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즐기는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4 크리스마스 칸타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설레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채운 크리스마스 칸타타.

따뜻한 연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
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명작, 그라
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1
월 29일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등 25
일간 전국 19개 도시 21개 공연장에서 선보
인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수준 높은 음악으로
재연한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
타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에 담긴 여러 의
미를 각막마다 주제에 적합한 오페라와 뮤지

컬, 합창 등의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한 새
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한층 세련된 작품성으로 14년간 공연되
고 있으며, 2011년 세종문화회관 명품공연으
로 선정되는 등 12월의 인기공연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지휘는 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
악원 교수 보리스 아발랸과 러시아 상트페테
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박은숙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이 맡는다.

미국인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미국 14개주 20개 도시,
6만 7천여 명의 미국인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하다!
지난 10월, 그라시아스합창단은 미국에서
20일간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공연을 했다.
공연 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공연들이 차고도 넘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흥미롭고 탄탄한 구성력을 갖춘 완벽

한 공연들이 많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을 움
직이고, 삶의 변화를 주는 공연은 많지 않다.
미국은 크리스마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
는 본고장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크리스마
스의 의미가 잊혀져가고 있다. 미국인들이 그
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크리스마스
를 다시 찾아주기 때문이다.
작년 15개 도시에 이어 올해는 20개 도시
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많은 도시에서 공연일을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날’로 지정하고 감사장과 축하메시
지를 통해 환영했고 후원했다.
애플사 아이폰6 발표 장소였던 플린트센터
와 7천석 규모의 LA Shrine Auditorium 등
미국 14개주, 20개 도시의 유명 공연장에서 6
만 7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
타는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찬
사를 아끼지 않았다.
놀크로스 시의 Bucky Johnson 시장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나타낸 연기와 노래, 처음 들어
보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었다고 극찬 했다.

“음악으로 세상이 따뜻해 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매년 선진국 및 아프리
카 오지, 중남미, 아시아 등 30여 개국에서 그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공연 및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장이나 마
을 공터,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노래하며 그들의 마음과 만나
는 공연을 15년째 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우리
는 무대에서 그 변화의 순간을 자주 느끼곤 합
니다. 바로 그 변화야말로 음악의 가장 놀라운
힘입니다.” 보리스 아발랸 Boris Abalyan (그
라시아스합창단 수석 지휘자)
“저는 그 당시 급박하게 전해지는 인종학살
소식을 듣고 피신했지만 제 부모님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
릴 때의 비참한 기억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르완다에 와서 르완다어로 노래하
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자들이나 볼 수 있는 ‘크리스마
스 칸타타’ 등의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기뻤고,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내 마음은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헨리 Henny(23세 르완다 청년)
또한, 200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
립음악원과 협약 이후, 매년 음악원의 교수진
들과 함께 국내·외 공연들을 개최해 왔으며,
인천(중학교)과 대전(고등학교) 그라시아스 음
악학교를 설립했다. 도미니카 산티아고 시와는
MOU를 체결하고 음악학교를 개교하여 진정
한 마인드를 갖춘 음악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음악은 밝고 깨끗한 인토네
이션(intonation)과 깊은 마음에서 울려나는

소리로 유럽 음악가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 오케스트라

“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처음 들
었을 때 놀랐습니다. 첫째, 소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밝고 깨끗한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음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
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기뻐합
니다.” 미하일 간트바르크 Mikhail Gantvarg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총장)
“훌륭한 지휘자와 전문적인 오케스트라의 협
연으로 구성된 그라시아스의 음악을 듣다 보
면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
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망으로 배부르게 하
며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드미트리 니콜라이비치 차사비친 Dmitry
Nikolaevich Chasovitin (러시아 상트페테
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전 총장)

2014 리바델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수상
2014 몽트뢰 합창제 1등상 및 최우수 관객상 수상

2014년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등상, 관객상을 수상했고, 2014 이탈리아 리
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2010 부산
국제합창제 대상, 2009 제주 국제합창제 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12월에도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
마스 칸타타가 한국 관객들 앞에 선다. 크리스
마스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게 될 이번 전국 순
회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세종문화예술회관(12월 4 . 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9일), 서울 여의도KBS홀(12일), 부산 BEXCO 오디토
리움(15 . 16일) 등에서 공연되며, 이외에 전국 도시별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graciascantata.
com)를 참고 하면 된다.
공연 및 티켓 문의 : 1899-2199

Conductor 보리스 아발랸

Boris Abalyan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그라시아스합창단 수석 지휘자)
· 러시아 공훈예술가
· 글린카 성악학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졸업
· 레게 아티스 (LEGE ARTIS) 실내악단 설립
· 독일 Marktoberdorf 국제합창콩쿠르 최우수 지휘자상 수상
· 부산 국제합창제 최우수 지휘자상 수상
러시아의 공훈예술가로 인정 받은 대표적인 합창 지휘자로, 독일 Marktoberdorf 국
제합창콩쿠르 최우수 지휘자상을 수상하였다. 섬세하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며, 합창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2008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을
처음 지휘한 이래 그라시아스를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Conductor 박은숙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졸업하였으며, 단아하
고 섬세한 합창음악, 풍부한 감성과 깔끔한 소리를 추구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원 개
개인의 자질을 헌신적인 열정으로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운드의 합
창단으로 탄생시킨‘생각하는 아티스트’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후원ㅣ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음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