	위에는	쉼표를	넣어	참	필하모닉의	CHAM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참	되게’

로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