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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 Sonata No. 3 in C Minor, Op. 45 Edvard Grieg 

1 I.  Allegro molto ed appassionato   [9.34] 
2 II.  Allegretto espressivo alla Romanza   [7.31] 
3 III.  Allegro animato   [8.01]

4 The Lark Ascending  Ralph Vaughan Williams  [14.30]

5 Subito  Witold Lutosławski [4.49]

6 Fantaisie brillante sur des motifs de  Henryk Wieniawski [17.07] 
 l’Opéra Faust de Gounod, Op. 20 

 Total timings: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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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ubito presents a personal recital. The individual 
pieces all reflect – in some part – my journey  
with the violin through adolescence, and it 
has been a real pleasure working with such an  
inspiring and supportive team. I am very proud 
of what we have produced, and to be able to 
release the recording concurrently with my 
graduation will be a bless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St John’s 
College and the Master for the three wonderful 
years I have spent as an undergraduate, and  
also to my parents who have been ever  
supportive, and even took an active part in  
recording this CD, by page-turning!   

Julia Hwang

For the first non-choral CD on our St John’s 
imprint, it is a joy to be able to present  
Julia Hwang, surely one of the world’s finest 
violinists of her generation. Her duo partner 
is Charles Matthews, whom I have idolised  
ever since we were fellow pupils at Clifton 
College a long time ago!

I will never forget the first time I heard the  
radiant playing of Julia Hwang (another 
Cliftonian, as it happens) and I am so grateful 
to the late Sir David Willcocks for having 
encouraged her to apply to study at St John’s. 

It is my hope that this disc, released in the  
month of Julia’s graduation, will help catapult 
her – SUBITO! – onto her rightful place on  
the world’s stage. It has been such a privilege  
to have her at St John’s for the past three years.

Andrew Nethsingha
Director of Music
St John’s College,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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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nd creating something that continues to 
speak long after the final notes have died away. 

Edvard Grieg (1843–1907)
Violin Sonata No. 3 in C minor, Op. 45
Allegro molto ed appassionato
Allegretto espressivo alla Romanza
Allegro animato

By the tram terminus in Bergen is a statue 
of Edvard Grieg – at a life-size 5’1” a popular 
but not particularly elevated perch for  
seagulls. But round the corner is a far more 
impressive monument. A tall violinist in an 
elegant tailcoat strikes a dramatic pose atop 
a rocky crag; at his feet, an allegorical figure  
of music, harp in hand, gazes upwards in 
admiration. This is another great musical  
son of Bergen: the violinist Ole Bull (1810–
1880), Norway’s first international star, 
and a flamboyant figure who retired as a 
multimillionaire. Comparisons with André  
Rieu are more than usually apt. 

Bull was a relative by marriage of Grieg and 
offered generous support to the schoolboy 
composer: but even if he hadn’t, there’s 
no way that any musician growing up in  
Bergen in the 1850s could have ignored him.  

SUBITO

Subito: suddenly, or immediately. And something 
else besides – a moment of revelation or 
transformation, charged with surprise. When  
Witold Lutosławski gave this title to the 
showpiece that he wrote for a violin competition 
in Indianapolis in 1994, he evoked all these 
qualities, and more – that delighted  
astonishment; the brilliant, piercing moment 
of musical communion between performer  
and listener that comes with true virtuosity. 

On her debut disc, Julia Hwang has taken  
that idea – of virtuosity as communication –  
and embraced it from four very different 
directions. Grieg blends virtuosity with  
tradition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to 
say something unambiguously personal. 
Vaughan Williams refines violin technique 
into expression as pure as the song of a  
skylark. Lutosławski creates a brief, dazzling 
moment whose very brilliance is its own 
meaning; and Henryk Wieniawski, entertainer 
par excellence, spins fantasy from another  
man’s tunes – enriching them in the process. 

Any debut may come subito: as a wonderful 
surprise. Artistry lies in taking that mo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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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goes some way to explaining why –  
despite his natural leaning towards solo piano 
music and song – Grieg couldn’t ignore Bull’s 
instrument, the violin. Grieg’s three violin  
sonatas punctuate his career. The first and second 
(1865 and 1867) are amongst his earliest  
attempts to make sizeable musical statements in 
large-scale classical forms. The third, completed 
twenty years later in 1887 at Troldhaugen, the  
villa he’d built for his family on a pine-clad 
promontory above Nordåsvannet bay south  
of Bergen, would be his last. 

But he was proud of all three. In January 1900 
he wrote to his old friend, the playwright 
Bjørnstjerne Bjørnson, that:

…these three works are among my very best and  
represent different stages in my development: 
the first, naïve and rich in ideals; the second, 
nationalistic; and the third with a wider outlook. 

And yet the qualities that most strike a foreign 
listener about the Third Sonata are perhaps  
exactly those that we think of as the most 
distinctive – most “Norwegian” – aspects of  
Grieg’s musical personality: the bracing  
freshness, the lyrical melodies, the limpid  
colours, and the rough-cut folk-dance rhythms. 

(Grieg may or may not have had the  
young Italian violinist Teresina Tua in mind.  
He referred to her, jokingly, as “the little  
fiddle-fairy on my troll hill”: it probably  
sounds better in Norwegian). 

Which is not to say that the Sonata lacks 
grandeur – it has a breadth and a symphonic 
sweep that explain Grieg’s reference to “a 
wider outlook”. (It’s surely no coincidence that  
Grieg’s only symphony was also in C minor). 
The first movement opens with a terse little 
whirlwind of a motif, before the violin  
introduces a yearning second theme over  
piano writing of a glistening, icicle-like  
beauty. That’s more than enough material  
for a perfect storm of a sonata-form movement.

The piano introduces the Allegretto (very 
much espressivo): part slow movement, part 
lilting intermezzo, with a skittish dance as a  
bittersweet central section. And then, in the 
finale, the piano and violin call to each other 
before driving into a vigorous march with the 
spring and the kick of a Norwegian halling. 
A soaring second theme prepares the way for 
a glittering and triumphant homecoming.  
Grieg premiered the sonata in Leipzig on 10 
December 1887, with Adolf Brodsky on vi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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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
The Lark Ascending

On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Ralph 
Vaughan Williams read George Meredith’s  
poem The Lark Ascending and heard, in his 
mind’s ear, this “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Then, like thousands of others, he 
laid music aside to serve in France. Vaughan 
Williams served as an ambulance driver, 
and unlike so many – including two great  
friends, the composers George Butterworth  
and Cecil Coles – he made it back alive. “I 
sometimes dread coming back to normal life 
with so many gaps” he commented, as the  
war drew to its close.

As if in reaction to the horrors of the Western 
Front, he returned again to the quiet beauties 
of the countryside. His music – particularly 
his Pastoral Symphony of 1922 – found new 
depths of quiet strength. And while staying at 
the Somerset country house of Kings Weston,  
in the summer of 1919, he finally completed  
The Lark Ascending, initially for violin and 
piano. The orchestral version was premiered  
in 1921 at Queen’s Hall, London, by the  
violinist Marie Hall and the conductor  
Adrian Boult. 

The Lark Ascending is something unique – a 
supremely difficult violin showpiece without 
a trace of superficial display. Poetry, purity 
and expressive beauty of tone are all. Against a  
serene landscape, the solo violin becomes  
both the lark, its song, and the spirit of  
Meredith’s poem:

He rises and begins to round, 
He drops the silver chain of sound 
Of many links without a break, 
In chirrup, whistle, slur and shake…

For singing till his heaven fills,
’Tis love of earth that he instils, 
And ever winging up and up, 
Our valley is his golden cup, 
And he the wine which overflows 
To lift us with him as he goes…

It all sounds so simple – in those first chords  
you can almost see the “coloured counties” 
drowsing under a summer haze. It’s the rapt 
stillness of this miniature masterpiece that 
has made it so beloved. Yet even those who 
deride Vaughan Williams’ pastoral style (“cow-
pat music” was the once-fashionable insult) 
are unable to fault The Lark Ascending. As 
the 1920s wore on, he’d get back to grit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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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But for now, Vaughan Williams –  
like his whole generation – had earned the  
right to his dream of timeless beauty on a  
perfect summer day.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Subito

As a boy in Warsaw, Witold Lutosławski  
studied the violin with Lidia Kmitova, a  
teacher who had herself studied with the great 
Joseph Joachim, Brahms’s friend. It stood 
him in good stead. Throughout his life he had 
an instinctive feeling for what makes string 
instruments glow. His Chain 2 (1985) and  
Partita (1984) became instant classics of the 
solo violin repertoire; heartbreakingly, only 
fragmentary sketches of a planned Violin 
Concerto were found after his his death. 

So Lutosławski’s final completed work for  
his “own” instrument was this four-minute 
firework, composed in 1992 to a commission 
from Joseph Gingold as a test piece for the 
September 1994 Indianapolis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From flashing opening 
to mysterious close, its four quickly-shifting 
sections combine into a sort of potted history  
of violin virtuosity, central European-style:  

the fast-slow contrasts of Brahms and  
Bartók, the glitter of Wieniawski and the  
elusive, ecstatic poetry of Szymanowski.  
And yet all, somehow, sounding as if it could 
have been written by no-one but Lutosławski. 

Henryk Wieniawski (1835–1880)
Fantaisie brillante sur des motifs de l’Opéra  
Faust de Gounod, Op. 20

Ole Bull wasn’t the only 19th century violin 
virtuoso to lead a colourful lifestyle: Henryk 
Wieniawski ran him close. Born in Lublin, 
Poland (then part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admitted to the violin class of the 
Paris Conservatoire at the age of eight. By the  
age of 13 he was touring Europe and his  
later career took him from St Petersburg to 
California. With his brooding expression  
and goatee, he cut a dashing figure. But  
success started to take its toll. His weight 
ballooned – the student Tchaikovsky,  
borrowing Wieniawski’s tailcoat for a concert, 
found it so big as to be unwearable. He  
collapsed and died of heart failure at the 
St Petersburg home of Tchaikovsky’s patroness 
Nadezhda von Meck in April 1880, aged  
onl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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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inists still adore his original compositions  
(his Légende Op. 17 is surely the ultimate  
vehicle for players with a lush tone and a 
smouldering gaze) but busy international  
virtuosi didn’t always have the time to think  
up their own melodies. Hit operas provided  
them ready-made: Wieniawski’s Fantaisie  
brillante of 1865 belongs to the same 
tradition as Sarasate’s Carmen Fantasy (1883)  
and Liszt’s operatic paraphrases. Gounod’s 
Faust had premiered in Paris in 1859, and  
for much of the next century would rank  
amongst the world’s favourite operas. 
Wieniawski takes a series of themes from  
Faust – culminating in the famous Act 2  
waltz – and creates from them an extensive,  
five-section violin showpiece, replete with  
double stops, harmonics and high-speed  
string-crossing: the full arsenal of 19th  
century virtuosity. But this is an opera, after  
all. He never forgets to sing. 

© Richard Bratby

JULIA HWANG
Violin

Julia Hwang gave her professional solo début 
with the English National Baroque Chamber 
Orchestra at the age of nine, performing  
Bach’s Concerto in A minor, and performed  
for legendary violinist Ivry Gitlis in the same  
year. She recorded two CDs at the ages 
of eleven and twelve, and, also at the age  
of twelve, performed with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Julia has been a 
veteran of the concert stage for many years  
and her numerous solo appearances with 
orchestras internationally have led to an  
ever-increasing schedule of concerts both in  
the UK and abroad. 

Julia has appeared many times on live  
television and radio through the BBC and 
ITV and, in 2012, she was featured in a  
BBC4 documentary about the nation’s  
favourite composition The Lark Ascending by 
Ralph Vaughan Williams. Her performance of 
this work was specifically chosen by the BBC  
to represent this timeless classic of the great 
British composer, and the documentary has  
been re-broadcast on many occasions due to 
popula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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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5, she was appointed to be a cultural 
ambassador for the BRACE Alzheimer’s Society, 
alongside broadcasters Jonathan Dimbleby and 
Martyn Lewis.

Other public and charity performances have 
included performing at the 2012 Violins of 
Hope music festival in North Carolina, USA, 
with Shlomo Mintz and David Russell; a  
charity concert at Highgrove to raise funds  
for The Prince’s Trust alongside Julian  
Lloyd-Webber; and innumerable further 
concerts to raise money for, among others,  
The Alzheimer’s Society, the NSPCC and 
MacMillan Cancer Relief.

Julia is an undergraduate at St John’s College, 
Cambridge. She began her violin studies at 
the age of seven with Richard Crabtree as 
an academic and music scholar at Clifton  
College, Bristol, and currently studies with 
Itzhak Rashkovsky in London. 
 
She plays on a Peter Guarnerius of Mantua  
violin (c.1698), on generous loan from the 
Alders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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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MATTHEWS
Piano

Born in 1966, Charles Matthews studied at  
the Royal College of Music, London, and was  
an Organ Scholar at Trinity College, Cambridge.  
His teachers have included Beryl Tichbon,  
Gwilym Isaac, David Pettit, Patricia Carroll,  
Nicholas Danby, Charles Spinks and Dr  
Richard Marlow.

Charles has won numerous awards, perhaps  
most notably first prize in the 1999 Franz 
Liszt Organ Interpretation Competition in  
Budapest. His most recent solo recording is 
of Francis Routh’s cycle The Well-Tempered  
Pianist; some tracks from this CD can be heard 
free of charge at the composer’s website.

Recent engagements include solo performances 
in the UK and Spain, as well as duo recitals 
with flute, recorder, violin, cello and voice. 
He has premièred new works by a number of  
composers including Susan Howley, Rob Jones 
and Andrew Glover-Whitley.

A collection of Charles’s compositions for flute  
and piano was published in 2006 by Schott.

Charles has performed for productions by the 
Royal Opera and Royal Ballet, and recorded 
music used in various theatres in Spain.

Charles is organist of St Catharine’s Church, 
Chipping Campden, Gloucestershire, and also  
contributes to the Spire organ and electronics 
project. He works extensively with young 
people, teaches piano at King’s High School,  
Warwick, acts as piano accompanist and organ 
tutor at the Birmingham Conservatoire, and  
works as conductor and contemporary music  
coach for the annual Curso Internacional  
Matisse at San Lorenzo de El Escorial,  
Spain, where he runs the Ensemble Postante.

Charles is married with thre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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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인트 존스 레이블의 첫 번째 비(

非)합창곡 CD로 줄리아 황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녀는 그녀 세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협연 파트너인 찰스 매튜는 오래전 제가 

클리프턴 컬리지에서 함께 공부했을  

때부터 매우 존경했었습니다.

저는 줄리아 황(우연히 그녀도 클리프턴 

컬리지 출신)의 멋진 연주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그녀가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지원하도록 

적극 권유해 주신 고(故) 데이비드 윌콕스 

경에게 감사드립니다.

줄리아 황이 졸업하는 시기에 맞춰 

발간되는 이 디스크가 그녀를 – 수비토! 

– 세계 무대에서 그녀의 합당한 위치로 

올려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앤드류 네스싱허
음악감독

케임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줄리아 황 수비토: 슬리브 소책자
소개 글

수비토는 저의 개인 리사이틀로 

꾸며졌습니다. 그 각각의 곡들은 모두 제 

청소년기 동안 저의 바이올린과의 여정을 

부분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을 

위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작업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번 CD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제 졸업과 동시에 출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생으로서 3년간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던 캠브리지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모든 교수님 특히 링크 교수님, 교직원 

분들, 그리고 특히 항상 격려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신 세인트 존스 

총장님이신 크리스 돕슨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이 CD를 녹음할 때에도 악보 

페이지도 손수 넘겨주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저의 부모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줄리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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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예술성이란 그 접촉의 순간을 

붙잡아 최종 음이 서서히 사라져 간 후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하는 그 무엇을 

창조해내는 데 있다.

에드바르 그리그 (1843—1907)
바이올린 소나타 No. 3 C단조 Op. 45

알레그로 몰토 에드 아퍄쇼나타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자

알레그로 아니마토 

베르겐의 전차 종착역 근처에 에드바르 

그리그의 동상이 서 있다. 등신대의 5

피트 1인치 크기로 유명하지만, 갈매기가 

앉아 쉴 만큼 특히 높은 동상은 아니다. 

그러나 코너를 돌아가면 훨씬 더 인상적인 

기념물이 있다. 우아한 연미복을 입은 키 

큰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위 더미 위에서 

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의 발밑에는 

손에 하프를 쥐고 있는 음악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감탄하면서 위를 쳐다본다. 

이 사람이 베르겐이 낳은 또 다른 위대한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1810—

1880)이다. 노르웨이 최초의 세계적인 

스타이자 백만장자로 은퇴한 화려한 인물. 

안드레 리유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다.

올레 불은 그리그의 인척으로 그 학생 

리차드 브래트비: CD 슬리브 해설

수비토 (Subito): 갑자기 또는 즉시. 그 외 

다른 뜻, 놀라움으로 가득 찬, 드러냄 또는 

변신의 순간.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가 

1994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바이올린 경연 대회를 위해 작곡한 

쇼피스에 이 제목을 붙였을 때, 그는 

이러한 모든 특성, 그리고 그 이상의 것, 

바로 유쾌한 놀라움, 진정한 기교를 통한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멋지고 직통하는 

음악적 교감의 순간을 불러일으켰다. 

줄리아 황은 그녀의 데뷔 앨범에서 

소통으로서 기교라는 아이디어를 택하고 

네 가지 다른 방향에서 이를 담아냈다. 

그리그는 기교를 지역적 전통 및 

국제적 전통 모두와 혼합시켜 뚜렷하게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본 

윌리엄스는 바이올린 기법을 종달새의 

노래처럼 순수한 표현으로 정화한다. 

루토스와프스키는 찬란함이 바로 그 

자체의 의미인 짧고 눈부신 순간을 

창조해내고, 탁월한 엔터테이너인 헨릭 

비에니아프스키는 다른 사람의 곡에서 

환상의 실을 자아내어 그 과정에서 이를 

풍성하게 한다.

어떤 데뷔도 수비토, 즉 경이로운 놀라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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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세 번째 소나타에 대해 외국의 

청중들이 가장 깊은 인상을 받는 특성들은 

아마도 우리가 그리그의 음악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특징, 가장 “

노르웨이적인” 것들, 즉 상쾌한 신선미, 

서정적 멜로디, 청진한 색깔, 그리고 거친 

포크 댄스 리듬일 것이다. (그리그는 

젊은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자 테레시나 

투아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는 농담으로 그녀를 “나의 

트롤 언덕 위의 조그만 바이올린 요정”

이라 지칭했는데 아마 노르웨이어로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소나타에 웅장함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 소나타는 그리그가 “

더 넓게 바라보기”를 언급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폭과 교향악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그의 유일한 교향곡 역시 C

단조인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 1

악장은 간결하고 작은 회오리바람의 

모티프로 시작되고 이어서 반짝이는 

고드름 같은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피아노 

위에 바이올린이 갈망하는 제2 주제를 

소개한다. 그것은 소타나 형식 악장의 

엄청난 클라이맥스를 위한 아주 충분한 

재료다.

피아노가 알레그레토(거의 

작곡가를 전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850년대 베르겐에서 성장한 음악가라면 

도저히 그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그가 천성적으로 솔로 

피아노곡과 노래로 기울고 있었음에도 

올레 불의 악기인 바이올린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그의 세 편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그의 음악 경력을 구분 

짓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나타(1865

년 & 1867년)는 대규모 고전적 형식으로 

상당히 큰 음악적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의 

초기 작품들에 속한다. 20년 뒤 1887

년 그가 베르겐 남쪽 노더스바넛 만 위의 

소나무로 덮인 곳에 그의 가족을 위해 지은 

별장인 토롤하우겐에서 완성한 세 번째는 

그의 마지막 소나타가 된다.

그러나 그는 이 세 소나타 모두를 

자랑스러워했다. 1900년 1월 그는 

오랜 친구인 극작가 비에른스티에르네 

비에른손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세 작품은 나의 최고 작품들에 

포함되고, 나의 발전에서 각기 다른 

단계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순진하고 

이상으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이며, 세 번째는 더 넓게 

바라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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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서부 전선의 공포에 대한 반발인 

듯이, 그는 다시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로 돌아갔다. 그의 음악, 특히 1922

년의 목가적 교향곡은 조용한 힘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했다. 1919년 여름, 

킹스 웨스턴의 서머셋 컨트리 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마침내 종달새의 비상을 

완성했는데, 애초에는 바이올린 및 

피아노곡이었다. 오케스트라 버전은 1921

년 런던의 퀸즈 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마리 홀과 지휘자 아드리안 볼트에 의해 

초연되었다.

종달새의 비상은 독특한 작품으로서 

겉으로 들어내 보임의 흔적이 없는, 극도로 

어려운 바이올린 쇼피스이다. 시, 순수함 

그리고 표현력 있는 음색의 아름다움이 

전부이다. 고요한 풍경을 배경으로 솔로 

바이올린은 종달새, 새의 노래 그리고 

메러디스 시의 정신 모두가 된다. 

그는 하늘로 올라 빙빙 돌기 시작한다,

단절 없는 많은 고리들로

소리의 은사슬을 그가 떨어뜨린다

짹짹, 휘파람, 말 흐림 그리고 떨림으로…

그의 하늘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노래할 

동안,

이것은 그가 떨어뜨리는 지구에 대한 

에스프레시보와 유사)로 시작한다. 

일부는 느리고, 일부는 경쾌한 인터메쪼, 

변덕스러운 춤곡이 즐겁고도 슬픈 중간 

섹션에 들어 있다. 그다음, 피날레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주고받다가 

봄 및 노르웨이 할링 춤의 발차기와 함께 

활기찬 행진을 한다. 고조되는 제2 주제가 

빛나고 승리를 거둔 귀향의 길을 준비한다. 

그리그는 이 소나타를 1887년 12월 10

일 라이프치히에서 초연했으며, 아돌프 

브로드스키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랄프 본 윌리엄스 (1872—1958)
종달새의 비상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랄프 본 

윌리엄스는 조지 메러디스의 시 “종달새의 

비상”을 읽고 그의 마음의 귀에서 이 “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를 들었다. 그 다음 그는 다른 수많은 

사람처럼 음악을 제쳐두고 프랑스에서 

복무했다. 본 윌리엄스는 구급차 운전사로 

복무했고, 그의 두 위대한 친구들인 

작곡가 조지 버터워스와 세실 콜을 포함한 

많은 사람과 달리 그는 살아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는 “나는 때때로 

그 많은 공백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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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프 요아힘를 사사했다. 이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일생 그는 어떻게 해야 

현악 악기가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능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의 체인 

2(1985)와 파르티타(1984)는 즉시 솔로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클래식이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계획된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편적인 스케치만이 그의 

사후에 발견되었다.

따라서 루토스와프스키가 자기 “자신의” 

악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이 

1994년 9월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경연 대회의 과제 곡으로 요제프 

긴골드로부터 의뢰받아 1992에 작곡한 

이 4분짜리 현란한 기교 곡이다. 번쩍이는 

시작부로부터 신비로운 끝맺음까지 

빠르게 옮겨가는 이 곡의 4개 섹션들은 

결합되어 일종의 한곳에 모아 놓은 

바이올린 기교의 역사, 바로 중부 유럽 

스타일, 브람스와 바르톡의 빠름과 느림의 

대조, 비에니아프스키의 번쩍임, 그리고 

시마노프스키의 알 수 없는 몽환적인 

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는 

루토스와프스키가 외에는 그 누구도 

작곡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사랑이다,

그리고 점점 날갯짓하며 위로 오르면,

우리 골짜기는 그의 황금 컵,

그리고 그는 넘쳐 흐르는 와인이다

그가 갈 때 우리를 그와 함께 높이기 위한 

...

이 모든 것은 퍽 단순해 보인다. 그 첫 

코드에서 여름철 안개 아래에서 졸고 있는 

“울긋불긋한 카운티들”이 떠 오를 수도 

있다. 이 작품이 그렇게 사랑받게 된 것은 

이 작은 걸작의 완벽한 정적 때문이다. 

그러나 본 윌리엄스의 목가적 스타일을 

조롱하는(“소똥 음악”은 한 때 유행하던 

모욕이었다) 사람들조차 종달새의 

비상은 흠잡을 수가 없다. 1920년대가 

지나가면서 그는 더 거친 일로 되돌아간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윌리엄스는 ‘그의 

세대 전체처럼’ – 완벽한 여름날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꿈을 꿀 권리를 

획득했다.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1913—1994)
수비토

바르샤바에서의 소년 시절,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는 리디아 크미토바 

선생님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크미토바는 브람스의 친구인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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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지만, 바쁜 세계적 거장들이 항상 

자기 자신의 멜로디를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히트한 오페라가 그들에게 좋은 

소재를 제공했다. 비에니아프스키가 

1865년에 작곡한 화려한 환상곡은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1883)과 

리스트의 오페라 적 변형과 같은 전통에 

속한다. 구노의 파우스트는 1859년에 

파리에서 초연되었고, 그다음 세기의 상당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에 꼭 손꼽힌다. 비에니아프스키는 

파우스트에서 유명한 2막 월츠에서 절정에 

이르는 일련의 주제들을 취하여 이를 더블 

스톱, 하모닉스 그리고 아주 빠른 스트링 

크로싱의 기교로 가득 찬, 광범위한 5부로 

된 바이올린 쇼피스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19세기 기교의 완전한 수장고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오페라다. 그는 결코 

노래하기를 잊지 않는다. 

리차드 브래트비

헨릭 비에니아프스키 (1835—1880)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Op. 20

올레 불 만이 화려한 생활을 영위한 19

세기 바이올린 거장은 아니었다. 헤릭 

비에니아프스키도 그에 필적했다. 폴란드 

루블린(당시에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음)

에서 태어난 그는 8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바이올린 수업을 들었다. 13살 

될 때까지 그는 유럽 투어를 했고, 그의 

커리어 후반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했다. 그는 음울한 

표정과 염소수염으로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제자 차이코프스키가 콘서트를 위해 

비에니아프스키의 연미복을 빌렸을 때

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쓰러졌고 1880년 4월 불과 44세의 

나이에 차이코프스키의 후원녀 나데즈다 

폰 메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집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여전히 그의 자작곡

(그의 전설 Op. 17은 분명히 매혹적인 

음색과 억누른 분노의 시선을 지닌 

연주가들에게 궁극의 수단이다)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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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는 자선 연주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5 년부터 영국의 

대표적인 뉴스 앵커 조나단 딤블비 

(Jonathan Dimbleby) 그리고 마틴 

루이스 (Martyn Lewis)와 함께 BRACE 

알츠하이머 재단의 문화 대사로 임명되어 

활동 하고 있다.

그녀의 다른 자선 공연으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슬로모 민츠 

(Shlomo Mintz) 와 데이비드 러셀 

(David Russell) 교수와 함께한 2012

년 ‘Violins of Hope’  음악 축제가 있고 

영국 촬스 왕세자 궁 (Highgrove) 에서 

줄리언 로이드 웨버와 함께 Prince’s Trust 

자선공연이 있으며 그 외 특히 알츠하이머 

재단, NSPCC 및 MacMillan Cancer 

Relief 등을 위한 수 많은 콘서트가 있다. 

줄리아는 2013년 영국 왕립 음악원 수석 

합격과 함께 케임브리지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세인트 

존스 컬리지 (St. John’s College) 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영국 

왕립 음악원 에서 연주자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 

그녀는 7살의 나이에 영국 브리스톨의 

클리프턴 컬리지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 

줄리아 황: 약력

줄리아 황은 9살때인 2005년 English 

National Baroque Chamber Orchestra 

와 바흐의 협주곡 A 단조를 협연하며 첫 

프로페셔널 솔로 데뷰 무대를 가졌고, 

같은 해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리 

기틀리스 (Ivry Gitlis) 를 위해 런던에서 

연주했다. 그녀는 11살과 12살의 나이에 

각각 음반을 녹음했고 또한 12살에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공연했다. 

줄리아는 수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무대에 초청되어 오케스트라 협연 및 

솔로 연주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줄리아는 BBC와 ITV등 다수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하였고, 

대표적으로는  2012년 BBC에서 제작하고 

전국에 방송된 영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곡인 랄프 본 윌리암스 (Ralph Vaughan 

Williams)의 ‘종달새의 비상’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위대한 영국 

작곡가의 영원한 고전을 재현하기 위해 

BBC가 특별히 선정한 것으로 줄리아는 ‘

떠오르는 스타’ 로 소개되었으며 영국의 

위대한 작곡가인 본 윌리암스의 대표곡을 

감동적으로 연주 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기리에 여러 번 재방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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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 맺은 공연 계약으로 영국 및 

스페인에서의 솔로 공연 외에 플루트, 

리코더, 바이올린, 첼로 및 성악과의 듀오 

리사이틀 등이 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수잔 하울리, 롭 존스 및 앤드류 글로버-

위틀리의 새로운 작품들을 초연했다.

그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작곡 모음집은 

쇼트(Schott) 사에 의해 2006년에 

출시되었다.

찰스 매튜는 로열 오페라단과 로열 

발레단의 공연에서 연주했으며, 스페인의 

여러 극장에서  음악을 녹음했다.

찰스 매튜는 글루스터셔 치핑 캄덴의 

세인트 캐서린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있고 또한 스파이어 오르간 및 전자악기 

음악 프로젝트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워릭의 킹즈 하이 스쿨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버밍험 음악원에서 

피아노 반주자 겸 오르간 교수로 활동하며, 

스페인의 산 로렌조 데 엘 에스코리알에서 

매년 열리는 커소 인터나쇼날 마티스에서 

지휘자 겸 현대 음악 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앙상블 포스탄테를 이끌고 있다.

그는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및 음악 장학생으로서 리차드 크랩트리 

교수와 바이올린 공부를 시작하였고, 현재 

런던에서 이작 라쉬코브스키 교수와 공부 

하고 있다.

줄리아는 영국 알더슨 재단의 지원으로 

1698년에 제작된 피터 과르네리 (Peter 

Guarnerius of Mantua) 바이올린을 

연주 하고 있다.

찰스 매튜 Charles Matthews: 약력

찰스 매튜는 1966년생으로 런던의 

왕립 음악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했고, 트리니티 

컬리지에서는 오르간 장학생이었다. 

그는 베릴 티치본, 귀림 아이적, 데이비드 

페티, 패트리샤 캐롤, 니콜라스 단비, 찰스 

스핑크스 및 리차드 말로 박사 등으로부터 

배웠다.

찰스 매튜는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1999

년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오르간 

해석 경연 대회에서 1등 한 것이다. 

그가 가장 최근에 녹음한 솔로 앨범은 

프란시스 라우스의 피아노 연곡 평균율 

피아니스트로서 이 CD의 일부 곡들은 

작곡가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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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 Sonata No. 3 in C Minor, Op. 45 
 Edvard Grieg 

1 I.  Allegro molto ed appassionato  [9.34] 
2 II.  Allegretto espressivo alla Romanza  [7.31] 
3 III.  Allegro animato  [8.01]

4 The Lark Ascending  [14.30]
 Ralph Vaughan Williams  

5 Subito [4.49]
 Witold Lutosławski

6 Fantaisie brillante sur des motifs de  [17.07] 
 l’Opéra Faust de Gounod, Op. 20 
 Henryk Wieniawski 

 Total timings:  [61.36]

JULIA HWANG VIOLIN

CHARLES MATTHEWS PIANO

 ST JOHN’S COLLEGE,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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