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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클래식 음악 씬
▶ 리스트음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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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클래식 음악 씬
포크음악에서 락까지, 혹은 테크노에서 클래식음악까지, 헝가리의 음악계는 다양한 음악장르가 공존하
며 음악 향유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장르에서든지 공연의 대부분은
헝가리의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 홍보자료 등엔 우리에겐 흔한 클래식음악의 제목들(주로 독
일어나 영어로 구성된) 또한 헝가리어로 모두 번역되어 나타나는 등, 자 문화를 중시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헝가리에서 가장 큰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장르는 클래식 음악이다. 이는 위대한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의 이름을 딴 ‘리스트 음악원’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며 오늘날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메인 콘서트홀에서는 매년
200~280회의 연주회가 열리는 만큼, 리스트음악원은 헝가리 클래식 음악계의 큰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사진1 : 리스트음악원 외관)

유럽의 음악가들이 무조음악 등 아방가르드 한 현대음악에 집중하던 20세기 초, 헝가리에서는 헝가리의
민속음악을 수집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이끈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과 졸탄 코다이Zoltán Kodály가 있
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헝가리의 거장으로 인정받으며 헝가리 음악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바르톡과 코다이의 음악은 20세기 음악으로써 보통 현대 음악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헝가리에서는 이들의 음악이 클래식 장르의 연속이며 고전적인 레파토리로 여
겨진다는 것이다. 헝가리 시내 어느 클래식 음악공연을 가든, 꼭 바르톡의 작품이 한곡은 연주가 될 정
도로, 이들은 헝가리 관객에게 사랑을 받는 작곡가이다.

(사진2, 3 : 비바 바르톡 공연 포스터 및 공연 사진)

유형

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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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퍼러리 뮤직

헝가리의 월드뮤직 씬
▶부다페스트 리트모 월드뮤직 페스티벌 기사
관련링크

https://dailynewshungary.com/weekend-budapest-ritmo-world-music-festival/
▶베스트 월드뮤직 앨범에 선정된 헝가리 뮤지션
https://dailynewshungary.com/hungarians-among-the-best-world-music-albums/

헝가리의 월드뮤직 씬
바르톡과 코다이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 헝가리의 음악계에서 민족음악과 집시음악을 빼 놓을 수 없다.
헝가리 공연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공연센터 Müpa의 웹사이트에서 월드뮤직의 카테고리가 재즈,
Pop뮤직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헝가리 내에서 월드뮤직이라는 장르가 얼마다 대중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진1 : 월드뮤직/재즈/pop음악이 같은 카테고리에 담겨있는 Müpa의 웹사이트)

이처럼 부다페스트에서는 월드뮤직, 민족음악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전통성에 머물기 보
다는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많은 연주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퓨전음악 장르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우리나라의 국악계와 비슷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부다페스트에서는 매년 10월 전 세계의 월드뮤직 아티스트가 모이는 부다페스트 리트모 월드
뮤직페스티벌(Ritmo World Music Festival)이 개최되는데, 이 페스티벌에서는 동유럽지역의 저명한 연
주자들 뿐 만 아니라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연주자들의 공연, 짐바브웨, 모로코 등 아프리카 지역
월드뮤직 연주자들의 공연도 포함되어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있다.
Budapest Ritmo World Music Festival
- http://budapestritmo.hu/en/

(사진2 : 부다페스트 리트모 월드뮤직 페스티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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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http://hungarytoday.hu/news/visegrad-concert-vienna-71983
관련링크

magyarhirlap.hu

헝가리 문화 기관이 주최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기념 공연 개최 (영문: HUNGARIAN CULTURAL
INSTITUTE TO HOST CONCERT HONOURING VISEGRAD GROUP IN VIENNA)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The Collegium Hungaricum이 비세가르드 그룹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을
지난달 개최했다. The Collegium Hungaricum은 헝가리 문화/언어의 국제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국
제적인 비영리 문화단체로, 헝가리 교육, 문화부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비세가르드 그룹 (Visegrad
Group)’이란, 1990년대 초 EU진입을 위하여 동유럽의 3개국(1991년 당시)이 모여 결성한 그룹으로, 현
재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헝가리 문화 기관인 The Collegium Hungaricum는, 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비
세가르드 그룹 국가들의 뛰어난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자국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기념 연주
회를 기획했다. 이 기념 연주회는 매년 4개의 가입국이 교대로 주최국을 맡아 진행하며, 작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는 헝가리가 주최를 맡게 되었다.
올해 공연에서는,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Fülöp Ránki, 폴란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Mateusz
Kasprzak-Labudzinski 그리고 피아니스트 Piotr Kopczynski, 슬로바키아 출신 피아니스트 Milos
Bihary, 그리고 체코의 기타리스트 Martin Skubal가 출연했으며, 시마노프스키, 코다이, 리스트, 하이든
두케이와 오브로프스카 등 비세가르드 그룹 가입국 출신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공연은
11월 29일 오후 7시, 비엔나의 the Musikverein Metallener Saal에서 진행되었다.

(사진1 : 출처 hungarytoday.hu)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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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장르

청년창업

http://hungarytoday.hu/news/running-a-startup-application-now-open-design-term
inals-spring-mentoring-program-55915

스타트업을 운영하나요? 디자인 터미널의 멘토링 지원이 시작됩니다. (영문: RUNNING A STARTUP?
APPLICATION NOW OPEN FOR DESIGN TERMINAL’S SPRING MENTORING PROGRAM)
Design Terminal은 비영리 단체로, 헝가리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of the
Government of Hungary)의 공식적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 헝가리 내 비즈니스, 문화적 매니지먼트, 기
업가정신, 그리고 국제 벤치마킹 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Design Terminal이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다시 오픈했다. 이들은
그들의 커뮤니티에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들을 찾고 있다. 2017년에는 해외 지원자가 약 3분의 1
에 달했다. 영국, 포르투갈, 인도 그리고 칠레 등 12개국에서 시작된 혁신적 사업체들이 이 멘토링 프로
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막 시작된 스타트업 그룹의 인큐베이팅이다. 3개월 동안
참여 팀들은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조직과
법률적 배경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멘토풀’ 시스템이다. 이 멘토풀 시스템은 헝가리 지역과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며, 여기에는 IMB Budapest Lab의 Gergely Hodicska, 미디어 전문가 Zoltán Várdy, 그리고
Deutsche Bank의 혁신 전문가 Zsófia Pulay 포함된다. 전문가들의 도움과 더불어, Design Terminal는
스타트업 그룹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3개월 동안의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 그룹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조직적/법률적 배
경,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킬 수 있다. 멘토링 세션이 끝나면 사업체들은 더 가치 있어지
며 그들의 첫 투자자로부터 환영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운영주체인 Design Terminal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비즈니스 아이
디어로 하는 스타트업 그룹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전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휠체어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Route4U라는 단체가 있었으며, 응급 의료 분야의 편의성을 개발하는
Gyermek SOS라는 단체도 있었다.
2014년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수상하기도 한 이 프로그램은 헝가리 지역과 국제 기업체들뿐
만 아니라 헝가리 인적자원부의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

(사진1, 2 : 출처 hungarytoda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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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르

http://hungarytoday.hu/news/anticipated-concerts-2018-hungary-arcade-fire-metal
lica-enrique-iglesias-58646

(사진1 : 출처 hungarytoday.hu)

2018년, 헝가리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 - 아케이드 파이어, 메탈리카부터 엔리케 이글레시아스까지
(영문: MOST ANTICIPATED CONCERTS OF 2018 IN HUNGARY – FROM ARCADE FIRE AND
METALLICA TO ENRIQUE IGLESIAS) 2018-01-02
2018년, 헝가리에서 개최될 국제적 아티스트들의 공연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Arcade Fire, Bobby
McFerrin, Roger Waters, Rod Stewart, Lenny Kravitz, Depeche Mode, Metallica, Enrique Iglesias,
Tricky, James Blunt, Iron Maiden, Judas Priest, Billy Idol, Queens of the Stone Age, Body
Count, Marillion, Jan Garbarek and Gipsy Kings.
오는 1월 25일, 도나우 강변에 정착되어있는 A38 보트공연장에서 트립팝 레전드 Tricky의 퍼포먼스로 이
번년도 공연이 시작된다. 오는 2월12일이는 영국의 싱어이자 프로듀서인 King Krule이 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월 29일에는 스코틀랜드의 베테랑 락커, Rod Stewart가 Papp László Sport Arena에서 공연하며, 전
설적인 일렉트로닉 밴드 Depeche Mode 역시, 2월 2일 아레나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연속으로
Papp László Sport Arena에서 펼쳐질 국제적 스타는, 영국의 소울 알앤비 스타 Emeli Sande이 2월18
일에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네덜란드의 싱어 Caro Emerald가 2월 26일, 'King of Latin Pop'을 더빙한

Enrique Iglesias가 3월11일에 각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5일에는, 미국의 메탈밴드 메탈
리카 Metallica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지만 이미 티켓은 매진된 상태이다.
예술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Müpa에서는 재즈 콘서트들을 개최하는데, 3월 19일에는 Dianne Reeves, 4
월21일에는 Kurt Elling, 그리고 5월3일에는 Bobby McFerrin이 공연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재즈 싱어,
Stacey Ken는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4월 28일에 공연을 개최한다. 전 Pink Floyd의 프론트맨 Roger
Waters는 5월2일에 스포츠 아레나에서 공연하며, 영국출신의 싱어송라이터 James Blunt는 이어 5월8
일에 공연한다. 캐나다 출신의 인디 락커 Arcade Fire는 오는 6월17일 헝가리에서 첫 공연을 펼치며,
이때 영국의 헤비메탈 그룹 Judas Priest는 7월24일에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영국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DJ Bonobo는 the Budapest Park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개최할 예정이
며, Ice-T가 프론트로 나서는 미국의 메탈 밴드 Body Count는 6월 17일, 그리고 미국의 락 밴드
Queens of the Stone Age는 6월 21일에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영국의 Billy Idol 또한 같은 장소에서
7월2일에 공연을 펼친다. 6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펼쳐질 헝가리 서부의 도시 Sopron에서 펼쳐지는
VOLT 페스티벌의 라인업은 Depeche Mode, Iron Maiden과 Hurts가 포함될 예정이다.
전설적인 노르웨이의 재즈 색소포니스트 Jan Garbarek은 오는 10월 24일 MoM Sport 공연장에서 그
의 밴드와 함께 공연하고, The Gipsy Kings는 같은 장소에서 10월 2일에 공연할 예정이다.

Barba

Negra Music Club은 독일출신의 포크듀오 Milky Chance의 공연을 2월2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의 네오-프로그래시브 락 그룹, Marillion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7일에 공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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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헝가리 하이라이트: 2017년 가장 뛰어났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에 투표하세요!
(영문: HIGHLIGHTS OF HUNGARY: VOTE FOR THE BEST CREATIVE PROJECTS OF 2017!)

지난 성공에 힘입어,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개발 팀 Super Channel은 다시 한 번 헝가리 하이라이트 최초이자 유일한 크리에이티브 콜렉션을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경계와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각기 다른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큐레이터 팀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 2017년의 중요한 순간들, 사람들, 혁신 그리고 정소들을 선정하였다. 그들은
가장 흥미진진하고 영감을 준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55개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들은 카테고리, 맥락, 매체 혹은 플랫폼과는 관계
없이 순수한 창의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은 광범위한 규모로 선정되었음을 볼 수 있
다: 영상 필름, 카페, 전시회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위한 설치, 그리고 성교육 웹사이트, 그리
고 Ildikó Enyedi의 수상작 On Body and Soul까지 포함되어있다.
Highlights of Hungary사이트에서 전체 후보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25일까지 투표가 가능
하다. 이중 열 개의 프로젝트가 15,000여명의 투표를 통해 선택될 것이며, 공식적인 시상식은 2월 1일에
개최된다.
Highlights of Hungary 웹사이트
http://en.highlightsofhungar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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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헝가리 한국문화원, 2018 한-헝 작곡가 교류 프로젝트 개최
- 한국과 헝가리, 시를 노래하다: “윤동주 & 요제프 아틸라” 2018-02-09,10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헝가리 페퇴피 문학 박물관(Petőfi Irodalmi Múzeum)과의 공동주최로, 20세기
초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양국의 대표 시인 윤동주와 요제프 아틸라를 음악과 문학 행사를 통해 기리는
예술가 교류 프로젝트 <한-헝 작곡가 교류 사업 2018: 윤동주와 요제프 아틸라>를 2월 9일과 10일, 페
퇴피 문학 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2,3,4,5 출처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2월9일 진행되었던 문학 행사(포룸)에서는, 윤동주 전문가이자 시인인 김응교가 “윤동주는 무엇을 사랑했나”
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의 고통을 시로 노래한 한국의 시인 윤동주(1917-1945)를
헝가리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노동자 계급의 고단한 삶,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시에 담아낸 헝가리 대표 민중시인 요제프 아틸라(1905-1937)를 한국 시인
의 시선으로 조명해 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요제프 아틸라의 한국어 번역본 시집에 서문을 썼던 시인·사회
학자 심보선이 “다수성을 드러내는 쓰기”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헝가리 시인들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

(사진 6,7,8,9 출처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이어서, 2월10일에는 윤동주와 요제프 아틸라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음악을 통해 기리는 콘서트가 개최되
었다. 한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임지선은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동명의 비올라
협주곡을 헝가리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했고, 헝가리의 작곡가 티하니 라즐로는 요제프 아틸라로부터 영
감 받은 신곡 ‘백번의 밤’을 초연했다. 본 공연에서는 헝가리 체임버 앙상블 베이네르-자스의 연주와 함
께, 바리톤 필립 죄르지, 저명한 배우이자 연출가인 마처이 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완성도 높고 흥미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한국과 헝가리의 ‘민요’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2017년 제1차 한-헝 작곡가 교류 사업의 성공
적인 개최에 힘입어 2회째 추진되는 예술가 교류 사업이다. 이번에는 음악뿐 아니라 문학까지 그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설가에 비해 덜 알려진 ‘시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문화교류의 범위와 깊이를 확
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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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헝가리 하이라이트 어워드 결과 발표.
(영문: BEST CREATIVE PROJECTS OF 2017: HIGHLIGHTS OF HUNGARY AWARDS ANNOUNCED)
2018-02-07
헝가리 하이라이트 어워드의 다섯 번째 행사가 2월1일, 요제프 칸토나 극장(the József Katona
Theatre)에서 개최되었다. 헝가리 하이라이트 어워드는, 헝가리 내 최초이자 유일한 크리에이티브 콜렉
션으로, 장르의 경계와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최우수상으로는 Tailorland BMX 자전거 구장이 선정되었다. Tailorland
BMX자전거 구장은 헝가리 서부의 도시, Győr에 위치해 있으며, 4000m2 크기를 자랑한다. 약 3년 전,
전문 BMX라이더 Konrád Szabó에 의해 지어졌으며, 헝가리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규격과 자전거 코스를
갖춘 전문 구장이다. 7미터 높이의 “Roll-in" 코스로 유명하며, 유럽의 국제적 라이더들이 모여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헝가리의 큐레이터들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각기 다른 분야를 대표하
는 전문가들과 함께 색다른 최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 Göncruszka 지역에 위치한 공동 양봉장이

다. 이 양봉장은 Göncruszka에 위치한 교회를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 45명의 자원 봉사자들
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 몇몇 나라에 수출된다. 이러한 활동으로 모인 금액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쓰여 졌으며, 이들의 수입은 장학금과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쓰여진다.
Highlights of Hungary 2017 수상자:
Tailorland (Tailorlad BMX 자전거 구장)
Parno Graszt (루마니아 전통 음악 밴드)
Debrecen 2023 Európa Kulturális Fővárosa Brand Projekt (데브레첸 유럽 문화 브랜드 프로젝트)
Gemenc film / Árterek világa
(중앙 유럽의 가장 큰 범람원 숲 Gemenc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Vigyél Haza Alapítvány / Virtual Dog Menu (유기견을 후원하는 강아지 까페)
Random Trip (즉흥연주단 뮤지션)
CCE (CreativeCulturalExchange) // weCARE – Medical Supplies Program (의료기기 후원단체)
Őrfi József / Fairy Tale House in the Pilis Mountains (유럽 건축어워드에서 수상한 건물/건축가)
On Body and Soul (영화제작자)
Füri MusicSpace (어린이를 위한 음악 공간)
KPMG special prize: Logiscool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교육기관)
Kreatív special prize: Nikon One
(피지컬 지오그래피 오브 헝가리-개인적 경험을 일러스트로 그려내는 단체)
Marie Claire special prize: MONDO (장애아동을 위한 카드제작 단체)
via Marie Claire, Highlights of Hungary
Highlights of Hungary 웹사이트
http://en.highlightsofhungar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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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국악의 새로운 향 – 김도연밴드
지난 3월26일,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공동주최로 ‘국제문화교류 기획프로젝트-국악
의 새로운 향’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헝가리 관객들에게 국악의 전통성, 예술성, 현대성을 심도 있게
전달할 융합 형 프로젝트로, 보다 폭넓은 관객들에게 현시대 국악의 사운드를 들려줄 공연파트와, 뮤지션
및 음악 전문가들에게 국악의 음악적 우수성을 심도 있게 전달할 워크숍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響 (울릴 향): 국악, 새로운 음향으로 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연파트는 3월 26일, 오후 7시30분, 부
다페스트 뮤직센터, 메인 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50명의 헝가리인 한국문화 향유자들과 현지 음악전
문가들이 참여했다.
보스턴, 뉴욕을 거점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신진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과 그의 밴드(타악-김지혜, 기타-차희찬, 피아노-Jacob Hiser)가 퍼포머로 나서, 국
악과 재즈, 그리고 현대적 즉흥음악이 융합된 실험적인 창작 곡들을 유럽 현지에 처음소개 했다.

‘向 (향할 향): 국악, 신세계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파트에는, 김도연밴드가 워크숍 진행
자로 나서 리스트음악원 민족음악과 (Folk Music), 작곡과 (Composition) 교수진과 재학생 등 헝가리의
음악가들 에게 컨템퍼러리음악/월드뮤직 장르로서 국악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워크숍은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국악 즉흥연주 세션이 포함되었으며,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체험을 진행하여, 헝가리의 젊은
음악가들에게 국악의 맛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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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출처 hungarytoday.hu)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으며 인정받고 있는 코다이 음악 교육법은 왜 헝가리에서 사라지고 있을까?
(영문: IT’S BEEN INTERNATIONALLY PRAISED AND NATIONALLY RECOGNIZED. SO WHY IS THE
KODÁLY MUSIC EDUCATION METHOD DISAPPEARING FROM HUNGARY?) 2018-03-02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작년 국립 장학 프로그램인 “Hungaricum"에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
리의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인 코다이의 음악교육법은 더 이상 헝가리 내 모든 어린이 음악교육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을까? Kossuth상을 수상한 지휘자이자 음악교육자, 그리고 Cantemus 합
창단의 음악감독, Dénes Szabó에 따르면, 이는 코다이 음악교육법이 충분한 재정적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üpa의 “Band of the Season"에 채택되는 등, 작년 한해 명망 있는 상을 다수 수상한 Cantemus 합
창단을 이끌고 있는 Szabó는 헝가리 신문 ”Magyar Nemzet“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헝가리 음악교육의
현 상태와 미래’ 그리고 ‘헝가리 합창단의 성공‘에 대해 설명했다.
Dénes Szabó는 헝가리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뀐 이후, 코다이 방식을 따르는
음악 학교들이 헝가리 교육체계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말한다. 요즘에는, 이론적이고 테크닉적이
기 보다는, 표현적이고 창의적인 음악기교에 주력하는 유명한 코다이 음악교육법을 사용하는 기관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Nyíregyháza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초등학교 또한 폐쇄의 위협을 받았으나, 지방정부의 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코다이 음악교육법의 생존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비
록 코다이 음악교육법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고, 작년에는 헝가리 국립 장학 프로그램인
‘Hungaricum'에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법은 천천히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다.
Szabó는 이에 대해 코다이 음악법의 복잡한 체계가 공동체, 그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코다이를 연구했던 Tamás Freund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코다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음악을 배우는 것이 인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러한 학습에 의해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쉬워진다고 여겼다. 오늘날 헝가리의 교육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더 집중함에 따
라 코다이 음악교육법은 더 이상 “패셔너블 fashionable"하지 않다. 또한, Szabó는 코다이 교육법이 사
라지고 있는 이유는 업계에서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2 : Dénes Szabó 출처 hungarytoday.hu)

“우리의 목소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손을 이용하여 솔미제이션-악보에 맞추어 음이름으로 노래하는 방법
- 사인을 보여준다. 우리는 손가락을 오선지로 사용할 수 있다. 코다이 음악교육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
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이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아직도 코다이 음악교육법이 특이하다고 여겨지며, 헝가리인들이 이 교육법을 왜 사라지게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Szabó는 말한다. 하지만 이 Cantemus 합창단의 감독은 코
다이 음악교육법이 학교로부터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창단과 현대 클래식 음악 업계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그는, 수 십년 간,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시작된 ‘노래하는 청소
년’ 운동과 졸탄 코다이, 라요스 바르도스, 제노 아담, 죄르지 케레니와 벤자민 라예츠키의 노력 덕분에,
헝가리 합창단이 성공적인 경쟁력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한다.
코다이 음악교육법 중 기초 요소 하나는, 사회적 평등이며,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능력에 관계없이 후
렴구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모든 이들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솔미제이션은
상대적으로 약한 음악적 역량을 가진 아이들에게 음악의 진실된 본질을 소개하는데 있어 완벽하다.
Szabó는 코다이 스타일을 가진 학교에서, 음악은 학생들의 인생 중 한 부분이 되고, 모든 아이들은 매우
높은 기준으로 노래하는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코다이 스타일의 음악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50년대 초 헝가리 지방 도시, Kecskemét에서였
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Szabó에 따르면, 이로 인해 헝가리 합창단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Szabó는 프로페셔널만큼 재능 있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사라져감에
따라 국제적 합창단 활동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음악 자료들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비록 현대 음악세계의 변화들을 적용시킨 뛰어난 음악작품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들에는 진정한 음악적 우수함이 부족하며, 코다이, 바르톡, 바흐다 등 헝가리 작곡가들의 작품들과
비교 할 수 없다. 때때로 Szabó는 최고의 합창단들이 최악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헝가리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다이의 미망인, Sarolta Péczely 또한 코다이 음악교육법이 헝
가리 음악교육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논했다. 1960년대에는 약 120개의 초등 음악학교
가 매일 음악레슨을 가르쳤던 반면, 이러한 학교의 숫자가 상당하게 적어지고 있으며, 남아 있는 학교들
은 살아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 헝가리투데이 기사:
http://hungarytoday.hu/news/internationally-praised-nationally-recognized-kodaly-music-education-method-di
sappearing-hungary-33755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9ohIFiF11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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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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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https://hungarytoday.hu/national-theatre-to-host-26-performances-at-april-mitem
-fest/

사진 출처 hungarytoday.hu

헝가리 내셔널 씨어터, 4월 MITEM 페스티벌에서 26여개 공연 개최

(영문: National Theatre to host

26 performances at April MITEM fest) 2018-04-13
오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헝가리 내셔널 씨어터가 개최하는 5번째 Madach 국제 극장 회의
(Madach International Theatre Meeting (MITEM))에서 14개국 26개의 공연과 전시, 원탁 토론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초대된 단체 중 극단 베를리너 앙상블(Berliner Ensemble)은 앙상블의 설립자인 작가 Bertolt Brecht
의 작품, The Caucasian Chalk Circle과, 독일 작가 Guenter Grass의 The Tin Drum을 공연한다. The
Chalk Circle의 감독, Michael Thalheimer는 MITEM 페스티벌의 원탁 토론에 참가하여 Bertolt Brecht
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의 주제는 현대 연극에서 Brecht의 영향과 관련성에 대해 다뤄지며, 이와
관련하여 1954년 Brecht의 감독하에 공연되었던 연극 The Caucasian Chalk Circle에서부터 현재 감독
Thalheimer의 프로덕션에 대한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랍극장가를 헌정하는 또 다른 원탁회의 토론에서는, 이라크 감독 Mokhallad Rasem과 Muhaned
Alhadi, 시리아의 Rafat Alzakut 등 뛰어난 아랍계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며, 이들은 아랍의 젊은 아티스
트들의 선택과 화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른 참가 공연단체로는 밀라노의 Piccolo
Teatro, 벨기에 앤트워프의 Toneelhuis, 그리고 모스크바의 Vahtangov State Theatre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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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https://hungarytoday.hu/hungarians-celebrate-national-poetry-day-with-recitals-bo
ok-kiosks-and-political-protest/

(사진1 : 출처 hungarytoday.hu)

헝가리인들이 공연, 책 상점, 정치적 항의로 국립 ‘시의 날’을 축하하다:

(영문: Hungarians Celebrate

National Poetry Day with Recitals, Book Kiosks, and Political Protest) 2018-04-11
매년 4월 11일, 헝가리인들은 헝가리 시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다. 1964년부터, 명망 있는 헝가
리 시인인 요제프 아틸라 Attila József의 생일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헝가리의
뛰어난 문학 천재들의 고무적인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다.
‘시의 날‘ 당일에는, 매년 증가하는 숫자의 문학의 밤, 서적 소개 그리고 사인 행사, 읽기 행사, 즉흥적
슬램 시의 밤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다. 행사 하루 동안, 몇몇 커피숍에서는 한편의
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며, 사람들은 나무, 건물 등에 시 작품들을 포스팅하며 심지어는
길가에 시 작품들을 써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제프 아틸라가 정치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집필한 시,
’Levegőt!’를 다시 당선된 수상 ‘Viktor Orbán’이 사는 길목에 적어놓기도 했다.

(사진2 : Levegőt! (József Attila) on the street 출처 hungarytoday.hu)

배우 Miklós H. Vecsei, 시인 Krisztián Grecsó, 그리고 the Sztalker group이 시작한 포켓 북 프로젝
트, POKET 또한 시인의 날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책이 인생에 있어 매일매일 필요한 필수품 중 하나라
고 믿으며, 대중교통에서 승객들의 손에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폰 사이즈의 책들을 쥐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그룹은 또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가는 일곱 군데의 지역에 책 자판기를 설

치하기도 했다: Keleti Railway Station, Puskás Ferenc Stadium, Széll Kálmán tér, Móricz
Zsigmond körtér, Örkény István Theatre (Madách tér), Déli Railway Station 그리고 the
Vígszínház. 여덟 번째 자판기는 “포켓 북 트럭”이다. ‘포켓 북 트럭’은 부다페스트의 인기 있는 여름 페
스티벌에 설치될 것이다. 이 자판기들로부터, 사람들은 Moholy-Nagy 예술 대학교의 졸업생, Kristóf
Benedek Kiss가 디자인한 양질의 포켓북을 990포린트, 약 3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 행사와 비슷하게, Iain Lindsay 영국 대사는 헝가리 국립 시의 날을 기념하여 요제프 아틸라 기념
비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 Linsay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어떤 작품을 읽어
야 할지 의견을 구했고, 올해에는 아틸라의 시 ‘Óda (Ode)’의 첫 두 연을 낭송했다.
유형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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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ilynewshungary.com/hungary-was-asked-to-construct-a-baptist-house-of
-prayer-in-north-korea/

사진 출처 dailynewshungary.com, MTI/EPA/KCNA

헝가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례교 기도의 집’을 지을 것을 요청 받다.

(영문: HUNGARY WAS ASKED TO

CONSTRUCT A BAPTIST HOUSE OF PRAYER IN NORTH KOREA) 2018-04-23
워싱턴 D.C.에서 ‘헝가리 침례교 자선 서비스 the Hungarian Baptist Charity Service'의 위원장이 북한
의 지도부로부터 평양에 침례교 기도의 집을 지을 것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목사 Sándor
Senczy는 MIT(Magyar Távirati Iroda: 헝가리 온라인 매체)에게 평양에 위치한 북한에서 하나뿐인 개신
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 외교부의 상
급 장교가 the Charity Service 단체에 그들의 수도에 기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Szenczy와 그의 일행은 몇몇 공식 회의에 참석했으며, 헝가리 인들이 개발한 페다
고지 방법을 이용한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런칭의 가능성을 논의 했다.
북한 현지 관계자들은 헝가리인 전문가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라고 Senczy는 전했다. 소비에트 연
방이 무너지기 전까지만해도 헝가리와 북한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사회주의
시절 동안 번성했었으며, 당시 헝가리 인들은 북한 수도를 폭넓게 구경할 수 있는 작은 관광 버스를 운
영했었다.
Source: MTI – hungarianamb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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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ilynewshungary.com/the-day-of-work-in-hungary/

(사진1 : 출처 dailynewshungary.com, Fortepan )

5월 1일 - 헝가리의 노동절 (영문: 1 MAY – THE LABOUR DAY IN HUNGARY) 2018-05-01
헝가리에서 노동절을 위한 첫 번째 기념식은 1890년에 시작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금지되기 전까
지 노동절 기념은 단지 20년여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었다. 왜 노동절이 세계의 노동자에게 중요하며, 어떻
게 이 현상이 헝가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여기 노동절, 혹은 국제 노동자의 날의 역사에 대한 짧은 사
설이 있다.
5월 1일은 매일 8시간 일하는 것에 분투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연대의 날이었다.
첫 번째 파업이 시작되어 이 목표에 도달한 것은 1886년 5월 1일이었다. 그로부터 2일 후, 어떤 경관이
불을 질러 4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노동자들과 경찰 측은 싸우기 바빴다. 이에 보복이 이루어졌다: 몇
몇 무정부주의자들은 데모에 침투하여 경찰들에 폭탄을 던졌고, 권총까지 발사되었다. 이 사건은 12명 이상
의 죽음을 초래했다. 여덟 명의 무정부주의 지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반이 곧 사형에 처해졌다.

(사진2 : 출처 dailynewshungary.com, Fortepan)

이 사건에 대한 뉴스는 국제적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분개함을 깨웠다. 5월1일은 미국에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항의의 날이 되었다.

1889년에 있었던 두 번째 인터내셔날래Internationale는 5월 1일에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자 단체들의 일
반적 항의를 결정했는데, 이는 그들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함과 동시에 8시간 근무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2년 후, 그들은 5월 1일을 ‘노동 계급의 국제 동맹’을 위한 기념의 날로 발표했다.
헝가리 또한 1890년에 처음으로 이 날을 기념함으로써, 노동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Ma.hu (헝가리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언론은 헝가리에서의 첫 노동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
하고 있다:
‘무리들이 순서대로 행진에 도착했다. 공원의 경계에서, 그들은 깃발을 펼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간판을 높
이 들었다. 그 깃발들에는 파리 위원회의 ’세 개의 8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는 8시간의 근무, 8시간의 여
흥, 그리고 8시간의 휴식을 뜻한다. 이 상징들은 서로 비슷했지만, 이 상징들을 들고 있는 각각의 무리들은
꽤나 다양했다. (...) 이 중 심각하고, 체격이 좋으며 간단한 나들이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도착했다. 보
기 좋은 콧수염과 얄쌍한 얼굴, 빨간 코케이드(계급, 소속정당 등을 나타내기 위해 모자에 다는 표지), 그리
고 독일 억양. 분명히,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다른 무리가 도착했다. 앞쪽에는 세 가지 색, 뒤쪽에는 전통 헝가리 의복과 털 달린 모자를 쓴 남자.
명백히 구두장이였다. 전통적 헝가리인과 사회주의자들 - 이는 헝가리 내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새로운 무
리들이 들어왔다. 국가의 색깔로 무장한 2-3천여 개의 위대한 코케이드들..... 정직한 목수 조수들. 그리고
거대한 흰색의 실크 깃발을 든 재단사들. (...) 이들 모두가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헝
클어진 머슈름 모자를 쓰고 다 헤진 부츠를 신은 주변 공장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들의 상황을 도와줄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
헝가리에서 5월1일은 1945년이 지나서야 공휴일로 인정되었다. 20세기 끝 무렵, 이 날은 천천히 국가적
기념일이 되었다.
사회주의자 이스턴 블럭Eastern Block만이 5월1일을 노동절the Labour day라 불렀으나, 후에 많은 국가
에서 같은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노동절은, 특히 소비에트 연방과 바르샤바 조약의 지역에서, 노동계층의 가장 큰 국제적 공휴일 중 하나가
되었다. 공식적 공휴일은 퍼레이드 행진과 화려한 축제들로 기념되지만, 노동절의 중요성은 몇 십년간 바래
져왔다. 유럽 사회주의 시스템의 추락 이후, 5월 1일은, 노동계급과 육체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대신에, 모
든 고용자들의 결속의 날이 되었다. 여전히 몇몇 국가에서는 고용자들의 권리, 타당한 임금과 수당 그리고
일터의 보호 같은 주제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해 시위가 되풀이된다.

(사진3 : 출처 dailynewshungary.com, Fortepan)

1989년 헝가리 사회주의 독재정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 공휴일은 그 시절의 즐거운 유산으로 남
았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노동절의 예전 전통은 멸종되었다. 걸출한 퍼레이드 대신에, 5
월1일은 조용하고 가족적인 휴일로써 기념된다.
Source: Ma.hu, Mult-kor.hu, Daily News Hungary

□ 문화예술 디렉토리
Ⅰ.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Budapest Music Center /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
공연 예술

장르

복합장르

Budapest Music Center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93년

w BMC Main Hall – BMC 내 메인 공연장
w Opus Jazz Club – BMC 자체 운영 재즈 전문 공연장
w BMC Records – BMC 자체 음반 유통사
기관현황

w Music Information Center – BMC 자체 운영 음악 정보 센터
w UMZF - Új Magyar Zenei Fórum
(New hungarian Music Forum)
매년 실시되는 BMC와 Müpa 주최의 작곡 콩쿨

홈페이지

기관
및
단체

https://bmc.hu/

(사진1-3 : 부다페스트 뮤직센터)

Budapest Music Center (BMC)
저명한 트롬본연주자이자 음악 교수인 Laszlo Goz에 의해 1996년 설립된 이후, 헝가리의
컨템퍼러리 음악을 대표하는 복합 음악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공연 기획 단체, 음반 레이
블, 그리고 음악 정보센터로써, BMC는 헝가리 음악의 국제적 인정과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BMC의 신사옥이 2013년도에 지어졌으
며, 이때 메인 콘서트홀, Opus Jazz Club, 그리고 음악 정보센터 (Music Information
Center)가 새로이 문을 열었다. 300석의 메인 콘서트홀에서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최신식 시설을 갖춘 Opus Jazz Club에서는 헝가리 현지 재즈 명사들 뿐 만 아니
라 국제적 명성을 가진 재즈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BMC 내 음악 정보
센터 (Music Information Center)에서는 100,000장 이상의 음반과 BMC 자체 레이블에서
발매된 250장 이상의 클래식, 컨템퍼러리, 재즈 음반들이 소장되어 있어 헝가리 내 컨템퍼
러리 음악 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eter Eötvös Contemporary Music Foundation의 공식 장소로써, 음악교육, 예술
지원 등을 제공하며 젊은 지휘자, 작곡가, 음악학자, 연극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클래식,
컨템퍼러리, 재즈 콘서트와 강연, 워크샵, 수업, 아티스트의 질의응답 등 매년 약 700회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w 티켓 오피스 운영시간
주중 9:00 ~ 22: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 공연 2시간 전 오픈
주소

H-1093 Budapest, Mátyás str. 8.

전화번호

+36 1 216 7894

이메일

info@bmc.hu

이벤트 매니저

VERA SZABÓ

+36 1 455 8079

KRISZTINA ZÖLD

+36 1 455 8072

(사진4 : BMC레코드 로고)

w BMC Records
Budapest Music Center는 1998년부터 음반 발매를 통해 헝가리 재즈와 현대음악을 소개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250장이 넘는 음반을 유통했다. 이중 다수가 국제적 음악 저널 등에
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H-1093 Budapest, Mátyás str. 8.
+36 1 216 7895
iwww.bmcrecords.hu

디렉터

GYÖRGY WALLNER

wallner@bmc.hu

+36 1 476 1094

레이블 매니저

TAMÁS BOGNÁR

tamas.bognar@bmc.hu

+36 1 476 1092

유통 및 PR

CHRISTIAN BÖNDICZ

christian.bondicz@bmc.hu

+36 1 476 1099

(사진5 : 2017 UMZF 트로피)

w UMZF (Új Magyar Zenei Fórum, New Hungarian Music Forum)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UMZF, 즉 New Hungarian Music Forum은 부다페스트 음악계
의 양대 산맥인 Budapest Music Center와 Müpa의 공동주최로 매년 실시되는 현대음악 작
곡 콩쿨이다. 실내악 부문, 오케스트라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문 당 매년 4인의
현대음악 작품을 선정하여 총 8인의 젊은 작곡가들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헝가리
의 위대한 작곡가 Zoltán Kodály의 135번째 생일과 사망 50주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Kodály의 음악에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공모했다.

w Budapest Music Center: Main Hall (아래 ‘공간’에서 계속)
w Opus Jazz Club (아래 ‘공간’에서 계속)
w Music Information Center and Library (아래 ‘공간’에서 계속)
* TIP : 헝가리의 음악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자국의 민족음악과 클래
식 음악 중심의 음악계가 형성되어있다. Budapest Music Center는 다른 음악 단체, 공연장에 비해
재즈, 컨템퍼러리의 성격이 강하며, 헝가리 내 재즈 음악 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Magyar Narancs / 문화예술잡지
문화예술전반

장르

문화예술전반

Magyarnarancs.hu Lapkiadó kft.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89

w 발행: 주간지, 매주 목요일
w 인쇄부수: 18000권/week
w 판매부수: 11-12000권/week
w 잡지 페이지수: 48, 56, 64 페이지
기관현황

w 웹사이트 방문자 데이터 평균:
한 달 평균 350,000 방문
한 달 평균 860,000 조회수
w 직원: 약 30명
w 조직 구성: 편집부, 관리부, 작가, 외부기고자

홈페이지

http://magyarnarancs.hu/

기관
및
단체

(사진1 : Magyar Narancs 잡지 커버)

Magyar Narancs(영어: Hungarian Orange)는 매주 목요일 헝가리 전역에 발간되는 유력
문화잡지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이후 처음으로 창간된 독립 잡지이며, 2001년 이후 더
욱 문화적인 면이 강조된 주간지로 자리 잡았다.

풍자적이고 유쾌한 어조로 유명하며, 헝가

리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지 문화예술에 깊숙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잡지
이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문화, 사회적 기사를 메인으로 한다.
Magyar Narancs의 주요 테마는 정치, 라이프스타일, 문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테마의
세 가지 신문이 하나의 잡지로 발간된 형태를 보인다. 현지 동향, 뉴스, 문화행사, 영화, 공
연 정보 등과 더불어 각계의 주요 인사들의 심층 인터뷰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정치 파트의 경우, 저널리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Magyar Narancs에 실린 논평과
기사가 현지 언론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이프스타일 파트의 경우,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헝가리의 일상적 삶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며, 문화 파트의

경우, 서적, 음악, 전시, 영화 등 각계의 비평가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들의 정
보와 비평을 공유하고 있다. 그 자체로 헝가리의 정치적, 문화적, 일상적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는 잡지이다.
문화파트의 Snoblesse Oblige의 경우, 매주 4~5명의 문화 인사들을 취재하며, 외부 비평
가들을 통해, 금주의 베스트 연주, 공연, 서적, 전시 등 헝가리 내 수준 있는 문화행사들을
소개한다.

(사진 2 : Magyar Narancs 웹사이트)
* TIP : 부다페스트 시내 편의점, 마트, 잡지 판매대 어디서든 이 잡지를 찾을 수 있으며,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은 헝가리 독자들이 공연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오프라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한다면 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다.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Budapest Festival Orchestra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장르

클래식

Budapest Orchestra Foundation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83년

- 설립자/음악감독: IVÁN FISCHER
- Artistic Direction (예술 파트): 3명
기관

- Executive Direction (경영 파트): 3명

및
단체

기관현황

- Orchestra Management (매니지먼트): 9명
- Marketing/Communications/Customer Service (마케팅/홍보): 8명
- Sponsoring (후원관련 파트): 1명
- Finance (회계 파트): 2명
- Orchestra Members (오케스트라 연주자) (96명)

홈페이지

https://www.bfz.hu/en

(사진1, 2 :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로고, 공연 실황)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헝가리어: Budapesti Fesztiválzenekar)는 1983년 저명한
지휘자 Iván Fischer와 음악가 Zoltán Kocsis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공연이 헝가리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이르는 것,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새로운 국제적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1992년에서 2000년 사이, 풀 시즌 연주단체로 확장되며, 두 개의 공공기관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되었다. 첫 번째 기관은 부다페스트 지방자치기구였으며 두 번째 기관은 15개의
헝가리/다국적 기업과 은행으로 이루어진, BFO 파운데이션이었다. 2000/2001시즌 이후부터
는 부다페스트 의회(Budapest City Council)가 후원하는 BFO 파운데이션에 의해 운영되었
으며, 2003년에는 헝가리의 문화유산부(the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에 의해 정부가
후원하는 국립 기관으로 선정되게 된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이제 부다페스트 음악계의 중요한 축이자, 세계 유수
페스티벌과

공연장에

자주

초대되는

국제적

연주단체이다.

지금까지,

잘츠부르크의

Summer Festival, 비엔나의 Musikverein, konzerthaus, 취리히의 Tonhalle, 뉴욕의 카네
기홀과 Avery Fisher Hall, 로스앤젤레스의 hollywood Boal, 도쿄의 Suntory홀, 파리의
Théâtre des Champs-Elysées, 런던의 BBC Proms Festival, Barbican Centre, Royal
Festival Hall, 로마의 Accademia di Sanata Cecilia, 암스테르담의 Concertgebouw, 브뤼
셀의 Flamish Festival 등 전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오케스트라의 주요 프로젝트 중, 오페라 프로덕션 또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들의 오페라
프로그램은 부다페스트에서 공연한 ‘마술피리‘, 아테네에서 공연한 ‘코지 판 투테‘, 브뤼셀에
서 공연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파리에서 공연한 ’일 투르크’, 부다페스트, 브뤼셀, 쾰른,
파리, 뉴욕 등 5개 도시에서 연주된

바르톡 사망 50주기를 기념한 연가곡 등 세대를 아우

르는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세계초연, 헝가리 초연해왔
다.

여기에는

Ustvolskaia,

Eötvös,

Kurtág,

Schönberg,

Holliger,

Tihanyi,

Doráti,

Copland, Adams등 헝가리에서부터 미국작곡가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되어있다.
2008년 11월 Gramophone Magazine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월드베스트 오
케스트라 20개 중 9위에 선정하기도 했다. 설립 이후부터 Iván Fischer가 부다페스트 페스
티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 TIP : 헝가리 최고의 교향악단이라 불리 우며, 그래미 어워즈 - 베스트 오케스트라 퍼포먼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Örkény Theatre (헝가리어: Örkény Színház)
공연

장르

연극

Örkény Theatre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기관현황

배우 및 아티스트 - 25명, 운영팀 - 약 10명

홈페이지

https://www.orkenyszinhaz.hu/

2004년

(사진1, 2 : 사진11-12 출처 www.orkenyszinhaz.hu)

Örkény Theatre는 젊은 25인의 배우로 구성된 단체로, 부다페스트 중심부에 위치해있다. 2004
년 설립된 이후,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며 오늘날 헝가리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극단으로
성장했다. 설립 후 2년간, 놀랍도록 빠르게 Örkény Theatre는 고전 연극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며,
새롭고 신념 있는 관객들을 자신들의 작품의 수요자로 만들어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레파토리는,
기관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연극들이며, 이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벗어난 현대적 아방가르

및

드 작품들이다. 이 극장은, 관객들을 파트너로 여기며, 그들의 장소, 즉 극장을 대담한 실험이 이

단체

루어지는 곳이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신작 헝가리 연극 또한 이 극장의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최근의 투어에서 그들은 Nita Festival, Silbiu Festival,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ubotica Festival, Reflex international Festival 등 국제적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극장이 설립된 이래로, 이들은 창의적인 설립 멤버들과 지금까지 함께해왔다: László Bagossy는,
그 세대 아티스트 중 가장 흥미로운 이중에 한명이며, Stuttgart, Vilnius 등 주로 해외에서 활동
해왔다. Csaba Polgár는 극단을 이끄는 배우중 하나로, 주로 Munich와 Regensburg에서 잘 알
려진 감독이다. 그리고 Ildikó Gáspár는, 전 희곡 작가로, 지난 몇 년 동안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바꾸어왔으며, 마지막으로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Pál Mácsai는 극
단의 설립 감독이다.
이 극단은, 설립 후 13년 동안 구조에 큰 변화 없이 활동해왔다. 처음에는 16명의 배우로 구성되
어 있었으나, 현재는 최근 합류한 다수의 젊은 아티스트들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최고의 앙상블, 뛰어난 번역, 그리고 선두적인 극작가들과 함께, Örkény Theatre는 부다페스트
의 가장 중요한 극장으로 떠올랐으며, 국제적 명성 또한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공
연이 관객의 상상력과 참여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사진3 출처 www.orkenyszinhaz.hu)
배우들: Kriszta Bíró, Imre Csuja, Eszter Csákányi, Béla Dóra, Attila Epres, István Ficza, Anikó Für,
László Gálffi, Gabriella Hámori, Zsombor Jéger, Éva Kerekes, Tünde Kókai, Pál Mácsai, Zsolt Máthé,
Zsolt Nagy, Máté Novkov, Márton Patkós, Judit Pogány, Csaba Polgár, Anna Szandtner, Nóra Diána
Takács, Réka Tenki, Milán Vajda, István Znamenák, Emőke Zsigmond
* TIP : 헝가리의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 중인 배우들은 대부분이 극단에 소속되어있으며 연극
배우로도 활동한다. 연극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며, 특히 Örkény Theatre의
설립자 Pál Mácsai의 경우, 헝가리에게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배우이다.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Concerto Budapest Symphony Orchestra
/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장르

클래식

Concerto Budapest Symphony Orchestra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07년

Executive Department (10명)
- CFO: Erika Kovács
- CEO: Péter Edvi Dr.

기관현황

- International Relations
- Marketing
- Tickets and Audience Relations
- Stage Manager

Artistic Department

기관

- 예술감독: András Keller / 연주자: 60명

및
단체

홈페이지

http://www.concertobudapest.hu/

(사진1: Concerto Budapest 17/18 Web-Flyer 출처 www.concertobudapest.hu/)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채로운 역사와 패기 있는 젊은 뮤지션들을 자
랑하는 헝가리의 선두적인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다. 가장 진보적이고 다재다능한 심포니 오
케스트라 중 하나이며,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한 연주와 더불어 전세대를 아우르는 마스터피
스에서부터 21세기에 작곡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야심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특별한 사운드를 통해,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헝
가리의 음악적 팔렛트의 새로운 색깔이 되어왔다.
콘체르토 부다페스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앙상블 중
에 하나이며, 이들의 전신은 1907년도에 설립되었다. 100주년을 맞았던 2007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 그리고 Keller 퀄텟의 설립자
인 András Keller는 콘체르토 부다페스트의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임명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중요한 젊은 실내악 연주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오케스트라는 예술적 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András Keller의 혁신적인 공연 프로그램은 음악가들과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통한 대화
속에 사로잡히도록 제작되었다. 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오래된 명작들은 종종 현대적
작품들과 함께 연주되며, 특별히 짝지어진 두 장르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Dezső Ránki, Zoltán Kocsis, Dénes Várjon, Barnabás Kelemen, and
Miklos Perényi와 같이 높은 호평을 받고있는 헝가리 뮤지션들은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오
케스트라의 정기적인 게스트이며, 뿐만 아니라, Gidon Kremer, Krzysztof Penderecki,
Gennady Rozhdestvensky, Martha Argerich, Radu Lupu, Roberto Abbado, Vadim
Repin, Heinz Holliger, Isabelle Faust, Khatia Buniatishvili, Anna Vinnitskaya, Sir
James Galway, 그리고 Evgeni Koroliov 등 국제적인 솔로이스트 또한 오케스트라의 협연
자로 종종 무대에 나선다.
콘체르토 부다페스트의 레파토리는 무소로그스키, 스트라빈스키,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
치 등의 화려한 비르투오소적 솔로작품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의 심포니 작품에서부터, 모차
르트, 베토벤 등의 클래식 협주곡, 그리고 Thomas Adés, Lera Auerbach, György Kurtág,
Krzysztof Penderecki, László Vidovsky 등의 현대적 작품까지 다양한 범위를 자랑한다.
콘체르토 부다페스트는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로부터 뛰어난 찬사를 받으며 국제 음악계의 높이 평가되는 앙상블로 평가받고 있다.
* TIP : 콘체르토 부다페스트에서는 헝가리의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 András Keller가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Keller Quartet (켈러 퀄텟)이 레지던스 연주단체로 상주하고 있다.

기관/단체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Liszt Ferenc Academy of Music / 리스트음악원
(헝가리어: Liszt Ferenc Zeneművészeti Egyetem)
음악

장르

복합

Liszt Academy of Music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875년

교수 및 강사 수
전공과목 수

168
학생 수
12
부전공 과목 수
- Bachelor (BA): 43

학과목 수

- Master (MA): 34

831
42

- Teacher MA (unified+MA): 44

기관현황

리스트음악원
교수 연주회 수
(2011년 기준)
2008-2012년 사이
콩쿨 및 어워즈
수상자

홈페이지

- 헝가리 내: 3388
- 해외: 933
- 헝가리 내: 262
- 국제 콩쿨: 278

http://lfze.hu/

기관
및
단체

사진 리스트음악원 출처: 리스트음악원 웹사이트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리스트음악원은 1875년, 피아노 비르투오소이자 작곡가, 지휘자, 음악
교육자, 작가, 그리고 철학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에 의해 설립된 전 세계 유일의 음악 교육기
관이다. "Génie oblige (Noblesse oblige): 예술가의 의무는 그의 재능을 인류의 이익을 위
해 사용하는 것이며, 진실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는 프란츠 리스트의 신조였다.
리스트음악원에서의 교육은 이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상이 열려있고 다재다능하며,
현재까지도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설립자의 비젼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올곧은 신념
은 리스트로부터 현재 리스트음악원의 피아노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4세대에 걸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음악계의 발전에 있어 리스트음악원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음악 교육기관은
없을 것이란 말은 아마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리스트, 후바이, 도하니, 바르톡, 베이네
르, 코다이는 리스트음악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교육자들이다. 리스트음악원 패컬티
멤버들의 인상적인 리스트는 장르, 대륙과 세기를 잇는다. 리스트음악원의 명망 있는 졸업생
들 또한 전 세계 음악계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에 헤아릴 수 없는 기여를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다.

리스트음악원은 언제나 설립자들과 존경받는 음악교육자들에 걸 맞는 교육 수준을 자랑스
러워 해왔다. 이는 학생들이 특별하고 요구가 많은 헝가리 스타일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음악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앙상블 연주의 예술성에 집중되어
있다. 리스트음악원에 입학하는 이들은 출석 또한 음악에 대한 완벽주의적 접근에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리스트음악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유명 아티스트이자, 다른 저명
한 음악대학들의 객원 교수이며 국제 콩쿨의 심사위원이기도한 교수들의 열정적인 지도아래
이루어지며, 어렵고 수양을 쌓는 일이다.
교육은 일대일 레슨을 기준으로 하며 소규모 그룹과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리스트음악원
은 대규모 학생들을 한 번에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재능 있는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한다. 학과로는 모든 클래식 악기 연주 전공 성악/오페라 전공, 재즈 그리고 민
속음악 전공, 오케스트라/합창 지휘 전공, 음악 교육학 전공, 작곡 전공이 제공된다.
실내악 전공 학생들의 경우, 음악원에 의해 독특한 풍성함을 가진 전통적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되며, 많은 연주 기회를 부여 받는다. 리스트음악원의 합창 프로그램과 심포니 오케스
트라 프로그램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졸탄 코치스, 헬무트 릴링, 페터 슈라이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객원 지휘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주요 악기/성악 과목에서의 레슨은 교수의 동의에 의해 영어 혹은 독일어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룹 레슨의 경우 종종 영어로 진행된다. 악기 연주 전공이 아닌 풀타임 수업의
경우, 매년 최소 다섯 명의 국제 학생이 해당 학과에 진학할 경우에 한해 영어로 진행된다.

사진 리스트음악원 콘서트홀 출처: 리스트음악원 웹사이트

풀타임 프로그램은 학사과정 (BA) 6학기, 그리고 석사과정 (MA) 4학기로 제공된다. 국제학
생,

음악

교육자과정,

그리고

합창

지휘

과정의

경우,

헝가리의

도시

케치케메트

(Kecskemét)에 위치한 리스트음악원 소속 코다이 인스티튜트 (Kodály Institute)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여름 세미나와 함께 코다이 음악교육법의 종합적인 non-degree, 학사 그리
고 석사 과정을 듣게 된다.
8살에서 18살 사이의 특출한 재능을 가진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연주자들을 위한
스페셜 교육과정 또한 운영되고 있다(지원당시 나이제한은 13세이다). 석사과정 이후 학술적
과정을 받고 싶은 이들은 리스트음악원의 DLA, PhD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1주일에 1번 혹은 2번의 기악 레슨과 1번의 선택적 실내악 레슨이 포함된,

Non-degree

과정 또한 운영되고 있다. 비록 이 강좌는 학위로 이어지진 못하지만, 해당 학생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이 아닌 준비과정 또한 가능한데, 이 과정은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입학시험에 대비한 필수적 기악, 이론적 배경을 가르치며, 풀타임 학생을 지망하는 잠재적
지원자들을 타겟으로 제공된다.
* TIP : 한국 리스트협회는 매년 ‘한국 리스트 콩쿨'을 개최하고 있으며, 콩쿨 우승자는 리스트음악원
의 콘서트홀에서 매년 솔로 리사이틀을 연다.

기관/단체명
유형

Castle Garden / 캐슬가든
(헝가리어: VÁRKERT BAZÁR)
전시/공연

운영주체

헝가리 정부

소재지

부다페스트
Event Hall

장르
설립년도

복합
1875년

Dry Ditch Stage
Bazaar Eclectica (레스토랑 및 공연장)
Foundry Courtyard
기관현황

Neo-Reneaissance Garden
Southern Palaces
Gloriette
Nothern Bazaar (상점가)
Southern Bazaar (상점가)

홈페이지

https://www.varkertbazar.hu

기관
및
단체

사진 Castle Garden 출처: 구글 이미지

Castle Garden (Várkert Bazár)은 부다페스트 강을 따라 국립왕궁이 있는 언덕을 향해 새롭게 지어
진 네오-르네상스 형식의 복합건물이다. 이 건물은 1875년부터 1883년 사이에 헝가리의 위대한 건축
가, Miklós Ybl에 계획 하에 지어졌다. 이 건물은 분수, 인공 동굴, 그리고 경비소와 함께 장엄한 화원
을 가지고 있다. 1961년부터 이 장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운영되었지만, 1984년 이후 방치되
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건물이 파괴되기도 하였따. 사실 2014년까지만 해도 Castle Garden은 세계에서
가장 위함한 기념 건축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몇 번의 리노베이션을 거친 현재 일련의 산책로들은
전시공간, 네오-르네상스 형식의 화원, 공원,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는 국립 왕궁 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건립 초기
19세기, 부다페스트의 부다 지구가 단층으로 된 18세기 구식 건물의 모습을 유지한 반면, 페스트 지구
에서는 눈길을 끄는 궁전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가 지어지는 등 급격한 발전이 시작되었다.
1870년대의 초기에, 부다 지구 Várhegy지역의 하부에 대표적인 복합 건물과 화려한 정원을 만들자는
발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잘 알려진 유명 건축가였던 Miklós Ybl는 이 발상의 최종 계획을 짜는 임무
를 맡게 되었다. Castle Garden Bazaar는 1875년에서 1883년 사이에 Miklós Ybl의 계획에 기초해 네
오-르네상스 풍으로 지어졌다. 이 복합 건물은 헝가리 낭만주의 스타일로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로 꼽힌다; 1883년 개관한 이래로, Castel Garden Bazaar는 그 아름다움과 균형적 비율로 언제나 모
두가 인정하는 걸작으로 여겨졌다.
Castle Garden에 위치한 중세 인공물
재건 당시, 도자기나 일상품, 보석, 그리고 무기 등 터키 시대와 중세시대 물품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Várhegy지역 옆 북동쪽 부분에서는, 터키 지배시절의 석조구조물 유적, 벽돌 바닥, 그리고
머드로 가득 찬 바닥 등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터키 지배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개수대가 발견되었는데, 이 곳에는 큰 찌꺼기들이 홈통으로 들
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 난 여과장치가 붙은 철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세시대에 Vízhordó
지역의 남쪽 부분은 외딴지역으로 여겨졌고 16-17세기에는 대부분 묘지로 사용 되었다. 이 묘지들은
1684년과 1686년 사이에 대부분 파괴되었다.
16-18세기 Castle Garden의 북쪽부분에는 대포 주조물이 운영되었다. 야외작업 당시, 1686년 부다
지역이 탈환될 당시의 것으로 보여 지는 몇 백 개의 조각된 돌과 주철로 만든 총알이 발견된 곳에서,
터키 지배시대 8개 건물의 외벽이 발견되었다. 이 주조물은 Öntőház 저택의 안뜰과 Lépcsőpavillon(계
단으로된 임시 구조물)에 기념되어있다.

사진 Castle Garden 내부 지도 출처: Castle Garden 웹사이트

레노베이션
1980년대 이후 Castle Garden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
다. 이후 재건과 Castle Garde의 활용을 위한 몇몇 계획들이 만들어졌다. Castle Garden의
개발은 단지 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세계유산 현장을 형성하는 복합건물과 이와
연결된 정원의 근본적 혁신을 의미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재건된 복합 건물의 전시장과
다기능 이벤트 홀을 짓는 것을 의미했다. 여행자들을 위하여 레스토랑과 안내소를 가진 방
문자 센터가 지어지기도 했다.
Castel Garden의 개발은 2011년 정부의 법령에 기초해 시작되었다: 이 법령은 Várbazár
의 재건, 부다 성 지구의 장기적 개발, 부다 성 왕실 정원의 경제력 활성화, 그리고 부다 성
지구와 그 주변 지역의 교통 장애 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헝가리 수도의 관광 서비스를 넓
히기 위한 투자는 유럽연합과 헝가리 국영의 ‘New Széchenyi Plan Central Hungary
Operative Program‘ 체계의 ’Várkert Bazár(Castle Garden Bazaar) 개발‘ 프로젝트 (id.
No.

KMOP-3.1.1/E-12-k-2012-0001)에서 실현되었다. 총 대출은 7,400,000,000 포린트

(현재 환율로 약 3억 달러) 규모였다.
재건 당시 표면적 총 8,988 sq. 미터에 달하는 복합건물이 리노베이트되었고, 지하 차고와
새로운 정원 등 17,722 sq.미터의 새로운 구역이 지어졌으며, 8,734 sq. 미터의 뜰이 개발
되었다. Castle Garden의 개발 덕분에 모든 세대의 방문자들이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명소와 공공장소가 만들어졌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Várgondnokság Közhasznú Nonprofit Kft. (비영리단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한 Pro Regio Közép-Magyarországi Regionális Fejlesztési és Szolgáltató
Nonprofit Közhasznú Kft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실현되었다. 개발 허가와 디자인 계획은 수
석디자이너 Ferenc Potzner와 Péter Pottyondy의 디렉션 아래 Középülettervező Zrt에
의해 만들어졌다.
CONTACT
주소: 1013 Budapest, Ybl Miklós square 2-6.
전화: +36 1 225 0554 / 292
이메일: info@varkertbazar.hu
OPEN HOURS
이벤트홀: 이벤트 스케줄에 따라 상시.
전시: 화요일-일요일 10:00-17:30. 월요일 휴무.
기프트샵: 화요일-일요일 10:00-17:30. 월요일 휴무.
정원: 매일 6:00-24:00

* TIP : Castle Garden은 정부 운영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Castel Garden과 협력하여 이벤트 홀에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기관/단체명
유형

Pentaton - Artist and Concert Management / 펜타톤
공연

운영주체

Pentaton

소재지

부다페스트

장르

설립년도

복합

1989년

Management Department (메인 스텝 6명)
Event Organization
기관현황

Aritst Management
Theatre Rights
Tour Management and Cultural PR Management
International Cultural Projects

홈페이지

http://pentaton.hu/?lang=en

사진 출처: http://pentaton.hu/

EAA - Association Européenne des Agents Artistiques 가입단체이다.
단체의 이름인 펜타톤 Pentaton은 음악용어와 다섯 명의 설립자를 나타낸다. Pentaton 기관
및
단체

Aritst and Concert Management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 주된 활동에 집중한다: 이벤트 조
직,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음악 공연장의 권리에 대한 대변, 투어 매니지먼트, 그리고 문화적
PR 매니지먼트.

사진 출처: http://pentaton.hu/

Pentaton Aritst and Concert Management는 헝가리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
의 사유 예술 기관이며, 4명의 유명 오페레타 가수들과, 국제적으로 공언한 기업가이자 부다
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의 매니저였으며 후에 Thália Theater의 감독이 된, Zsófia Zimányi
에 의해 1989년 설립되었다. 1996년부터 상무이사는 György Lőrinczy이 맡았으며, 2004년,
András Szentpéteri에게 넘겼다.
헝가리 아티스트들의 국제적 활동을 주선함과 동시에, Pentaton Artist and Concert
Management는 헝가리와 해외에서의 페스티벌, 독점적 갈라 이브닝, 콘서트와 다른 행사들
의 주최사이자 기획사로 활동하고 있다.

Pentaton Aritst and Concert Management는 주로 음악 공연장(오페라, 오페레타, 뮤지
컬 등)과 클래식 음악 프로젝트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높은 질의 재즈 민속음악, 월드
뮤직, 그리고 무용 프로덕션 또한 자신들의 프로필에 포함하고 있다.
헝가리,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의

요청에

의해,

Pentaton

Aritst

and

Concert

Management는 헝가리 예술계의 거의 모든 중요한 앙상블,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들과 협
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Budapest Operetta and Musical Theatre의 해외 투어 프로그
램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 투어와 공동제작)등이 특징적이다.

Tasks:
Event Organization
Tour Management and Cultural PR Management
Artist Management
International Cultural Projects
Theatre Rights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Budapest Music Center:
Main Hall, Opus Jazz Club, Music Information Center and Library
공연 예술

장르

복합장르

Budapest Music Center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93

w BMC Main Hall – BMC 내 메인 공연장
공간현황

w Opus Jazz Club – BMC 자체 운영 재즈 전문 공연장

홈페이지

w Music Information Center – BMC 자체 운영 음악 정보 센터
https://bmc.hu/

공간

(사진1 : BMC 메인홀)

w Budapest Music Center: Main Hall
- 285 m² / 3067 ft² 크기
- 50 m² 크기의 무대
- 약 300석 규모
- 음향, 조명, 프로젝션 완비

-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 내 메인 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활발한 부다페스트 뮤직센터
내에서도 특히 클래식, 현대음악 등 자연 음향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2013년
설립이후 매년 250여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벤트 매니저

H-1093 Budapest, Mátyás str. 8.
+36 1 216 7894
info@bmc.hu
VERA SZABÓ
+36 1 455 8079
KRISZTINA ZÖLD
+36 1 455 8072

(사진2 : Opus Jazz Club)

w Opus Jazz Club
-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럽과 헝가리의 가장 흥미로운 재즈 아티스트와 밴드를 소
개하는 재즈 클럽이다. 뛰어난 프로그램과 음향 그리고 음식으로, 국제적 재즈 팬들과 다
양한 장르의 음악 향유자들을 이끌며 탑클래스의 유럽 재즈 공연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013년 오픈한 이래로, 오푸스 재즈 클럽은 Dave Liebman, Iréne Schweizer,
Vincent Courtois, Michel Portal, Louis Sclavis, Keith Tippet 등 유럽 내 저명한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개최했다. 특히 오푸스 재즈클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피아노
브랜드 파찌올리 피아노 (Fazioli Piano)와의 협력으로도 유명하며, 파찌올리 나이트
(Fazioli Nights) 공연을 열기도 한다.
w 운영시간
월요일 11:00 – 22:00
화요일-금요일 11:00-24:00
토요일 18:00-24:00
일요일 closed
주소
이메일
테이블 예약
이메일
공연 코디네이션
프로그래밍

H-1093 Budapest, Mátyás str. 8.
info@opusjazzclub.hu
+36 1 216 7894
info@opusjazzclub.hu
GYÖRGY WALLNER
wallner@bmc.hu
TAMÁS BOGNÁR
tamas.bognar@bmc.hu

+36 1 476 1094
+36 1 476 1092

(사진3 : Music Information Center and Library)

w Music Information Center and Library
- 155 m² / 1668 ft²
- 수용인원 약 100명
- 로비: 약 75명 수용의 리셉션 및 전시 가능
- 음향, 조명, 프로젝션 시설 구비
- BMC 헝가리 음악 정보센터와 라이브러리는 헝가리의 클래식, 재즈, 컨템퍼러리 음악가와 그들의 작품
들을 수집하고 공유한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에서 약
3000명의 아티스트, 19000개의 음악 작품 정보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형식의 라이브러리는
무료로 개방되며, 90000개 이상의 악보, 책, CD와 LP를 구비하고 있다. 라이브러리 콜렉션의 범위는
20세기와 21세기 헝가리 작곡가들의 작품 뿐 만 아니라, 말러의 특별한 음원 또한 소장하고 있다.
주소

H-1093 Budapest, Mátyás str. 8.

이메일

infokozpont@bmc.hu

전화번호

+36 1 455 8071

디렉터
사서

ANDRÁS KÉGL
GYULA HODOZSÓ

andras.kegl@bmc.hu
konyvtar@bmc.hu

* TIP : 클래식 앙상블 등 자연음향 공연을 보고 싶다면 Main Hall 공연을, 재즈와 컨템퍼러리 공연을
보고 싶다면 Opus Jazz Club으로!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Müpa Budapest
공연예술

장르

Müpa Budapest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w Béla Bartók National Concert Hall
공간현황

w Festival Theatre
w Ludwig Museum

공간

홈페이지

복합장르

https://www.mupa.hu

(사진 4,5 : Müpa Budapest 로고 및 건물 사진)

2005

Müpa Budapest는 헝가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화 브랜드이자, 가장 현대적인 문화 기관
이다. 클래식 음악, 컨템퍼러리 음악에서부터 팝, 월드뮤직, 재즈,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개최하며, 뿐만 아니라, 현대적 서커스, 무용, 문학과 영화까지 섭렵
하고 있다.
Müpa Budapest는 2005년 다양한 관객들에게 높은 퀄리티의 문화 행사들을 제공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이 문화기관의 핵심적 과업은 헝가리와 유럽의 전통예술을 존중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술 트렌드와 방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헝가리 예술가와 국제적 예술가들의 공연을
선보임과 동시에, Müpa Budapest는 새로운 현대적 예술작품을 의뢰하고 후원한다. 헝가리
내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육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 예술에 대한 헝가리 인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헝가리 예술가들의 국
제적 명성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0년이 넘는 헝가리 문화적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 복합단지로서, 20세기 헝가리 혹은 중
유럽의 전형적 건물 형태에서 벗어나 매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있다.
w Béla Bartók National Concert Hall

(사진6 : Béla Bartók National Concert Hall)

- 약 1,656석 규모 (박스석의 배치, 무대 앞 오케스트라석 배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짐)
- 헝가리 국립 콘서트홀로 지정되어 있음
- 고딕 대성당 스타일로 지어진 Müpa Budapest의 메인 홀. Müpa Budapest 복합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공연장의 어쿠스틱 음향의 경우, 지난 50년간 전 세계 최고 오페
라 하우스와 공연 홀의 음향을 담당했던 최고 권위자 Russell Johnson에 의해 디자인 되
었다.
- The Bartók Béla Concert Hall은 최고 수준의 오르간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 오르간은
유럽 내 최고의 오르간 제작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작에는 독일의 악기 제작회사
Orgelbau Mühleisen와 헝가리 페치에 위치한 Orgonaépítő Manufaktúra이 참여하였다.
w Festival Theatre

(사진 7 : Festival Theatre)

- 약 459석 규모
- Müpa Budapest 건물의 동쪽에 위치함
- 헝가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운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예술 전용 공연장. 연극, 무
용, 실내악, 재즈, 월드뮤직, 팝 뮤직 공연이 개최되며, 사운드 시스템은 Russell Johnson의
감독 아래 헝가리 사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 대형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어, 연극이나 영화, 공연 영상 상영회 등도 자주 개최되며, 미디어
아트 행사도 종종 개최된다. 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 아트가 결합된 융합형 공연에 적합한 공
연장이나, 헝가리 예술계에선 아직 생소한 장르이므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w Ludwig Museum

(사진 8 : Ludwig Museum)

- 3,300 m2의 규모
- 헝가리 내 유일의 컨템퍼러리 예술작품만을 다루는 전시장.
- 헝가리 현지와 해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매년 8-9번의 전시를 개최.
-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Müpa Budapest 건물로 이전했다. 박물관의 사
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와 예술의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한다.
* TIP : Müpa Budapest 건물은 페스트 지역의 남쪽, 두너 강변에 위치해 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건물 중 하나로, 국회 건물과 부다성의 클래식한 건축
스타일과 대조되는 현대적 스타일이 돋보인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다페스트 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A38 Ship Budapest
공연예술/전시

복합장르

Zászlóshajó Ltd

소재지

공간

장르
설립년도

2003년

공간현황

Main Hall, Exhibition Space, Roof Terrace, Restaurants

홈페이지

https://www.a38.hu/en/

A38은 우크라이나 석재 운반선을 개조하여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변에 재탄생된 복합 문화공간
이다. 2003년 4월 30일, 오프닝 이래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
며, 아티스트들에 의해 가장 쿨한 유럽의 클럽 중 하나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A38의 오픈 일주년
이 되던 2004년 4월 30일, 헝가리는 유럽연합 (EU)에 가입했으며, 이후 200건이 넘는 국제적 행사
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개조하고 재건되면서, A38은 부다페스트의 새로운 산업적이고 트랜디한 공간이 되어왔으며,
A38 운영진은 살아있는 문화와 삶을 도나우 강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운영진에게 있
어, A38 선박 그 자체는 가징 시적인 자유, 삶, 여행, 모험, 그리고 발견의 상징이 되어왔고 도
나우 강은 중앙 유럽 역사와 문화의 가장 강한 상징이 되어왔다. 이는 운영진에게 강한 문화적
영감을 주었으며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침을 제공하였다.
A38 프로젝트는 100퍼센트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이다. 소유주이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2001년에 설립된 Zászlóshajó Ltd이다. 이 기업은 오래된 우크라이나 카르고 선박을 구입하여
재건하였으며, 기금을 모집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선박 재건과 디자인, 인테리어 그리고 기술적 장비에 든 총 금액은 3백만 유로이다. 건물 자체
는 설립 단체의 자체 자금과 재정적 은행 대출로 조달되었으며 기술 장비의 구매는 헝가리 문
화유산부와 정보부의 지원을 받았다.
2003년 오픈 이래로, Zászloshajó Ltd.는 문화 프로그램 뿐 만아니라 케이터링 비즈니스 또한
진행해왔다. 상업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대여했으며, 레스토랑과 바에서 창출된 수입금은 이 문
화 활동을 후원하는 것에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운영진은 지역 공공기관 및 유럽연합의 펀딩을
신청하고 있다.
A38은 약 600여명의 스탠딩 관객, 약 250여 좌석을 수용가능 한 다목적 문화 공간을 보유하
고 있다. 이 다목적 공간은 음향학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높은 수준의 음향, 조명, 비디오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전자음향 음악과 영화 상영 등 어떠한 형태의 예술 행사에
이상적이다. 스타일리시한 백스테이지, 분장실, 스튜디오에서는 아티스트들에게 편안한 작업 환
경이 마련되어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A38은 다양한 범위의 재즈, 월드뮤직, 일렉트로닉 뮤직, 컨템퍼러리 뮤
직, 그리고 락 뮤지션들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A38 운영진 뿐 만 아니라 다
양한 독립 기획자들에 의해 기획된다. 그에 따른 결과물은 컨템퍼러리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드
럼 앤 베이스 공연까지 다채롭다.
오픈이래로 A38은 가장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가진 국제적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왔는데, 여기
에는 the Vienna Art Orchestra (A), Erik Truffaz (Ch), Boris Kovac (Serbia), Maceo
Parker (USA), DJ Vadim (UK), Nicola Conte (I), Amon Tobin (UK)이 포함된다. 또한, A38
팀은 헝가리 지역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을 기획하기도 하는데, 공동 공연과 합
동 레코딩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적 공연과 더불어, 운영진은 지역 아티스트의 예술적 실험을
지원하는 ‘Local Waves‘ 프로그램, 젊은 밴드들을 관객에 소개하고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술
적 장비를 제공하는 ’Up-Date'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 시리즈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이들은 유럽연합의 EU's Phare의 후원을 받은 In-Fusion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도 A38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진은 예술가 팀,
건축 팀, IT 전문가 팀, 그리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현실과 가상공간의 관계를 탐험하는 프로
그램을 기획했다. 여기에는 관객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격주간의 토론프로그램과 젊은 관객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
w Main Hall

w Exhibition Space

w Roof Terrace

w Restaurants
출처 : https://www.a38.hu/en/about-us/the-story-of-a38
* TIP : 부다페스트 힙스터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 25일, 트립팝 레전드 Tricky가 공연했
으며, 오는 2월12일이는 영국의 싱어이자 프로듀서인 King Krule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페퇴피 문학 박물관 (Petőfi Irodalmi Múzeum)
문학
장르
시
Petőfi Irodalmi Múzeum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54년
Manuscripts department - 시인 페퇴피 작품 원고 등을 보관
Library - 도서관

공간현황

Media Library - 시인 페퇴피의 미디어 작품을 보관
Artworks and relics part - 문학 관련 예술품 전시
Museum - 박물관

홈페이지

Documentation Database - 관련서류를 보관
https://pim.hu/

공간

(사진1 페퇴피 문학박물관 건물외부)

페퇴피 문학 박물관은 헝가리의 시인 ‘샨도르 페퇴피 (Sándor Petöfi)’의 이름을 따 지어
졌으며, 1954년에 부다페스트 중심부에 개관했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전시관이자 연구
센터로 운영된 ‘페퇴피 하우스’의 법적 후신이며, 페퇴피 하우스가 소장했던 중요한 콜렉션
을 계승했다.
새로운 국립 박물관으로서, 페퇴피 문학 박물관의 과제는, 승계된 자산 - 즉 소장품들을 최
신식으로 전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헝가리 문학의 가치 있는 소장품들을 꾸준히 수집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문학 박물관의 수집 규모는, 폭넓게 형성되어있으며, 헝가리어로 쓰인 작
품부터, 작가들이 국경을 넘어 주고받은 서신이나 작가들의 서재에 보관되어있던 수집품들,
그리고 문학작품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 뿐 만 아니라 음악 작품 등이 수집되어있다.
설립이래로, 박물관의 주요 활동은 문학 분야의 수집품과 전시를 멘토링 하는 것이다. 페퇴
피 문학 박물관은 전국적 권한을 가진 문학 박물관학 기관이 되었으며, 지방 기념관 뿐 만
아니라, 해외에 위치해있는 헝가리 문학 기념 장소에서의 전시 운영을 돕고 있다. 2008년에
는, 헝가리 문학 기념관 협회가 페퇴피 문학박물관의 주도하에 설립되기도 했다.

(사진2,3 페퇴피 문학박물관 전시실)

전시를 진행할 뿐 만 아니라, 페퇴피 문학박물관은 박물관 내에 보유한 3-4개의 다목적 홀
에서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오프닝 행
사부터, 문학 포럼, 실내악 공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있다. 특히 이번 2월에는, 주헝가리
한국문화원과 함께 예술가 교류 프로젝트 <한-헝 작곡가 교류 사업

2018: 윤동주와 요제

프 아틸라>를 공동개최하기도 했으며, 박물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헝가리 문학 전문
가들과의 심도 있는 문학 포럼을 개최할 수 있었다. 공연이 이루어진 이벤트 홀은 소규모
실내악 연주가 가능하며 상당한 어쿠스틱과 음향장비가 갖추어져있다.

(사진4 페퇴피 문학박물관 다목적 홀)

* TIP : 페퇴피 문학박물관은 국립기관으로 헝가리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TRAFÓ HOUSE OF CONTEMPORARY ARTS / 트라포하우스
(헝가리어: Trafó – Kortárs Művészetek Háza)
공연

장르

컨템포러리 뮤직

Trafó House of Contemporary Arts Nonprofit Ltd.

소재지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98년

Theatre Hall - 약 300석
공간현황

Gallery
Trafóklub

홈페이지

http://trafo.hu

TRAFÓ HOUSE OF CONTEMPORARY ARTS
주소: 1094 Budapest, Liliom u. 41., tel.: (+36 1) 456 2040
티켓 정보: (+36 1) 215 1600, jegypenztar@trafo.hu
티켓오피스 영업시간 
극장 공연 당일: 4pm-10pm / 스튜디오/클럽 공연 당일: 4pm-8:30pm / 그 외: 4pm-8pm
Trafó 갤러리 영업시간
극장: 4-10pm / 그외: 4-7pm / 정기휴일: 월요일

공간

(사진1, 2 TRAFÓ 로고 및 건물 외부)

(사진3 TRAFÓ 내부)

트라포 하우스(Trafó House of Contemporary Arts in Budapest)는 헝가리에서 현대적
예술 작품에게 수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연장 겸 전시장이다. 또한 트라
포는 연극, 무용, 서커스, 음악, 그리고 비주얼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을 쇼케
이스하며 국제적 컨템포러리 예술계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4, 5 TRAFÓ 2018년 3월 프로그램 리플렛)

탈공업화된 스타일의 공간에서 소개되는 TRAFÓ의 전문적인 이벤트 프로그램은 통일되었
지만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에 기초한다. 트라포는 헝가리 현지 아티스트뿐 만 아니라
국제적 아티스트의 작품 또한 선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실험적이면서도 동시에 관객 친화적
이며, 새로운 혁신뿐 만 아니라 문화적 유산에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다.
또한, 트라포는 사회적 이슈에 헌신적인 포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치와 내용을 확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덕션을 만들어 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트라포의 퍼포먼스, 콘서트, 전시 그리고 커뮤니티와 관객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편안하게 오픈 되어있다.

* TIP : 부다페스트 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순수 공연예술을 다루는 공연장 중 하나이다.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MOM Cultural Center / MOM컬처센터
(헝가리어: MOM Kulturális Központ)
공연

장르

종합

MOM Kulturális Központ Nonprofit Kft.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951년

공간현황

이벤트홀, Auditorium 복합 교육 공간 및 복합 문화 공간 등

홈페이지

http://momkult.hu/

공간

(사진1 사진 MOM Culture Center / 출처: MOM Culture Center 웹사이트)

MOM

컬쳐센터는

1951년,

관공서와

당시

MOM-(헝가리어로

헝가리

옵티컬

워크

Hungarian Optical Work의 약자)의 근로자들, 그리고 이웃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예
술행사를 개최하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건물로 지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곳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다 지역의 유일한 극장이었다. 1957년 송출을 시작한 헝가리 텔레비전은
이곳에서 많은 수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부다 지역의 유명한 공장의 이름으로 설립되고 이
를 유지함으로서, MOM은 헝가리에서 유명세를 탔기도 했다. MOM 컬쳐센터는 Vilmos
Tartsay 거리의 극장홀인 Kálmán Rózshehegyi 씨어터에서 수많은 공연을 개최했다. 또한,
MOM은 Hobo Bluse Band가 운영된 첫 번째 클럽이었던 Corvina와 Gemini Band의 영구
적 장소였다. MOM컬쳐센터 내 임시 운동장이 개발되는 동안, Madách 씨어터와 the Rock
씨어터가 실질적 건물 없이 운영되기도 했다. 이 기관은 이 구역의 교육을 위해 운영되었으
며, 극장용 공간과 더불어 교육과 컨퍼런스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사진2 MOM Culture Center 이벤트홀 / 출처: MOM Culture Center 웹사이트)
부다페스트 12구역의 큰 투자 덕분에, MOM 컬쳐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21세기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는 현대적
복합건물, 새로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전략적 교육 기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조직체, 헝
가리 문화와 민속 전통의 함양, 12구역 내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보조하는 예술 문화가 이에 속
하며, 이를 통해 MOM 컬쳐센터는 양질의 문화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공공 문화를 후원하며, 문
화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부담이 큰 엔터테인먼트적 기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12구역에 의해 설립되고 후원되는 MOM 컬쳐센터는, 모든 연령의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
학, 음악, 춤, 극장 프로덕션, 음악 콘서트, 영화, 교육 프로그램, 예술 역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
체이다. 공공 문화 활동과 더불어, MOM 컬쳐센터는 새롭게 지어진 공간 대관과 비즈니스 파트
너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이후, 극장 홀은 리노베이션되고 있으며, 강당은 요청에 따라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지어진 관객좌석의 수리로, 리셉션이나 스포츠 이벤트, 또는
전시가 가능한 거의 100 sq. 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공간이 만들어졌다. 음향과 조명 장비는 3배
로 늘어났으며, 장애물이 없는 복도 또한 데코레이션과 장식적 활동을 위해 셋업 되었다.

* TIP : MOM 컬쳐센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기관 및
단체
&

기관/단체명

BUDAPEST OPERETTA AND MUSICAL THEATRE
(Budapesti Operettszínház) /부다페스트 오페레타&뮤지컬 씨어터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공연

장르

오페레타/뮤지컬

the Budapest Operetta & Musical Theatre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1875년

Main Hall (약 900석)

기관현황

Emmerich Kálmán Hall (약 100석)
Orchestra rehearsal hall
VIP hall

홈페이지

http://www.operett.hu/

사진 출처: http://www.operett.hu/
공간

극장의 역사
세계1차 대전이 시작될 때 까지, 부다페스트 오페레타 & 뮤지컬 씨어터의 건물은 오르페움 Orpheum (혹은
음악당)을 구비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흥의 전당’이 문을 닫았고, 음악당들의 황금기와 전쟁 전
의 향수어린 시대가 끝났다. 1923년, 부다페스트의 수뇌부는 오페레타 장르가 자체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The Capital City Operetta Theatre의 개관과 함께, 오페레타장르의 (황금기에 버금가는) 실버 에
이지가 시작되었다 - 유명한 극장, 그리고 왕립 극장 등을 전전한 후에, 오페레타는 진정한 공간을 찾게 되었
다. 극장의 역사를 통틀어, 극장의 주된 목표는 고전 오페레타의 전통을 유지하고, 가장 새롭고 창의적인 방
법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비엔나 뿐 만 아니라 부다페스트는 우리의 유산을 고수하며 흥미롭고 새
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오페레타의 수도이다.
극장 건물
극장 건물은 1894년도에 지어졌으며, 비엔나 출신의 유명 건축가, Fellner와 Helmer에 의해 설계되었다. 1
층과 2층에 있는 개인용 박스석의 우아한 곡선이 중앙 극장의 거대한 무대를 장식했고, 댄스 플로어는 왈츠,
폴카, 마주르카 등을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매력적인 겨울 정원에는 훌륭한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있으
며, 거리 앞에는 카페가 문을 열었다. 1966년에 극장이 재건되었을 때, 극장 내부의 많은 공간들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의 완전한 재건축 기간 동안, 첨단 극장 기술이 설치되었고, 2층에 있는
발코니들처럼 멋진 원래의 장식이 복원되었다. 오늘날 극장의 좌석은 901석 정도이며, 모든 좌석에 에어컨이
닿는다. 건물의 이전시대 골동품들 - 램프 조각상, 발코니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색색깔
의 유리창과 거울 등과 어우러지며, 뷔페와 바의 향수어린 가구들, 나무판자 그리고 대리석 계단과도 어우러
진다. 강당에는 100년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발코니, 금을 입힌 장식, 벨벳 브로커드로 덮인 벽, 정
문을 장식하고 있는 우화적 조각 상들은 극장에서 저녁을 진정한 축제로 만드는 마법적 분위기를 만든다. 내
부 디자인은 Siklós Mária와 Schinagl Gábor에 의해 작업되었으며, 오페레타 극장의 간부진은 헝가리 예술
과 사회생활의 다기능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것이 그들의 의

무라고 믿고 있다.
극장의 오늘날
오늘날, 총감독 Lőrinczy György의 감독아래, 극장은 매우 인기 있는 뮤지컬 극장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
며, 헝가리 오페레타와 그 후계자들, 컨템퍼러리 헝가리 뮤지컬 뿐만 아니라 문학과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극장에서는 매년 40만 여명의 관객을 위한 500여건의
공연이 상연되며, 이는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극장으로 만들고 있다.
헝가리가 무자비한 선율과 격렬한 무대매너, 그리고 아크로바틱한 춤, 풍부한 영상과 충격적인 감정의 강렬
함을 담은 오페레타를 상연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다페스트 오페레타 씨어터가 처음
으로 독일에서 ‘Die Csárdásfürstin (집시 공주)‘를 공연했을 때,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Allgemeine Zeitung
가 평가하길: ’많은 도시에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하지만 오페레타는 오직 하나의 주소
만을 가지고 있다: Budapest, Nagymező street 17 (부다페스트 오페레타 씨어터의 주소)’
극단은 종종 해외 투어를 간다. 그들은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공연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다. 2011년 가을, 치열한 경쟁 끝에 부다페스트 오페레타 씨어터는 독일어권 나라
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중 하나인 미녀와 야수를 각색한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
다. 이 기관은 공식 명칭인 Superbrands와 MagyarBrand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 권위 있는 음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Main Hall (약 900석)

Emmerich Kálmán Hall (약 100석)

Orchestra rehearsal hall
* TIP :

공간

공간명

The Bálna Budapest / Bálna = 고래

VIP hall

유형
운영주체

복합
The Bálna

장르

소재지

부다페스트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복합
2013년
(건축시작 2009년)

http://www.balnabudapest.hu/

(사진 출처: www.balnabudapest.hu)

The Bálna Budapest (Bálna = 고래)
“유리 고래”
21세기 초, 공용 스토리지의 창고가 제거되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Kas Oosterhuis와 Ilona Lénárd
의 건축 사무소는 4개의 창고 중 2개를 아트리움과 연결하고 동시에 Danube 은행까지 확장하는 새로
운 종 모양의 건물 계획을 준비했다.
2009년 1월 9일 Ferencváros의 행정 구역은 합법적인 건축 허가증을 발급했다. 건물을 둘러싼 논쟁
적 이슈 때문에, 2011년 여름으로 예정 되어있던 개관식은 실패로 돌아갔다. 2012년 여름, 부다페스트
의 지방정부는 건물 단지를 소유하고 필요한 수리와 개관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했다. 마침내,
‘Bálna 고래’는 2013년 11월 8일, 대중에 공개되었다.
Bálna는 부다페스트 시내에 위치한 상업, 문화, 오락, 레저 센터이자 만남의 장소와 더불어 다양한 경
험을 위한 장소이다. Bálna는 부다페스트 시내와 Ferencváros 내부, 관광지역, 그리고 미식가 구역을
연결한다. 고래 형상을 닮은 건물은 Bálna에서 본 도시 광경뿐 만 아니라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건물 그 자체는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적 특성을 결합한 것이다. 역사적 벽돌 건물과 지난세기의 전형
적인 콘크리트 구조가 컴퓨터로 디자인된 금속-유리 껍질 안에 감싸안아진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 Kas Oosterhuis는 오늘날 비표준 건물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 중 하나이다. 이 스
타일의 특징은, 건물이 조각, 도시 경관 요소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Bálna의 마켓플레이스는 CNN Travel: Nagycsamok이 유럽 최고라고 묘사한 시장을 보완하고 지속적
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최근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바이오 제품, 골동품 및 일
상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Bálna는 헝가리와 외국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부다페스트 미술관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Bálna의 내부 형태는 오늘날의 전체론 적 접근방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강철, 알루미늄 및 유리,
노란색 벽돌, 뼈 색깔의 콘크리트 및 실크 그레이 알루미늄 표면, 미러 광택의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재,
테라쪼 패턴의 계단과 크롬 철로 된 에스컬레이터는 투명한 유리 천장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며 내부와 외부 공간을 통합한다.
다뉴브 강의 공기, 테라스의 햇살, 독특한 파노라마, 특별한 가게들, 신선한 미식가들의 향기, 그리고
예술의 즐거움을 무한히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이다. Balna의 또다른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아래에
서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전망지점이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 TIP :

공간명
유형
운영주체
소재지

Danube Palace (헝가리어: Duna Palota) / 콘서트홀
복합

공간현황

부다페스트
The Theater Hall
The Szechenyi Room

홈페이지

복합

Danube Palace

The Brown Salon
공간

장르

http://dunapalota.hu/

설립년도

건축 1883-1885년

(사진 출처: 구글검색)

The Danube Palace (헝가리어: Duna Palota)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시내에 위치한 네오
바로크 형식의 콘서트홀이다. 이 콘서트홀은 1883년과 1885년 사이에 Vilmos Freund의 계
획에 따라 지어졌다. 이 건물은 이전에 귀족 Lipótváros의 카지노로 알려져 있었는데, 도박
의 관점이 아닌 오락을 위한 귀족적 클럽이었다. Danube Palace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지하는 문화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세계적인 작곡가 바르톡, 코다이, 드보르작은 모두 이
곳의 일류 콘서트홀에서 공연했다. 1951년부터 Danube Palace는 내무부의 문화 프로그램
을 수행해왔다. 이 곳은 Danube Symphony Orchestra의 본거지이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The Danube Palace는 1885년 부다페스트의 밀레니엄 기념행사를 위한 대규모 확장의
일환으로 완성되었다. 1896년 헝가리는 건립 1000주년을 맞이했고, 합스부르크 황제 Franz
Joseph 1세는 고대의 지위를 반영하는 명망 있는 도시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건물은
Vilmos Freund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건설업자인 제자 Géza Márkus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원래는 건물 전체가 바로크 교회에 익숙한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Danube Palace는 1941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1895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Danube
Palace는 대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개방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건물은 완전히
텅 비게 되었는데, 이는 Danube Palace의 일부분이 소련에 점령당한 페스트 구역과 독일에
점령당한 부다 구역 한가운데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군은 헝가리 수도의 양쪽을 연결하는 모든 다리를 폭파시켰다. 그것이 Sofitel과
Intercontinental hotel을 포함한 몇몇의 현대적 건물들이 Danube Palace 구역에서 보이는
이유이다.
오늘날의 Danube Palace는 교향곡 콘서트 이외에도 다양한 문학적, 예술적 행사 그리고
심지어 민속 춤 공연 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곳은 부다페스트에서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쇼와 Danube 크루즈를 포함하고 있다.
The Brown Salon
한때 흡연실이었던 Brown Salon은 현재 컨퍼런스 홀로 이용되고 있다. 헝가리의 거장 작곡가
벨라 바르톡은 그의 오페라 ‘Bluebeard's Castle'을 공연했다. 놀랍게도 이 작품은 이 작곡가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무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보다 최근에는 이 살롱의 화려한 공간이 영화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돈나
주연의 영화 ’Evita'의 한 씬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그녀가 연인인 후안과 헤어진 침실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된 것이다.
The Theater Hall
돔 형태의 천장을 가진 아름다운 극장 홀은 Danube Palace가 보호 받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이 극장은 헝가리에서 큐폴라를 사용하는 유일한 극장이다. 큐폴라 그림은 Lajos Márk의
작품이며, 황금 장식들은 바로크 교회를 연상시킨다. 무대 위편에서는 고대악기 라이어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 극장의 특별한 장식이다. 극장 홀은 또한 헝가리 국회 건물과 비슷한

19세기의 에어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벽에 있는 터널은 단순한 압력 차이에 기초하여
지하실로부터 차가운 공기를 끌어온다. 하지만 요즘은 현대적인 에어컨의 도움도 받고 있다.
The Széchenyi Room
두 개의 서로 연결된 부분으로 구성된 이 우아한 전망대는 거대한 계단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대리석 기둥, 벽난로와 거울, 다른 황금 천장과 벽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위대한
헝가리인’으로 알려진 정치가이자 작가인 István Széchenyi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오늘날
Danube Palace에 있는 대부분의 공간처럼, Széchenyi Room 또한 개인적인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Ⅲ.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유형

Budapest Showcase Hub
공연예술

장르

컨템퍼러리

운영주체

Eastaste (동유럽 지역의 음악 라이센싱 단체) http://eastaste.net/

개최시기

매년 11월 중순

개최도시

부다페스트

참가규모
홈페이지

시작년도

2016

참가 아티스트: 공연 총 33팀, 컨퍼런스 및 워크샵 총 39회
관객 및 참여자: 약 10000명
http://budapestshowcasehub.com/

축제
및
행사

(사진1 : Budapest Showcase HUB 홍보물)

w Budapest Showcase HUB
2016년에 처음 시작된 컨템퍼러리 뮤직 페스티벌으로, 헝가리, 체코,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지역의 뮤지션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동유럽 음악 씬을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동유럽 지역의 음악 라이센싱 단체 Eastaste가 페스티벌을 주최ㆍ주관하며, 부다페스트 중
심지인 5구역, 7구역의 5개의 공연장에서 3일간 진행된다.

(사진2 : Budapest Showcase HUB 공연사진)

올해 11월 15-17일에 개최된 2017 Budapest Showcase HUB에서는, 총 14개국 33개 팀
이 출연하였으며, 컨퍼런스 파티에서는 동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 18개국 39명의 음악인, 음
악 전문가, 공연 매니지먼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동유럽 지역 음악 산업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사진3,4 : Nora Felder Listening Session, 2017 Budapest Showcase Hub)

특히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 Nora Felder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Nora Felder는 뉴욕 소재의 Picture Music Company의 대표이자 저명한
음악 프로듀서로, 유명 미국 드라마 ‘Strangers Things’, ‘Ray Donovan’ 등의 음악 프로듀
싱을 맡았던 음악 전문인이다. 이번 2017 Budapest Showcase Hub에서 Nora Felder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음악 라이센싱 산업에 관한 질의응답을 받는 한편, 참가자들이 제출한
음악을 듣고 코멘트를 하는 행사를 가졌다.
w Picture Music Company (http://www.picturemusiccompany.com/)

(사진5,6 : Akvárium Klub 공연사진)

w 페스티벌 장소
ㆍAkvárium Klub, Small Hall
- 부다페스트 중심지 데악 광장 근처에 위치한 일렉트로닉 뮤직 전용 공연장.
- 약 700명 수용가능
- 주소: Erzsébet tér 12
- 웹사이트: https://kuplung.net/
ㆍKuplung
-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공연장 겸 바
- 주소: Budapest, Király u. 46, 1061
- 웹사이트: http://kuplung.net
ㆍTESLA
- 도하니 유대교회 거리 근처에 위치한 클럽
- 주소: Budapest, Kazinczy u. 21, 1075
- 전화번호: (30) 519 5922
ㆍROBOT
- 뉴욕 까페 근처에 위치한 클럽
- 주소: Budapest, Akácfa u. 49, 1072
- 전화번호: (30) 830 8747
ㆍINSTANT
- DJ쇼 및 일렉트로닉 공연이 개최된다.
- 주소: Budapest, Akácfa u. 49-51, 1072
- 전화번호: (70) 638 5040
* TIP : 본격적인 DJ쇼와 일렉트로닉 뮤직, 컨템퍼러리 뮤직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축제/행사명
유형

VOLT Festival
공연 예술

장르

Pop

Sziget Cultural Management Ltd.
Address: 1033 Budapest, Óbuda Island, Hrsz.: 23796/58.
운영주체

Postal address: 1399 Budapest, P.O.B. 694/245.
Phone number: +36 1 372 0650

개최시기

매년 6월말~7월초

개최도시

헝가리 소프론 Sopron

참가규모
홈페이지

시작년도

1993

뮤지션 - 약 150여명
관객 - 평균 12만명 (2015년 기준)
https://volt.hu/en/

축제
및
행사
(사진1, 2 : VOLT 페스티벌 공연사진)

- 입장료: 3만포린트 (12만원)
- 대표 스폰서: TELEKOM (독일계 통신회사)
- 헝가리의 3대 페스티벌 중 하나 매년 6월말~7월 초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
Sopron에서 개최된다.
VOLT Festival은 장르를 불문한 대중 음악계의 저명한 음악인들이 크고 작은 야외무대에
서 공연을 펼치는 음악 행사로, 매년 150여명이 넘는 음악인들이 숲 속의 라운지, 바, 카페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흥겨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행사이다. 약 10만명의 음악 애
호가들이 참여하며, 헝가리 뮤직신의 파워하우스(powerhouse)라 불리며,

Balaton Sound,

Sziget festival과 함께 헝가리의 3대 페스티벌로 칭해진다.
* TIP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 따르면, 헝가리 3대 페스티벌의 수익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3대 페스티벌의 관광객 유치를 높게 평가하여, 홍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5년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입장료에 대한 세금 27% (통상 VAT 세율)에서 18%로

줄이기도 했다.

및

축제/행사명
유형
운영주체
개최시기
개최도시

행사

참가규모

관객: 매년 약 8000여명

홈페이지

https://bankitofesztival.hu/

축제

Bánkitó Fesztivál
공연 예술
Bánkitó Fesztivál
매년 7월 중순
Bánk, Hungary

장르
시작년도

복합장르
2008년

(사진1 : Bánkitó Festival 홍보물 / 사진2, 3 : Bánkitó Festival 공연사진)

Bánkitó Festival은 헝가리의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깨어있으며, 문화적
인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4일 동안 진행 되며 음악 공연부터 극
예술, 컨템퍼러리 아트까지 다양한 범위의 예술을 다룬다. 헝가리의 전원 지대에서 개최되
며, 매년 80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공연, 극예술, 전시회, 시민 사회주도, 워크샵을 개
최하며, 사회 정의 이슈, 인권, 그리고 소수집단의 문화에 관한 원탁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
다. 2018년, Bánkitó는 부다페스트에서 60km 떨어진 헝가리의 작은 마을 Bánk에서 10번
째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언제나 공통의 테마로 기획된다. 2018년의 주요 토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사회의 ‘2028, 그리고 미래’가 될 예정이다. 페스티벌 운영진은 사회 혁신적 아
이디어와 10년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NGO (non-gover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멤버들을 초대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오래 지속 되어 온 문제
점들의 장기적인 해결책에 있으며, 시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
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Bánkitó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플
랫폼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팀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
하며, 후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약 80퍼센트에 다다르는 페스티벌의 주요 방문객은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젊은 층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부다페스트 내의 학생, 전문가, 창작활동가
혹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있다.
* TIP : 방문객과 운영진의 연령층이 매우 젊은 축에 속하는 페스티벌이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의 독특하고 소재거리가 될 만한 아티스트 혹은 뮤지션들을 찾아 헝가
리 관객에 선보인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운영진 중 International Relations 속한 스탭들이 한국 국
악베이스의 젊은 팀들을 리서치 하고 있어 교류의 기회가 있을 법한 페스티벌이다.

축제/행사명
축제
및
행사

유형
운영주체

Sziget Festival
음악

장르

복합

Sziget Cultural Management LTD.
(1033 Budapest, Óbuda Island, Hrsz.: 23796/58.)

개최시기

매년 8월 중순

시작년도

개최도시

부다페스트

참가규모

2016년 참가관객 약 49,6000여 명 기록

홈페이지

https://en.szigetfestival.com/

1993년

(사진1,2 Sziget Festival 로고 및 행사 사진)

The Sziget Fesitval은 (Sziget은 헝가리어로 ‘섬’을 뜻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음악/문화
페스티벌 중 하나이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Óbudai-sziget("Old Buda Island"-“오래된 부다 섬”)에서 개최된다. 녹음이 우거진 이 섬은
108 헥타르 정도의 크기이며 헝가리의 중심인 다우니 강에 위치해있다. 이 페스티벌에는 매
년 1,000개의 공연이 펼쳐진다.
8월 중순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1993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학생 이
벤트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락 페스티벌 중 하나로 성장했다. 관객
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유럽지역의 관객에게 인기가 많은 페스티
벌이다. 또한,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하여 유럽 전역에서 부다페스트로 찾아오는 관객들을
위해 레지던트 DJ와 함께하는 “파티 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관객 수는 25만 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 페스티벌에서는 95개 나라에서 약 49만6천명이 참여했다. 이는
하루 동안 약 90,000명의 관객이 방문했음을 뜻한다.
2011년, Sziget Festival은 영국의 독립 인터넷 신문 The Independent에 의해 유럽의 5대
페스티벌 중 하나에 랭크되었다. 유러피언 페스티벌 어워드의 베스트 메이저 유러피언 페스
티벌 부문에서 2011년 과 2014년 두 번 수상하였다.
2018년도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 8월 8일 수요일:
Lendrick Lamar (USA), Lykke Li (S), S새그쿄 (UK), Clean Bandit (UK)
- 8월 9일 목요일:
Gorillaz (UK), Cigaretts After Sex (USA), Seasick Steve (USA), Lemaitre (NO),
Alle Farben (D), Whomadewho (DK),
- 8월 10일 금요일:
Parov Stelar (AU), The Kooks (UK), JP Cooper (UK), Scarlxrd (UK),
Joe Goddard LIVE (UK), Ummet Ozcan (NL), Sam Feldt LIVE (NL),
Jay Hardway (NL), The Him (NL), Bilderbuch (A), Shame (UK), Perturbator (FR)
- 8월 11일 토요일:
Mumford & Sons (UK), Bastille (UK), Lianne La Havas (UK), Fink (UK),
Above And Beyond (UK), Everything Everything (UK), Borgore (IBR),
The Living End (AUS), Sofi Tukker (USA)

- 8월 12일 일요일:
Dua Lipa (UK), Liam Gallagher (UK), Kaleo (IS), Wolf Alice (UK), Desiigner (USA)
Kimg Gizzard & The Lizard Wizard (AUS), Petit Biszuit (F), Slaves (UK),
Kshmr (USA), Seven Lions (USA)
- 8월 13일 월요일:
Kygo (N), Shawn Mendes (CAN), MØ (DK), Nick Murphy Fka Chet Faker (AUS),
Milky Chance (D), Little Dragon (S), Goo Goo Dolls (USA), La Femme (FR),
Yellow Days (UK), My Baby (NL)
- 8월 14일 화요일:
Arctic Monkeys (UK), The War on Drugs (USA), Zara Larsson (S),
Gogol Bordello (USA), Blossoms (UK), Gorgon City Live (UK),
Nothing But Thieves (UK), Lewis Capaldi (SCO), Delta Heavy (UK)
* TIP : Sziget Festival의 티켓은 7일권-325유로, 5일권-299유로, 3일권-199유로, 1일권-79유로이다.

축제/행사명
유형

Budapest Spring Festival /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
(헝가리어: Budapesti Tavaszi Fesztivál)
공연

장르

복합

운영주체

Müpa Budapest Nonprofit Ltd. – BFTK Nonprofit Ltd.

개최시기

매년 3월말 4월초

개최도시

부다페스트

참가규모
홈페이지

시작년도

1980년

150여개의 문화프로그램
부다페스트 내 40여개의 공연장
https://btf.hu/

축제
및
행사

(사진1 : Budapest Spring Festival)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은 클래식, 오페라, 재즈, 그리고 민속음악을 총 망라하는 헝가
리에서 가장 큰 문화 행사이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부다페스트 내 다수의 공연장에서 공연
및 부대행사가 이루어지며, 헝가리 연주자들 그리고 국제적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2018년에는 제 38회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
지, 부다페스트를 가르는 40여개의 공연장에서 150여개의 문화 프로그램들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이십 여 년 동안,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은 중동부 유럽에 가장 중요한 아트 페
스티벌 중 하나가 되었고,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팝, 재즈, 민속음악, 컨템퍼러리 무용, 민속
무용과 더불어 극장예술과 미술 프로그램까지 갖춘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페스티벌을 지휘하는 최고 운영자인 Csaba Káel은, 기자회견에서 페스티벌의 주된 포커스
는 19세기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의 모든 작품이 될 것이라 밝혔으
며, 그의 기념비적인 오라토리오 ‘The Legend of St. Elisabeth’가 이번년도 부다페스트 스
프링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3월30일 Mupa 공연장에서 연주 될 것이라 발표했다.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비세가르드 국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출신의 뮤지션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Vigadó 콘서트홀은 중부 유럽의 작곡가들이 작
곡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가 포함된 유럽의 아름다운 합창곡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세계의 클래식 음악계가 미국 작곡가 Leonard Bernstein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에 편승하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 또한 특별한 공동 프로덕션을 통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년도 페스티벌은 또한 가장 대중적인 악기 ‘피아노’에 집중할 예정이며, 국제적인 스타
피아니스트들에 의해 다양한 피아노 공연이 개최된다.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Martha
Argerich는 멘델스존-쇼팽 프로그램을 연주하며, 그래미어워드 수상자인 러시아의 피아니스
트 Daniil Trifonovsms, 전설적인 이스라엘계 미국 피아니스트 Yefim Bronfman, Rudolf
Buchbinder와 화려한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포함되어있다.
3주간의 페스티벌 기간 동안, 70여개 이상의 전시장과 박물관, 그리고 스튜디오 또한 부다
페스트 아트 위크의 체제 안에서 오픈된다. 베스트 헝가리 보도사진전이 이전년도와 같이
the Capa Center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센트럴 마켓 홀에서는 Hungary Today의

푸드 블

로거이자 사진가인 Péter Csákvári의 미니어쳐 세계관을 표현한 Tiny Wasteland를 개최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장소로는, the Palace of Arts (Müpa), Liszt Academy, Vigadó,
National Theatre, Várkert Bazár (Castle Graden Bazaar) 등이 있으며, 그 외 문화 행사
가 열리는 장소들 뿐 만 아니라, 부대페스트 내의 길거리, 광장 등에서도 활발한 페스티벌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
* TIP :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3월말~4월초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많은 문화예술 행
사를 만나볼 수 있다.

Ⅳ. 문화예술 디렉토리 <인물>
인물명

Béla Szakcsi Lakatos

소속

개인
sachi@freemail.hu

장르

집시 재즈 뮤직

연락처

Management:
Csilla Patkó
patkocs@t-online.hu

- 1943년 출생
Montreux Jazz Festival (1971)
Liszt Ferenc Prize 수상 (1987)

주요 이력

Érdemes művész (Merited Artist) (2002)
Kossuth Prize 수상 (2005)
Prima Prize 수상 (2006)
Hazám Prize 수상 (2010)
A Nemzet Művésze (The Art of Nation) (2014)

인물
(사진1 : Béla Szakcsi Lakatos)

“The musician, who has been honored with the most high-ranking Hungarian
awards, focuses on combining modern and classical, world and jazz music.”
“헝가리의 가장 뛰어난 상을 수상하며 존경받아온 음악가는 모던, 클래식, 월드뮤직 그리고
재즈를 융합하는데 집중한다” - 웹사이트 Budapest Jazz Club
헝가리 내 재즈 역사에서 Béla Szakcsi Lakatos는 헝가리의 밴드 Rákfogó, Saturnus 퓨
전 재즈를 대중화하는 일에 앞장서 온 집시 재즈 아티스트이다. 1970년대 초기부터 Béla
Bartók 음악대학에서 재즈피아노를 가르쳐왔으며, Keith Jarrett, Chick Corea 그리고
Herbie Hancock 등 미국의 재즈아티스트들을 당시 젊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소개하며, 퓨전,
컨템퍼러리 스타일을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연주해 온 자신의 클래식 음악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의 근본적인 구성을 중시하며 바흐,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그리고 베베른 음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Béla Szakcsi Lakatos 자신의 민족인 집시 민속음악을 수집했으며 , 이러한
민속적 문화와 음악을 공연 상품으로 프로듀싱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첫 번째 집시 뮤지
컬 ‘Red Carava’은 1975년 초연되었으며, 그의 락 오페라인 ‘The Beast’는 Rock Theatere
에게 커미션을 받아 1989년 초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100분짜리 발레 작품 ‘Cristoforo’
는 미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아 헝가리 스테이트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기도 하였다.

w 웹사이트
http://www.szakcsi.hu/
* TIP : Lakatos는 자신의 음악을 ‘집시 재즈 Gypsy Jazz’라고 칭한다. 집시음악의 민속적 음악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재즈라는 (그가 활발히 활동했던 1960-70년대에선 컨템퍼러리였을)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탄생시킨 그의 음악은 지금도 독특하고 신선한 분위기로 다가온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시작된 퓨전음악의 붐을 생각했을 때, 그의 작품을 통
해 월드뮤직장르로써 민족음악이 어떠한 음악적 가능성을 가지는지 눈여겨 볼만 하다.

인물명
장르

Roby Lakatos
Gypsy Jazz,
Classical, Klezmer

소속
연락처

개인 연주자
info@swissgart.com
www.swissgart.com

- 1965년 출생
- 앨범 ‘Lakatos‘ German ECHO-KLASSIK AWARD 수상 (1999)

주요 이력

- Avantijazz 레이블 설립
- Fire Dance (2005), Klezmer Karma (2006), and Roby Lakatos with
Musical Friends (2008) 발매

인물

(사진1 : Roby Lakatos)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Roby Lakatos는 맹렬한 비르투오소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음악
가이다. 재즈, 헝가리 민속음악과 더불어 뛰어난 클래식 음악 연주 또한 선보이는 Lakatos
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음악가이다. 헝가리 집시음악의 ‘정통’을 이어받은 음악가라
칭해지며, 브람스에게 영향을 끼친 음악인이자 리스트가 ‘마법에 휩싸인 듯 한 바이올린’이
라는 헌사를 바친 전설적인 헝가리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야노슈 비하리 가문의 7대손이다.
1990년대 유럽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Lakatos는 이후 2004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
라와의 바이올린 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Polina Leschenko와 함께 프로코피에프 앨범, 프
란츠리스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Klezmer Karma 앨범을 작업하였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빠르고 뛰어난 속주를 자랑하는
연주자이며, 클래식 비르투오소, 재즈 즉흥 연주자이자 작곡가, 편곡가로도 활동 하고 있다.
헝가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주자로, 2009년에는 한국에 방
문하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통영 국제음악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 TIP : 헝가리에서 집시뮤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주자이며, 주로 레스토랑 등의 배
경음악 연주자로 활동하는 여느 집시연주자와는 달리, 자신의 음악을 공연예술이자 예술상품으로 발전
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주자이다.

인물명
장르

Iván Fischer
Classical

소속

Budapest Festival
Orchestra

연락처

- 런던 Rpert Foundation 지휘 콩쿨 수상 (1976년)
- Budapest Festival Orchestra 설립
- Hungarian Mahler Society 설립
주요 이력

- 헝가리 대통령으로부터 Golden Medal Award 수상
- 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Crystal Award 수상
- Kossuth Prize 수상
- Royal Philharmonic Society Music Award 지휘 부문 수상

인물

(사진1 : Iván Fischer)

Iván Fischer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설립자이자, 음악감독이며, 뿐만 아니라
Konzerthaus and Konzerthausorchester Berlin의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작곡
가로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독일, 그리고 오
스트리아에서 연주되었다. 또한, 수만은 오페라 프로덕션을 감독하기도 했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잦은 월드투어와, 극찬을 받으며 빠르게 판매되는 레코
딩 발매는 Iván Fischer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악 감독들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
게 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Fischer의 지휘 아래 열 차례의 공연을 가졌으며, 또한, 그는
매년 2주 동안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시간을 보낸다. 또한, Fisher는 뛰어
난 미국 심포니오케스트라들에게 자주 초청되는데, 뉴욕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이에 속한다. 음악 감독으로서, 그는 the Kent Opera와 the Opéra National de Lyon를
이끌었으며, 워싱턴 D.C.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Fisher가 작업한 음반들은 명망 있는 국제 경연에서 수상해왔다. 비엔나로 건너가 Hans
Swarowsky에게서 지휘를 사사하기 전, Fisher는 부다페스트에서 피아노, 바이올린을 공부
했으며, 이후에는 첼로와 작곡을 공부하기도 했다.
Iván Fischer는 the Hungarian Mahler Society의 설립자이며, the British Kodály
Academy의 후원자이자, 부다페스트의 명예시민이다. 그는 헝가리 수상으로부터 Golden
Medal Award를 수상했으며, 그의 국제문화교류 홍보활동으로 the 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Crystal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문화예술공로훈
장(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을 수여하기도 했다.

2006년, Fisher는 헝가리의 제일 명망 있는 예술 어워드인, the Kossuth Prize를 수상했
다. 또한, 2011년에는, the Royal Philharmonic Society Music Award, Hungary’s Prima
Primissima Prize, 그리고 the Dutch Ovatie Prize를 수상했다. 2013년, 런던 로얄 아카데
미 음대에 명예 멤버로 임명되었다. 2015년도에는 평생의 업적으로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
드를 수상 하였으며,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음악 평론가 협회에 의해 최고의 외국인 지휘
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TIP : 헝가리의 메인 클래식 음악계를 주름잡는 인사로, 그의 공연은 너무 인기가 많아 인기있는 시
간대, 주말 등의 공연은

인물명
장르

약 두 달 전부터 매진이 될 정도이다.

PÁL MÁCSAI

소속

연극

Örkény Theatre

연락처

Mari Jászai Award (1991)
Erzsébet Prize (1993)
Greguss Award (1995)
László Mensáros Award (1996)
Award for Color Critics (1998, 2002)
Movie Review Award (2001)
Help Snail Award (2001, 2003)

주요 이력

Film Critics Award (2002)
First Prize (2003)
Worth Artist (2008)
Gundel Art Prize (2008)
Award for Budapest (2010)
Officer of the Hungarian Order of Merit (2013) [4]
Evergreen Member of the Immortal Society (2013)
Kossuth Prize (2014)
Citizen of Erzsébet City (2015)

인물

(사진1,2 배우 마처이 팔 (Mácsai Pál) 출처: Örkény István Theatre)

마처이 팔(Mácsai Pál)은 헝가리의 배우이자 감독이며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이다.
헝가리의 저명한 예술 어워드 ‘Jászai Mari Prize’ 수상 (1991), ‘the Award for Artistic
Excellence’ 수상 (2008), ‘the Hungarian Legion of Honour’s Distinguished Cross‘ 수상
(2013),

그리고

’Kossuth

Prize‘를

수상했다

(2014).

2011년부터

2004년까지

‘Chamber of Madách'를 이끌었고 2004년, Örkény Theatre를 설립하였다.

극단

마처이 팔은 중등학교 기간 동안 극단 ‘Pinceszínház‘의 멤버로 활동하며, 부다페스트의 연
극영화학교-Színház- és Filmművészeti Egyetem (Academy of Theatre and Film)에서
연기와 디렉팅 학위를 받았다. 3학년 재학 당시, 헝가리 국립극장에서 ’로미오‘로 데뷔했으
며, 1984년 학위 취득 후 5년간 국립극장 소속 배우로 활동했다. 1998년, 마처이 팔은 헝가
리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인 ELTE 대학교(Eötvös Loránd University)의 미학과에 등록했으
나, 2001년, Madách 체임버 극장 (Madách Kamara)의 예술경영진으로 활동하게 된 이후
그만두게 되었다. Madách 체임버 극장에서 세 번의 시즌을 보낸 뒤, 마처이 팔은 같은 장
소에서에서 그의 극단인 Örkény István Theatre를 새롭게 설립하게 된다.
2004년 설립된, Örkény István Theatre에서 그는 아직도 리더로써 배우와 경영진을 이끌
고 있으며, 극단의 레파토리는 대부분 그가 제안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진행된다. 극단은 이
전에 가벼운 산문 작품으로 여겨졌던 전통적 예술 극작품들을 리폼 하여 상연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관객들을 사로잡는 한편, 젊고 지적인 관객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관객층을 유치
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마처이 팔은 약 15년간 리더쉽을 발휘한 Örkény Theatre에서
경영 감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전문적으로, Örkény Theatre는 페스티벌 시상식과 비평가
어워드에서 약 70여 회 수상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마처
이 팔은 디렉터로서 소속 배우들이 최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단체를 이끌어왔으며,
뿐만 아니라, 헝가리 극장계의 가장 뛰어난 감독들과 함께 강력하고 생산적인 작업관계를
구축해왔다.

(사진2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최의 한-헝
작곡가 교류프로젝트: “윤동주 & 요제프 아
틸라”에서 작곡가 티하니 라즐로의 신곡
‘백번의 밤’을 초연한 배우 마처이 팔)

뿐만 아니라, 마처이 팔은 많은 텔레비전 쇼와 영화에 출연해 왔으며, 배우와 감독으로 약
50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그의 영화 커리어 중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Árpád Sopsits’ Torzók (Abandoned)‘가 있는데, 이 작품으로 그는 32회 헝가리 필름 리뷰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드라마 시리즈 ’Terápia (In Treatment)'에서
몇 시즌 동안 주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헝가리 문학계(특히 헝가리 전통 시문학계열)와 마처이 팔의 밀접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
다. 거의 25년간, 그는 헝가리 텔레비전의 'Lyukasóra program'에서 시를 분석하고 대중화
시키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가 운영하는 Örkény Theatre 레파토리에서,
‘시문학의 밤 (poetry evenings)‘을 기획하기도 했다.
마처이 팔은 영화배우 혹은 연극배우로서의 활동 이외에 영화감독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데, 그가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들 또한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중 주목할 만
한 작품은, William Shakespeare’s Winter’s Tale, Howard Barker’s Scenes from an
Execution, Ferenc Molnár’s Glass Slipper, István Tasnádi’s Finito, Arthur Miller’s A
View from the Bridge, István Örkény’s Catsplay and The Toth Family, and Alfred
Jarry’s Ubu Rex.등이 있다.

* TIP : 마처이 팔은 헝가리에서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배우로,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의 한-헝 작곡가
교류프로젝트 참여 당시, 이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관객이 많을 정도로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이다.

인물명
장르

Tihanyi László
/ 티하니 라즐로
클래식/현대음악

소속

the Liszt Academy

연락처

수상경력
1981: Albert 상 수상
1988: the Hungarian Music Artists' Association 특별상 수상
1986, 1988, 1989, 1992, 1993 and 1998: Artisjus상 수상

주요 이력

1997: Erkel Ferenc 상 수상
1999: 폴란드 문화과학부 “Merite Culturel"상 수상
2001: Bartók-Pásztory 상 수상
2002: Awarded by the City of Kassel Hans Martin Ziegler
현) 리스트아카데미 작곡과 Faculty

인물
(사진1, 2 작곡가 Tihanyi László)

티하니 라즐로는 헝가리 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현재 리스트음악원 작곡
과 Faculty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현대음악 앙상블의 지휘를 맡고 있다.
티하니 라즐로는, 1956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으며, 리스트음악원에서 Rezső Sugár를
사사하며 작곡을 전공하였고, 또한 András Kórodi를 사사하며 지휘를 전공했다. 1979년,
리스트아카데미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헌신적인 음악교육활동을 이어갔으며, 2000~2005년
에는 작곡과의 부학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휘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티하니 라즐로는, 본국인 헝가리와 해외에서 주
로 20세기 클래식음악과 현대적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헝가리의 메이저 오케스트
라들과 Ensemble Modern, Contrechamps, Musikfabrik 등 유럽의 주요 현대음악 앙상블
과 협연하였다. 1997년, 페스티벌 d’Automne Paris에서, 티하니 라즐로는 이탈리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겸 지휘자인 브루노 마데르나 (Bruno Maderna)의 오페라 작품
‘Hyperion'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독일의 명망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인
페테르 외트뵈시(Peter Eötvös)로부터 비엔나 페스티벌에서 연주될 자신의 작품인 ’Three
Sisters'의 부지휘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당시 프로덕션의 상임지휘자는 외트
뵈시 자신이었다).

1985년, 티하니 라즐로는 자신의 앙상블, the Intermodulation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는
20-21세기 음악을 헌정하는 의미였으며, 설립이래로 쭉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티하니
라즐로는 Erkel prize, Bartók-Pásztory prize 등 명망 있는 시상식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앙상블 Intermodulation의 상임작곡가로서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
서

연주되어왔다:

1996년,

Hungarian

Radio는

바이올린과

앙상블을

위한

작

품,‘Irrlichtspiel'를 위촉하였으며, 1997년에는 Forrás Chamber Music Workshop을 위하여
’Schattenspiel‘를 작곡하였고, 이 작품은 4악장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비엔나에서 연주되기
도 하였다. 1988년, 두 개의 스위스 재단, Pro Helvetia와 the Zuger Kulturstiftung
Landis & Gyr는 4개의 손을 위한 ’Matrix'를 위촉했다.
2002년, Musikfabri는 8명의 솔로이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20 Night Meditations‘를 위
촉하였으며, 이 작품은 2007년 2월, 뉴욕의 줄리어드음대에서 연주되기도 하였다.

* TIP : 2018년 2월, 헝가리 한국문화원은 한-헝 작곡가 교류사업을 위해 헝가리 시인 요제프 아틸라
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 ‘백번의 밤’을 위촉하였으며, 이 작품은 2018년 2월 10일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최 동명의 공연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인물명
장르

György Kurtág
/ 죄르지 쿠르탁
클래식/현대음악

소속

부다페스트 뮤직센터

연락처

1955 Erkel Prize
1969 Erkel Prize
1973 Kossuth Prize
1983 UNESCO’s International Rostrum of Composers
1993 Music Prize of the Prince Pierre of Monaco Foundation
1994 Composers Award of the State of Austria
1994 Denis de Rougemot Prize of the 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
1996 Kossuth Prize for Lifetime Achievement
1998 Composers Award "Promotion of the European economy
1998 Ernst von Siemens Music Prize

인물
주요 이력

1999 Honorary Prize for Art and Science of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Berlin
2000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s Grants to Artists Award
2001 Commander with Star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Republic of
Hungary
2003 John Cage Award
2006 Grand Cross of Merit of the Republic of Hungary
2009 Golden Lion of the Venice Biennale for lifetime achievement
2009 53rd International Festival of Contemporary Music
2010 Zurich Festival Prize
2013 Royal Philharmonic Society Gold Medal
2014 BBVA Foundation Frontiers of Knowledge Award in Contemporary
Music

(사진1 작곡가 György Kurtág)

György Kurtág (1926)은 헝가리출신의 클래식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다수의 명망 있
는 상을 수상한 음악가이다. 1967년부터 리스트음악원의 피아노 교육자로 활동하였으며, 이
후 실내악 프로그램 코칭을 담당했고, 1993년까지 동 음악원에서 근무했다.
György Kurtág은 루마니아 Banat지역의 Lugoj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헝가리인이었다. 1946년 부다페스트로 이주한 뒤, 1948년에 헝가리 국적을 취득했다. 부다
페스트에서, 그는 리스트음악원에 재학하며 음악공부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인
Márta를 만났고, 뿐만 아니라 후의 그의 가까운 친구가 된 작곡가 György Ligeti를 만났다.
리스트음악원에서 그의 피아노 스승은 Pál Kadosa였다. 그는 Sándor Veress, Ferenc
Farkas 등 당대의 저명한 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사사했으며, Leó Weiner에게 실내악을, 그
리고 Lajos Bárdos와 이론을 공부했다. 1951년, 피아노와 실내악 전공 학위를 받았으며, 이
후 1955년 작곡 전공 학위를 받았다.
1956년 헝가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Kurtág은 1957년과 1958년 사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고, 이는 그에게 있어 중대한 사건이었다. 파리에서 그는 Max Deutsch, Oliveier
Messiaen 그리고 Darius Milhaud와 공부했다. 하지만 이시기에, Kurtag은 심각한 우울증
에 시달렸다. 당시 그는 “나는 세계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깨달은 순간부터 절망의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했다. Kurtág은 심리학자 Marianne
Stein으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았다. 후에 이 심리치료는 작곡가에게 새 생명을 불어줬으며,
그의 예술적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이 시기에, 그는 또한, 작곡가 Anton Webern의 작
품과, Samuel Beckett의 연극 작품들을 발견했다. 그가 부다페스트에 돌아 온 뒤, 1959년
도에 작곡한 현악사중주는 그에게 있어 결졍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는 이 작품을 그
의 작품넘버 1번 (Opus 1)으로 칭하며, 또한 이 작품을 그의 심리치료사 Stein에게 헌정하
기도 했다.
1960년부터 1968년 사이, Kurtág은 부다페스트의 국립 필하모닉에서 오페라 가수의 연습
코치로 일했다. 1967년, 그는 리스트음악원의 피아노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후에 실내악 코
칭을 담당했으며 1993년까지 동 음악원에 재직했다.
Kurtág의 국제적 명성은 소프라노와 실내악 앙상블을 위한 그의 작품 ‘Messages of the
Late Miss R.V. Troussova'이 19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
년대 초 이래로, 그는 주로 해외에서 작업을 해왔다. 1993년에서 1995년, 베를린 필하모닉
과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소사이어티에서 레지던스 작곡가로 활동했으며, 1996년에서

1998년에는 네덜란드에 살았고, 다시 1998년에서 1999년에는 베를린에 머물렀다. 1999년부
터 2001년에는 앙상블 InterContemporain, Cité de la Musique, Festival d’Automne의
초청을 받아 파리에서 활동했다. 2002년부터 그의 아내와 함께 프랑스 보르도에 살고 있던
Kurtág은 이제 부다페스트에 돌아와 부다페스트 뮤직센터에 레지던스에 머물며 전속 작곡
가로 활동하고 있다.
Kurtág은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작곡가이다: 1985년, 그는 the Officier of the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을 수상했고, 그의 업적을 기리며 헝가리 정부가 수여하는
Kossuth Award을 1973년 그리고 1996년 두 차례 수상했으며, 1998년 오스트리아의
“Ehrenzeichen”상과 the Ernst von Siemens Music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
라, Kurtág은 1987년부터 뮌헨의 Bavarian Academy of Fine Arts의 멤버이자 베를린의
the Akademie der Künste의 멤버로 활동해왔으며, 2001년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에서 명예 회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2006년 그는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의 작품 “…concertante…”으
로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 일컬어지는 the Grawemeyer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145개의 후보작 가운데 Kurtág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심사
위원들이 밝힌 수상 이유는 Kurtág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작품에서
오케스트라가 솔리스트의 소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서도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 아이템 제안
Ⅰ. 기사 아이템 제안
제안아이템

헝가리의 문화예술 NGO
(non-govermental organization)

게재 희망일

상시

헝가리 문화예술계를 살펴보다보면, NGO, 즉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이 흥미롭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컨템퍼러리 아트 계열에서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데, 주로 어떻게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지 스스로 자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들은 자
신들이 비정부단체임을 내세우며, 포럼, 디스커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일렉트로닉 음악, 밴드음악을 즐기는 페스티벌 내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크
샵을 열기도 한다.
기획의도

주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주로 정부 및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젊은 문화예술 단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격적인 리
서치를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최근 체제가 바뀐 헝가리의 상
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며,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아티스트들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의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달리, 사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리더들에 의해 뚜렷한
미션을 두고 운영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헝가리간 젊은 예술가/문화예술 기획자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
점, 이들이 처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소개한다.
- 한국-헝가리의 젊은 문화예술단체들.

아이템
개요

- NGO와 Start-up의 차이
- 비정부단체라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헝가리의 젊은 문화예술단체
- 젊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