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여행

‘음악가 순례여행’
최고 음악가들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품격있는 음악 여행

1코스 - 독일 편 (8박 10일)
제1일 프랑크푸르트 도착및 시내관광
제2일 본 시내 음악가 여행

베토벤 생가
윽히 바라보는 클라라의 모습이 너무나 정겹다.
두사람의 결혼 생활은 16년만에 끝나고 클라라
는 40년을 더 살고 자신의 유언대로 슈만과 합
장하여 영원히 같이 있게 되었다.

본 시내에 있는 베토벤 생가에는 하루종일 음악 애호

제3일 바이로이트 음악여행

가들이 찾아오고 있다. 베토벤의 명성도 있겠지만 그
가 살았던 기념관중 유품이 가장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어 베토벤의 박물관이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바그너 축제극장
바그너 자신이 직접 세운 축제극장이 바이로이트 시
내 산밑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바그너

슈만-클라라의 합장 묘지

의 후손들에 의해 해마다 바그너음악만으로 여름 바

본 시내 공동묘지 슈만-클라라 부부 아름다운합

그너 페스티발이 열리고 있는데 유럽 최고의 명문 오

장묘지가 참배객들을 모은다. 슈만의 얼굴을 그

페라극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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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의 고향 기념관 3층 건물앞 광장에는 하루종일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있으며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1층에는 음악 안내자가 쳄발로등 옛날 악
기로 바흐의 명곡 마태수난곡 등 하이라이트를 연주
하며 바흐의 일생을 해설해 준다.

바이마르 괴테 기념관
바그너 말년의 집 '반프리트'

괴테는 생의 대부분을 독일의 옛 수도 바이마르에서
바그너는 바이로이트에 자신의 설계로 몽환과 평화의

50년간 보냈다. 이곳 3층 건물의 대저택 괴테하우스에

집 "반프리트"를 짓고 죽을 때까지 말년을 보낸 집이

는 그의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대문호의 호화

다. 집 뒤쪽에는 울창한 숲속이 있고 안락한 생활과

롭고 여유있게 보낸 그의 삶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호화로운 건축물로 풍요로운 생활을 보냈고 바그너의
묘지도 있다.

바이마르 리스트 하우스

제4일 아이제나흐 바흐기념관

아이제나흐 바흐기념관

리스트는 바이마르 궁정악장으로 있을 때 이집에서
13년간 거주했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공원앞 2층
에는 피아노시인답게 그가 사용한 플뤼겔 피아노와
다른 피아노가 있으며 그의 유품이 잘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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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라이프치히 음악가 순례여행

멘델스존 아파트 기념관

바흐가 37년 봉직한 성 토마스 교회

게반트하우스극장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멘델스존은 그의 생애 마지막 12년을 이곳 아파트에
서 보냈다. 그는 이집에서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스
500년된 성 토마스교회가 옛모습 그대로 우뚝 서 있

코틀랜드, 이탈리아등 대부분의 명작이 만들어진 집으

다. 바흐는 이 교회에서 37년간 악장으로 봉직하면서

로 부호의 아들답게 규모가 대단히 크다.

그의 명곡을 수없이 작곡했다. 교회 정문에는 그의 동
상이 서있고 내부에는 그의 유해도 묻혀있다.

게반트 하우스 극장
슈만과 클라라의 허니문 아파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극장과 오케스트라는 현
존하는 오케스트라 중 가장 오래된 275년역사를 자
랑하고 있다. 쿠르트 마주어가 상임지휘자로 명성을
라이프치히에서 처음 만난 슈만과 클라라는 이곳에서

날렸으며 베를린 필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오케스

결혼하고 이 아파트 2층에서 신혼살림을 차린다. 슈

트라이다.

만의 음악은 클라라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절정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3칸짜리 방에는 두 사람의 달콤
했던 생활모습이 가득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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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프라하 시내 관광

프라하 시내 관광
드볼자크 기념관

프라하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유럽에
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세계 3대 야경으로
유명한 프라하성, 대성당, 몰다우 강위에 서있는 까를

체코의 대표적 음악가 드볼자크 기념관이 프라

교, 좁은 골목길마다 운치가 넘쳐흐르고, 길가의 카페

하 시내에 있다. 드볼자크를 기념하기 위해 체

에서 마시는 체코의 생맥주도 일품이다.

코 당국이 흩어져있는 그의 유품 피아노, 비올
라, 신세계 교향곡, 현악4중주 아메리카 등 악보
와 그의 미국 생활 사진, 편지 등을 알차게 보여

제7일 체스키 크롬로프 관광

주고 있다.

체스키 크롬로프 관광

제9일 프라하 관광및 출발

제10일 인천공항 도착

프라하에서. 남쪽에 체코의 300년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체스키 크롬로프가 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주변에 물방앗간, 성당, 빨간지붕
의 고즈넉한 아름다운 옛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의 010-5419-7240 이래성)

계속/MP저널

제8일 프라하 음악 여행및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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