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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로그에서 누차 주장해 왔지만, 나는 정명훈의 팬이 결코 아니다.  내 집에서 정명훈 음반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애초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런 내가 정명훈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번 쓰고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지루한 내용을) 번역하는 이유라면 간단하다.  유명한 사람이 이래저래 맘에 좀 안 든다고 의도적으로 밀어내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다.  이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얼마 전에 정명훈이 SPO를 지휘해 DG에서 낸 음반을 모두 사 공개 인증하겠다고 블로그에 선언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들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불행히도 정명훈이 정말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에 끌린 일반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이런이런이런 분들이분들이분들이분들이 이이이이 글을글을글을글을 보고보고보고보고 조금이라조금이라조금이라조금이라도도도도 생각을생각을생각을생각을 바꾸기바꾸기바꾸기바꾸기 바라기바라기바라기바라기 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 (내게는내게는내게는내게는 지루함에도지루함에도지루함에도지루함에도) 번역하는번역하는번역하는번역하는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 배경 분석은 좀 미심쩍지만 사실 관계는 정확하며, 더군다나 언론에 공개 안 된 점도 몇 개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세부가 정확했음을 첨언한다. 

 

{ 번역에번역에번역에번역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일러두기일러두기일러두기일러두기 } 
 필자는 정명훈 SPO 음악감독을 거의 항상 'Maestro Myung-Whun Chung' 또는 'Maestro 

Chung'이라 지칭하고 있다.  번역에서는 처음 두 번을 빼면 단순히 '정명훈'이라 경칭 없이 말하겠다.  마찬가지로 '전 CEO 박현정'도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박현정'이라고만 칭하겠다.  이 두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씨'라는 경칭을 유지했다. 늘 그렇듯이 번역 품질을 보장 못하니 원문
(https://drive.google.com/file/d/0B6B2nyJHVm5bSEVWaUF0dWhnZkU/view?pli=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원주는 1 2 같은 식으로, 번역자의 주는 [1] [2] 스타일로 넣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추가한 단어나 어구는 마찬가지로 [ ] 안에 표시했다.  기사 링크를 많이 추가했는데, '감사원' 등의 기관 이름이나 '고소/고발' 등의 법률 용어는 자신이 없다.  이런 세부에 대한 지적은 항상 환영한다. 원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새로 올라왔는데, 이 번역 v3에서 수정된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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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서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기를 권장한다 - 

 

ARNOLD C. NIE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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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석 - 

 나는 서울 시향(이하 SPO)의 전(前) CEO 박현정과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music 

director) 마에스트로 정명훈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관한 내 생각 몇을 공유하고자 한다.1  이 논란은 12월 초 이래 광범위하게 한국의 언론에 (국제적으로도) 오르내렸다.  그 이래, 한국의 언론이 보인 지배적 논조가 급진적으로 이동해 왔다; 처음에는 부하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확증된 박현정이 비판의 표적이었는데, 오늘(2015년 2월 6일)엔 정명훈이 "오케스트라를 사적 조직처럼 운영"하여 비윤리적으로 행동해 왔다는 주장 및 그가 사퇴하고 "한국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로 차 있기까지 하다.  전 CEO의 인권 유린은 대중의 논란 밑의 배경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대체 뭐에 대한 것이며 여기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과정을 분석하고 많은 대중적 허상(myth)을 벗겨내기 위해 이 글의 분석으로 논란을 조명해 보기 원한다. 

 내 자신에 대한 말이 다음 순서여야 할 것이다; 나는 국제적 고전음악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유럽인이다.  특히 많은 한국인 친구들 및 지인(知人)들을 통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예민하게 추적하고 있다. (한국의 고전음악계는 몇 가지 측면에선 아직 낙후되어 있으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에 대해 특히 강조한다) 

 외부인의 시각이 - 개인적 흥미와는 별개다 - 이 특정 논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조사를 진행해 된 것은 이 확신 덕이다.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끈기 있게 분석한 후, 나는 명백하게 정명훈이 중상 [모략]의 희생자가 되어 왔으며 언론과 심지어 [서울시] 당국조차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의무를 대체로 실패하고 대신 한국 국민에게 왜곡되고 잘못되기조차 한 정보를 발표했다고 결론짓는다. 

 

1. 배배배배 경경경경 

 전체적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해, 모든 조사는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했고 현재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재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014년 12월 2일, SPO의 [사무국] 직원 다수(30명 중 17명)가 서명한 청원호소문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2  이 호소문은 SPO의 당시 CEO 박현정을 인권 침해(abuse)로 고발하                                           
1 이 글은 서울시의 공식 조사인 감사원(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Office of Inspection) 감사 결과, 백수현 씨(SPO 매니저)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oohyun.a.paik), 한국과 국제적 미디어에 올라온 여러 기고문, 대화(conversation) 등을 포함하는 많은 정보원(sources)에 기초한다. 
2  이 호소문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몇 달 간 막후 사정이 있었다.  서울 시장은 청원을 2014년 

10월 14일 받고 10월 말 박현정에게 고발(accusation) 사실을 알렸다.  다음에, 서울시와 시장은 비밀리에 박현정이 사직하도록 요구했다.  박현정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청원이 12월 2일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 번역자가 궁금한 것은 정작 이 호소문 전문을 



3 고 파면해 주기를 호소했다.  간단히 말해, 그 호소문은 여성과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3, 13명의 장기 근속자가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업무 능력이 부족하며 4 5,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6 박현정을 고발했다.  이는 많은 이유의 일부일 뿐이다.  박현정이 직원들을 심하게 꾸짖고 SPO의 유명한 국제 협력 파트너들을 7 저주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 한국 TV 채널에서 방송되었다. 8 이 고발에 직면하자, 박현정은 처음에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음성 녹음 같은 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후, 박현정은 SPO가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사무국이 아마추어
(dilettante)로 차 있었으며9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화가"가 났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거기 더해, 박현정은 정명훈이 "오케스트라를 사적 조직처럼 운영"한다고 하고 이는 정명훈과 서울 시장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10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를 찍은 보도 사진은 돌지만 말이다. ] 

  [ link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512.html . 정확한 사정 보도는 이 링크 http://news.donga.com/3/07/20141205/68364873/1 를 참고. ] 
3  청원에 따르면, 예를 들어 박현정은 – 자신의 SPO 재임을 예수의 탄생과 비교해 왔다 - 남성 직원의 넥타이를 잡고 손으로 국부를 건드리려 시도했다.  게다가 여성 직원들이 오케스트라의 재원 마련 행사 중 "늙수그레한 양반"들이 앉을 때 옆에 앉고 한 사람에게는 "술집 여급 일에나 어울리겠네"고 제안했으며, 다른 여성 직원에게는 “마담” 역할이 완벽하게 어울리겠다고 말했다. 

[ link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119.html .  이 각주는 좀 더 자세히 보강되었음 ] 
4 한 가지만 말하면, 박현정의 재임 기간 동안 오케스트라 후원회(SPO Patrons) 회원 수가 44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2년도 안 된 기간이다.  (지금은 18명이다) 
5 박현정은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듯하다.  사례 하나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가을에 공연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고 직원들을 꾸짖었다. [ 원래 취임 때부터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솔직하게 취임 때의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305100043 진짜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보다자신보다자신보다자신보다 더더더더 잘잘잘잘 아는아는아는아는 직원들의직원들의직원들의직원들의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존중하지존중하지존중하지존중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것것것이다 ] 
6 사례 하나; 박현정은 이 청원에 따르면 직원들을 다음처럼 쏘아붙였다; "회사가 손실을 보면 네 봉급에서 변제시키겠다.  너희가 못 하면 장기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어?" [ 자신을 '구원자 

savior'라 불렀다는 내용이 각주 3으로 이동.  보도 자료는 각주 2의 링크 참고 ] 
7 여기서 나온 국제 협력 파트너들은 Askonas & Holt(http://www.askonasholt.co.uk/)의 고위층으로, 여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전 음악 에이전시(agency) 중 하나다. 
8 한국 언론뿐 아니라 국제 매체에서도 - Slipped Disc[ http://slippedisc.com/. Normal Lebrecht의 블로그], Musical America, Classicalite 뿐 아니라 Korea Times, Korea Herald와 Korea Joongang 

Daily 같은 한국의 영자 신문들에서도 이 고발을 보도했다. [ 아마 국제 에이전시에 관련된 발언은 이것일 것임; http://youtu.be/A2ticLdaHKw 의 맨 처음 발언 ] 
9 아마추어처럼 일했다 쳐도 인권 유린을 정당화할 수 없거니와, SPO 직원들이 아마추어처럼 일했다는 아주 작은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박현정은 2013년 2월에 CEO가 됐지만, SPO는 2005년 재단 법인으로 바뀌고 2006년 음악 감독으로 정명훈이 지명된 이래(2005년 예술감독 Artistic advisor) 쭉 매우 성공적이었다.  티켓 판매율은 38.9%(2006년부터, 예를 들면 정명훈 지명 전)에서 92.8%(2014년)로 증가했으며, Deutsche Grammophon(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음악 레이블 중 하나)과 녹음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서 낸 음반 중 하나는 국제 고전음악 상을 수상했다.  SPO는 성공적인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달성했으며, 거의 모든 미국과 유럽의 유명 콘서트 홀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연주 여행을 마쳐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첫 한국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운영 쪽이 아마추어로 차 있다면 이런 성공이 가능하기나 한가? 
10  박현정의 음모론은 - 한국 언론의 많은 부분에 의해 크게 다뤄졌는데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시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간주되는데, 주로 많은 좌파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기를 지지한다.  박현정에 의하면, 서울 시장에게 정명훈이 정치적으로 쓸모 있는 이유가 둘 다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문화적 대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다(정명훈은 북한의 은하수 오



4 거의 두 달 동안 박현정은 한국 언론에 순회 공연(barnstorm)을 했고, 언론은 그 주장을 잘 보이도록 내내 밀어 주었다. 11 서울시 인권 위원회가 시행한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SPO의 직원들이 박현정을 고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박현정의 인권 침해는 확실하다. [1] 박현정이 정명훈에 대해 한 고발에 대해선, 서울시 의회가 요구하고 서울시 감사원이 수행했다.  이 조사 결과를 이 글의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다. 박현정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언론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큼도 상응하는 주목을 못 받은 데 비해, 정명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매우 놀랍다.  공적 토론의 어조와 '과녁'은 박현정이 정명훈을 공격하기 시작한 후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부분적으로, 두 가지 사례만 말하자면 정명훈의 보수가 적정한지와 지휘자로서 갖는 위상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옮겨졌다.  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겠다. 

 

2. 정명훈에정명훈에정명훈에정명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발고발고발고발 - 사실인가사실인가사실인가사실인가 허구인가허구인가허구인가허구인가? 

 정명훈에 대한 조사가, 박현정이 한 주장의 두셋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박현정의 주장 중 최소 하나가 완전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12  13  14  몇 이유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세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박현정의 논지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지금, 조사 보고서를 볼 때, 최소한으로 말해도 자체로 문제가 심각하다. 15  이는 조사 자체(per se)가 부적절하게 수행됐다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들을 적절한 맥락 없이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사용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 극적으로까지 잘못된 - 결론으로 오도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셋 정서적으로 호소력 있는 단어와 세부 사항을 골라내 (조사의 의무인 비판적 분석보다) 맥락에서 뽑아내 배                                                                                                                                   케스트라 멤버를 파리로 초청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2012년 연주회를 열었다).  박현정의 해석으로는 이것이 서울 시장이 정명훈보다 자신을 내몰려는 이유다. 
11  박현정이 오케스트라의 사무국 직원들과 정명훈, 서울 시장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 것을 말할 차례다.  이 때는 2014년 12월 초라 아직 SPO의 CEO일 때였고, 사퇴 거의 한 달 전이다.  박현정의 사퇴는 12월 29일 이뤄졌고, SPO의 이사진이 파면을 실현하기 단 하루 전이었는데, 파면되면 퇴직금(pay-off)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퇴에도 불구하고 박현정은 SPO 집무실에 1월 7일까지 출근했다 - 사퇴 한 주일 이상 뒤다. 

[ 번역자 주 1 ] 다음 링크를 보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5761&isPc=true  
12 박현정은 정명훈의 아내가 한국 자택을 수리하는 동안의 호텔 체제비를 SPO에서 지불해 주도록 요구했다고 고발했다.  이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 link ; 

http://www.huffingtonpost.kr/nahui-kim-fr/story_b_6318682.html 를 참고하시라.  설사 요구했다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 
13  박현정의 다른 고발에 대해; 곡식 낱알 정도의 진실이 있었다 해도, 잘못된 맥락(context)에서 과장하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채 사용하여 왜곡됐다.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들을 보라) 
14  서울시의 감사원에서 진행한 조사는 정명훈뿐 아니라 박현정과 전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진행했다.  이상스럽게도, 정명훈에 관한 결과만 공표했으며 다른 둘은 비밀로 묻혀 있다.  (NB; 이 조사를 앞에서 언급한 박현정의 인권침해 조사와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서울시의 인권 위원회에서 진행했다) 
15  여러 정보 중, 나는 SPO의 매니저 백수현이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oohyun.a.paik)에서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 조사 보고서의 전문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2045&act=VIEW&boardId=

22045 를 보라 ] 



5 열해 왔다.  이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 글에서 내린 이상한 결론들의 대부분 중 몇을 설명하는데 16, 이 논란의 당혹스럴만치 [수준] 낮은 많은 점들 중 하나를 구성하며, 정명훈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해 왔으며 심지어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까지도 준다(기사를 작성한 저널리스트가 암시하듯이).   전체 이슈에 대한 논란은 맥락을 통째로 무시하고 논리적 사고로 의문을 갖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적 사례 같다. 17 

 내 주장은 무엇이건 간에 정명훈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해 온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박현정이 정명훈을 고발한 많은 사항 중 8개가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그리고 이 8개는 자세히 관찰할 때 유언비어(hot air) 이상이 거의 아니다.  그 대부분이 극도로 억지 주장(far-fetched)이다.  서울시 감사원이 그런 관계 없고 말이 안 되는 추측들을 사실로 공표하고 정명훈에 대해 주장한 비윤리적 행동을 증명하는 증거로 해석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음악 산업이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조차 결여되었다는 증명일 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조차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은 [일반인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극단적 정도까지 오류가 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자; 

 - 정명훈은 빈 국립 오페라(Vienna State Opera)의 제작에서 지휘하는 기회를 떠맡아 SPO를 지휘하는 세 연주회를(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아니라 통영 국제 음악제 같은 한국 음악제에서 열린 것[2]) 연기해야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이 일정 연기는 축제 주관자 측과 완벽히 합의했으며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았다.  통영 국제 음악제에서, 정명훈은 주관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의미에서 (무료 입장에 개런티 없이) 아이들을 위해 추가로 피아노 리사이틀까지 개최했다.  아직도, 서울시 조사관은 이 연기를 '비윤리적 행동'의 증거로 보고 있다. 

 노 코멘트(No comment). 

 - 박현정은 정명훈을 '족벌주의(nepotism)'라 고발했다.  박현정은 정명훈이 아들의 전 피아노 교사인 박효순 씨를 SPO의 예술 행정 팀의 멤버로 기금 조성 조언자로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맞고, 만약 맞다면 족벌주의로 부를 수 있는가? 

  박현정의 주장에 대해 조사가 밝혀낸 단 하나라면 a) 박효순 씨는 과거에 정명훈의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b) 그가 몇 년 동안 SPO를 위해 실제 일해 왔다는 점이다(그는 기금 조성 조언자로서 SPO의 예술 행정 팀의 멤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걸 족벌주의라 말한다면 명예 훼손이다.  첫째, 박효순 씨를 그 자리에 지명한 사람은 정명훈이 아니다 - 그럴 수가 없는데, 고용 결정을 내릴                                            
16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1/116_172427.html  
17  고려해 볼 만한 이론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관련 탐사 저널리스트 Norman 

Lebrecht의 주장이다; "SPO에서 쫓겨난 전 CEO와 연합한 사람들이 음악 감독 정명훈에 대항하여 서울의 언론을 휘저어 놓고 있다. (…) 전 CEO가 조직(orchestrated)하고 지휘자에 대항하는 마녀 사냥으로 보인다." (http://slippedisc.com/2015/01/in-seoul-music-directors-enemies-accuse-

him-of-crimes/)  뒤에서, 이 이론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6 권한은 음악 감독이 아니라 CEO에게 있기 때문이다. 18 19 

  그러면 당시에 최소한 족벌주의에 대한 다른 기준이 - 자격이 부족하거나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지인이나 친척을 고용하는 등을 만족하는 - 있었나?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주목할 만한 업무 성과를 고려할 때, 박효순 씨는 이 일에 정확히 매우 맞는 사람이었다. 20 

  현재, 박현정에 대한 조사는 지명된 위치에 필요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몇 명을 그가그가그가그가 고용했음을 확인했다.  실망스럽진 않더라도, 언론이 정명훈을 (고용 결정 권한이 없다) 씹으면서 박현정에 관한 증거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꽤 이상스럽다. 21 

  2중 기준인지, 기억 상실증인지…? 

 - 박현정은 정명훈이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국 내에서 [계약 외에] 어떤 다른 음악 활동도 금지한다는 계약 조항(clause)을 무시했다고 고발했다.   

  무슨 얘긴가?  다시, 핵심적으로 최소한 맥락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이 기괴하게 왜곡될 수 있다. 

  이 이슈는 정명훈이 연 피아노 리사이틀에 대한 것이다(정명훈은 지휘자 이전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 경력이 있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다).  박현정은 이 리사이틀이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박현정의 주장은 언론에서 정명훈을 공격할 거리를 준 조사 결과에서 확증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 그러한 조항이 박현정의 요구에 따라 계약에 들어갔다면 왜 정명훈의 계약 사항에 들어가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으실 것이다.  이런 조항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점잖게 말해 인상이 기묘하다. 22 23                                            
[번역자 주 2] 이것은 '음악제'가 아니라 '통영 국제 음악재단 가을 시즌 공연'이었다고 한다.  음악제가 유명하다 보니 필자도 혼동한 모양.  지적해 주신 K님께 감사드린다. 
18 이 간단한 사실을 열의를 띤 [반 정명훈 어조의] 언론과 토론에서 무시하고 있다.  정의상, 정명훈의 일은 모든 예술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다.  모든 고용, 재정 또는 사업 관련 결정은 - 예외 없이 - CEO의 책임이다.  다른 말로, 어떠한 통상적이지 못한 일(irregularities)이라도 음악 감독의 활동에서 나타났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음악 감독이라기보다 CEO란 것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언론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19 박효순 씨가 정명훈의 제안에 의해 채용됐다 해도, 박 씨를 고용한 것은 SPO의 당시 CEO 이팔성 씨다[이팔성 씨는 우리증권 대표이사를 지냈고, SPO 초대 CEO를 맡았다].  현재, 전부터 알던 사람을 어떤 일에 추천하거나 심지어 채용한다 해도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라 할 수 없다.  어느 업계서건, 고전음악을 포함하여, 누가 전에 알던 사람과 일한다는 것은 드물지 않다.  이를 

'족벌주의'라 부른다면 조작에 가깝다. 
20  박현정이 해임한 박효순 씨는 기금 조성 조언자로서 SPO를 위해 360만 달러를 끌어 왔다 - 특히 박현정이 SPO의 CEO로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참담한 성과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다.  박현정의 2년이 안 되는 재임 기간 동안 SPO의 예산은 두드러지게 삭감되었으며, 오케스트라의 후원자 그룹인 SPO Patrons의 수는 44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글을 쓰는 현재 SPO 

Patrons 수는 18명이다) 
21 박현정이 CEO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정명훈은 단지 예술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 경영, 계약, 고용 문제 등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박현정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22 예를 들어 이 규정을 Daniel Barenboim이 베를린에서 적용받는 조건과 비교하자.  Barenboim은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모두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정명훈과 비슷한데, 지휘와 피아니스트 두 역할로 정기적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 Philharmonic Orchestra)와 공연하지만 그는 (1992년 이래) [공식적으로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Berlin State Opera)와 베를린 국립 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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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요 문제와 별개로, 문제 된 사건은 단지 허깨비와 명예 훼손으로 밝혀졌다.  실제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다고 보도되었다; 정명훈은 사실 박현정에게 승인을 요청했고, 박현정은 서면으로 승인했으나 사본을 주지 않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언론에서 박현정이 '정명훈이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3] 

 - 조사관은 정명훈이 SPO 외에 피아니스트로 음악적 활동을 하고 이 수입이 정명훈의 재단 '음악의 기적'의 재원으로 간 것을 비윤리적이라 했다.  이 활동은 시와 SPO에 전혀 재정적 손해가 되지 않는다.  왜 정명훈이 오케스트라 외에서 음악 활동을 했다고 비난받아야 하나? 

 - 정명훈은 항공권을 (의도적으로) 남용했다고 비난받았다; 두 장을 정명훈의 매니저가 사용하도록 끊었으나, 실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언론 대부분은 항공권 양[이나 액수], 일이 일어난 시점과 상황을 명시하지 않아서, 전체 일에 대해 과장되고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  부분적으로, 조사 보고서가 이 맥락을 빼먹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전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비윤리적 행동 또는 기자가 암시하듯 '범죄'까지 갈 수 있나? 24  아니다.  왜 그런가?   

  다시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2009년에 일어났다.  당시 CEO인 김주호 씨는 정명훈의 매니저가 항공권 2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는데, 매니저는 오케스트라 쪽에 청구서를 보내 왔다.  CEO 김주호 씨는 청구서를 받자마자 오케스트라가 항공권을 지불하도록 조치했고 바로 지불되었다.  그러나 정명훈의 매니저는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정명훈의 아들과 며느리가 사용한 것이다. 

  이제, 사법적으로 보아, 확실히 정명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계약을 위반한 것도 없다.  윤리적 측면은 남는다.  작은 실수지만 그 이상은 아니며, 정명훈이 이 일을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꽤 높다. 25 26                                                                                                                                    트라(Staatskapelle Berlin)의 음악 총감독(General Music Director)이며[베를린 국립 오페라의 상주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국립 오케스트라다], 여기의 오케스트라에서 2000년 종신 상임 지휘자
(Principal Conductor for life)로 지명되기까지 했다.  "정명훈이 한국에서 너무 권한이 크다"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2006년 SPO의 음악 감독이 된 후 단지 3년 계약만을 맺어 왔다는 점과(Barenboim의 종신 지명과 비교하라), SPO의 임기 동안 다른 한국 오케스트라를 전혀 지휘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Barenboim이나 베를린의 문화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를 자주 히스테릭 수준까지 다루는 언론에 대한 판단이다) 

23 정명훈에 대한 그런 계약 조항은 내게 봉건 사회(feudal society)의 조건을 연상시킨다.  

[ 번역자 주 3 ] http://chadpark.blogspot.kr/2015/01/2.html 를 참고하라.  소스는 필자가 중요 소스로 다루는 'SPO의 매니저 백수현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soohyun.a.paik)'와 동일해 보인다.  더 일관되고 보기 쉽게 정리한 글은 http://www.huffingtonpost.kr/hyungjin-

hong/story_b_6535774.html 을 보라. 
24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1/116_172427.html[각주 15와 동일 링크]  
25 다시 말하는데, 한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며 특히 '정명훈'으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바쁠 때 오케스트라의 [비행기 등] 예약 정보를 다 알지 못할 것이며, 그의 책임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자.  이 책임은 오케스트라의 경영에 관한 것이며 특히 CEO에게 있다.  언론이 이 간단한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26 닉을 'Nick'으로 쓴 사람이 Slippedisc.com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명훈은 경력 동안 돈을 매우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다년간의 임기 중 단 한 해에 딱 한 번 2장의 항공권 비용을 먹으려고 멀리서 조종했다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내 시각으로는 정말로 순진한 게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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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건수는 언론이 극적으로 과장하고 센세이셔널하게 떠벌렸다 - 저널리스트들은 정명훈이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거나 27, 오케스트라를 속였다(cheated)거나 28 '범죄'라고 억측했다(speculated). 

  언론 기사(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대해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이 항공권 사건이 6년 전 얘기고, 4년 전 한국 언론에서 이미 많이 논의하고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명훈의 계약이 같은 해(2011년)에 -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 - 항공권의 사용에 대해서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이슈가 새로 생긴 것처럼 다시 

'달아오르며' 오래 전에 결론나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서울시 당국이 지금 정명훈에게 이 항공권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 것은 더 이상스럽다. 

  첫째; 2009년의 항공권이고 이는 2011년 공개적으로 많이 논의했다.  왜 서울시 당국이 정명훈에게 돈을 지금에야 환불하도록 요구하는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왜 서울시는 4년 전에 단지 정명훈의 계약을 수정하기만 하는 대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누구건 이 때 처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29 

  둘째; 모든 면에서, 앞에서 말한 정명훈의 친척이 사용한 두 항공권은 오케스트라(또는 납세자)에게 전혀 재정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정명훈이 이런 사소한 흠으로 (아마도 자신의 잘못도 아닐 것인데) 반복하여 비난받고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볼 때 허깨비인 것으로 증명되는 상황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 조사관은 SPO가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여러 다른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구성된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정명훈을 비판했다.  조사관은 SPO의 몇 단원을 참가하도록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은 비윤리적이라 했다.  정명훈이 왜 이런 문제로 비난받아야 하나? 

 - 조사관은 오디션(audition) 위원회에서 적격이라 판정을 받은 한 명이 해고된 점에 대해 불평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은 [오케스트라의] 직원이 문제였다.  음악 감독은 모든 면에 대해 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4] 
 - 조사관은 정명훈의 계약을 비판하고, 수정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금, 정명                                                                                                                                   군요." (http://slippedisc.com/2015/01/in-seoul-music-directors-enemies-accuse-him-of-

crimes/#comments 에서 인용)  

  정명훈이 1997년 삼성에서 설립한 호암 상(Hoam Prize)을 – 한국에서 예술 분야 중 가장 상금이 크다 – 받았는데, 한국 적십자에 전액을 북한의 기아를 덜기 위해 기부했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v2의 번역에서 이 부분이 실수로 누락되었음 ] 
27  이 매우 많이 나온 요구는 예를 들어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127000524  

28 저널리스트 Rudolph Tang의 말에서.  Tang은 중국에 거주하는데, 그의 글은 (그의 Blog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영어판에 근거한 두서 개의 결함 있는 보도에만 의존한 듯하다. 
http://www.musicalamerica.com/news/?categoryid=2&start=19 and 
http://www.gramophone.com/cn/?p=2467.  

29 누군가는 아마 서울시 당국이 이 문제를 3년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정명훈의 계약은 3년마다 갱신되니 이 이슈는 계약 협상 때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아마도, 역설적으로 3년 동안의 이자를 물리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  독창성은 한계가 없다. 

[번역자 주 4] 이 부분은 필자가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원 조사 보고서에는 '부적격 판정인데도 재계약'이니까).  하지만 어느 편이건 음악 감독이 책임질 일이 아님엔 변함이 없다. 



9 훈을 비판하는 이유가 계약 때문이라니 오히려 카프카 소설처럼 기괴하다
(Kafkaesque) - 무엇보다도, 계약 협상은 서울시 당국과 오케스트라의 CEO가 했기 때문이다. 

 이 8개가 조사관이 찾아낸 문제 또는 통상적이 아닌 사항의 전부다 - 최근 10년 간의 모든 서류를 뒤진 결과다.  이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불합치 또는 실수로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7개는 [정명훈과] 무관하거나 말하자면 최소한 그저 갖다 붙인 것이다.  10년 동안 이 정도의 결과라면 어느 조직에서라도 특히 좋아 보이고, 특히 한국이 투명성에서 모범이 되기에 정확히 그리 유명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30 박현정의 다른 주장에 관해서라면, 이들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각주 11의 호텔 문제처럼) 언급할 가치가 없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언론 몇이 액면 가치(face value)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시 논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박현정은 SPO의 2014년 해외 투어를 Askonas & Holt가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음악 에이전시 중 하나) 맡았는데 여기가 정명훈의 소속사임을 고려하면 족벌주의(nepotism)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Askonas & Holt가 투어를 기획하기 위해 받은 보수에 대한 잘못된 주장으로 양념을 쳤다. 

 넓은 맥락에서 보아, 정명훈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든 논의는 웃기는 얘기로 충분히 불릴 만 하다.  오늘날의 한국에 권한 남용과 불평등 사례가 무수히 많으나, 이건 명백히 그런 경우가 아니다; 정명훈이 "오케스트라를 사적 조직처럼 운영"했거나 그가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가장 작은 증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박현정의 주장 및 조사 보고서와 언론의 대다수가 암시한 것처럼 말이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 마디 할 차례다.  언론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의 강력한 방법으로 공공 의견을 형성한다.  따라서, 다음처럼 정의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진실과 유언비어(rumor)를 분별한다.  "민주주의적 과정을 뒷받침하고 돕기 위해, (…) 정부의 감시견(watchdog)으로 기능하며
"(Wikipedia)  한국의 언론이 이 의무를 충족해 왔나?  답은 명백하다; No.  이 이슈를 보도한 방식은 한국 저널리즘 표준의 황량한(bleak)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 언론은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정명훈에 대한 조사 방식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보도 기사들의 대부분의 헤드라인과 전반적인 어조 및 다른 미디어들의 보도는 격앙되었으며(agitated) 센세이셔널하고 편향되어 있다.   이는 [사실] 몇 가지를 잘못된 맥락에 집어넣고 심지어 잘못된 주장도 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실의] 어떤 세부를 극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31 이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한국 언론을 저널리스트 Michael Breen이 비판적으로 평가한 의견에 딱 들어맞는다; "지역 언론들은 정보원으로서 극도로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정부와 경제계에 대해 감시하는 자신의 역할을 보지 않으며, 그                                            
30 한 가지만 말하자면, 국제 투명성(Transparency International) 협회의 2014년 부패 인지 지수
(Corruptions Perceptions Index 2014)에서 한국은 43위다(비교하자면 일본은 15, 홍콩은 17, 부탄이 30위다).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서울의 명예 시민인 Michael Breen은 부패를 '한국 병(the 

Korean disease)'이라 부른다. 
31 잘못된 주장의 사례는 정명훈이 서울에서 단지 1년에 2개월만 지휘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도제해의 http://www.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5/02/142_172816.html . 정확한 숫자는 거의 4개월이다.  



10 결과로 정부의 의도가 사실로서 자주 보도된다.  당신이 뉴스 줄거리를 추적할 때, 그 매우 많은 부분이 억측, 간보기(trial balloons), 유언비어, 고의적 왜곡(deliberate 

distortion)으로 판명된다. (…) 외국인 저널리스트가 챙겨 보려면, '뭐가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쓰레기(bullshit) 정도 판정기(indicator)가 필요할 것이다.' " 32 

SPO의 전 CEO 박현정은 - 정치적으로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33, 인권 유린으로 고발당한 이래 계속 한국 언론을 순회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 계속 반복한 두셋 표어
(slogan)로 기본적 정서에 호소해 온 선전으로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데 명백히 매우 성공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 그것도 이미 확증된 - 전 CEO가 저지른 인권 유린을 망각하고 대신 완전히 가상적인 항공권 2장의 부정 사용과 더 심하게 말이 안 되는 다른 이슈 때문에 정명훈을 단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언론이 박현정의 편(bandwagon)으로 그 동기에 의문을 갖거나 사실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소름끼친다.  전 CEO 박현정의 폭언(bullying),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는 확증되었으나, 이것이 그의 말을 의도적으로 수용한 언론을 멈추지는 못했으며, 정명훈을 분노의 단독 표적으로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서울시 감사원의 보고서가 책임이 있다.  그 과장, 자의성과 완전히 잘못된 구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문서로 만들어 버렸다.   사태의 진전을 제대로 조사하는 데 더 방해가 된 것은 SPO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명백한 수동적 태도였다.  이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꺼렸으며, 그랬다 해도 이 문제에서 매우 굼떴다.  한 가지만 들면, 박현정의 사퇴 후에도 그는 사무실에 나왔으며 이사회는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사퇴는 SPO와 정명훈에 대해 비난을 시작하고도 - 아직 봉급 받고 있는 동안 - 한참 뒤였다). 34 박현정은 임기 동안 이사회 구성원을 거의 갈아치웠다.  우연인가? 35                                            
32 Michael Breen은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서울의 명예 시민이고, 작가이자 컨설턴트다.  그는 장기간 동안 The Guardian, The Washington Times, The Times와 기타 신문들의 한국 통신원이었다.  이 인용은 Michael Breen, The Koreans; who they are, what they want, where their future lies. 

New York, 2004, pages 3~4 에서 가져왔다.  
33 박현정의 외삼촌 김종인 씨는 한국의 여당인 우파 새누리당의 저명한 정치인이다(김종인 씨는 청와대의 경제 수석이었으며, 새누리당 '행복 추진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박현정의 부친 박봉환 씨는 오랜 특권층(nomenclatura) 중 일원이었다(그들 중 많은 사람은 군사 독재 종료 후 20년 넘게까지도 고위층에 있었다).  박봉환 씨는 군사 독재자 전두환의 경제 자문인(advisor)이었으며, 노태우 정부의 동력상공자원부 장관에다 안보자문 위원회(Securities Supervisory Board)의 의장을 지냈다. [ 박봉환 씨의 경력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0122901012629106002. 이 기사에는 ‘동력자원부’로 나와 있으나, 실제 당시에는 ‘상공자원부’였다고 한다.  W님께 감사드린다.  김종인 씨와 관계;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305100043 . 개인적으로는 nomenclatura란 단어가 한국에서 갖는 뉘앙스 상, 박봉환 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데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 (군사 독재자 전두환은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Gwanju 

uprising 을 진압하며 수천 명의 시민을 학살했다 massacred  ; 노태우는 전 장군이며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살하는 데 공모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모두 뒤에 배신 

treason, 부패와 내란 mutiny 의 판결을 받았다.  원래 전두환은 사형이었고 노태우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으나, 모두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했다)  [ 이 부분은 오타를 포함해 그대로 옮겼으니 원 표현을 확인하기 바람 ] 
34 더 자세히는 각주 11 참고. [ 원문에는 10으로 돼 있으나, 각주 5가 추가된 것을 필자가 잊음 ] 
35 사람들은 박현정이 언론뿐 아니라 SPO 이사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의심한다.  박현정은 

SPO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뿐 아니라 직원도 많이 교체했다.  (박현정이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13명의 장기 근속 직원이 퇴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 박현정에 대한 조사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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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의 시각은 가끔 허구에서 사실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건이 그렇듯이 거의 환영에 가까운 증상(delusional symptoms)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나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전음악 탐사 저널리스트 중 하나며, 고전음악의 단체(institution)에서 권한이 남용되는 데 대해 매우 비판적인 책을 저술해 온 Norman Lebrecht의 말을 인용하겠다. 36  그의 웹사이트 Slipped Disc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문화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 37, 

Mr. Lebrecht는 SPO, 전 CEO 박현정과 정명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해 왔다.  [2015년] 1월 26일 그의 블로그 포스팅에 나온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언급이 주는 메시지는 조심스럽게 말하긴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명확하다. 

 

"서울에서, 음악 감독의 적들은 그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SPO에서 쫓겨난 전 CEO의 연합군은 음악 감독 정명훈에 대항해 서울의 언론을 휘저어 놓았다.  그는 가족을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하는] 항공권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받고 있으며 

(….) 12,000 달러를 반납하도록 명령받았다.  이 건은 범죄라기보다 사소한 실수로 들리나, 신문 기사들은 그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 CEO가 조직한 지휘자에 대한 마녀 사냥 같다." 38 

 

3. 한국이한국이한국이한국이 정명훈을정명훈을정명훈을정명훈을 ‘필요로필요로필요로필요로 하는가하는가하는가하는가’? 

 공개적 논의와 언론 보도는 이미 얘기한 대로 오히려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갈라졌다.  박현정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정명훈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첫째, [억지] 주장인 그의 ‘비윤리적 행동’(앞 장에서 해명이 됐기 바라는 문제), 둘째는 정명훈의 연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셋째로 SPO를 음악적으로 이끄는 데 그가 적절한지다.  몇 저널리스트들은 그가 받는 돈이 지나치게 높으며, 그를 ‘덜 비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고 그럴 수 있으며, ‘더 유명하기까지 한’ 거장으로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39                                                                                                                                    증했듯이 - 그 자리에 필요한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36 Lebrecht의 책 중 '거장 신화(The Maestro Myth; 1991)', '누가 고전음악을 죽였나; 거장들, 매니저들과 기업 정치학(Who killed classical music? Maestros, managers and corporate politics; 1996)', '거장들, 걸작들과 광신; 고전음악 산업의 은밀한 삶과 치욕적인 죽음(Maestros, Masterpieces and 

Madness; The Secret Life and Shameful Death of the Classical Record Industry; 2007)' 같은 것은 고전음악 저널리즘의 탐사 영역을 개척했으며 1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Lebrecht는 The 

Daily Telegraph와 The Standpoint의 컬럼니스트며, The Evening Standard의 보조 편집자다.  그는 BBC Radio 3의 해설자이자 Slipped Disc blog를 운영하며, 전세계의 대학과 주요 문화 단체에서 강연해 왔다. 
37 http://slippedisc.com/은 월 방문자 수가 100만이 넘는 전세계 독자가 보는 사이트다.   
38 http://slippedisc.com/2015/01/in-seoul-music-directors-enemies-accuse-him-of-crimes/. 다음 링크들도 보라; http://slippedisc.com/2015/02/coming-up-a-hatchet-job-on-a-music-director/ 와 
http://slippedisc.com/2015/02/media-declares-war-on-maestro/ .  

39  이런 주장의 좋은 사례는 도제해 씨의 다음 기사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5/02/143_172816.html .  이 기사는 사실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기사의 필자는 정명훈이 1년에 단지 2개월만 SPO와 일한다고 하지만 맞는 숫자는 거의 4개월이다.  필자는 정명훈이 받는 돈도 잘못 적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프로그램이 매우 보수적이라 했으나 그렇지 않다; SPO는 선도적인 동시대 음악 시리즈를 연주했으며 Los Angeles Times의 비평가 Mark Swed가 언급했듯이 아마 틀림없이 다른 어느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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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장을 자세히 보자.  첫째, 국제적 고전음악 세계에서 정명훈의 ‘지위(status)’와 지휘자로서 갖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정명훈은 – 오자와 세이지를 빼면 – 의심할 바 없이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아시아 출신 지휘자다.[5]  그가 전세계적으로 확실히 엘리트 등급에 속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객원 지휘자로서, 사실상 모든 국제적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다; 

1990년 이래 Deutsche Grammophon과 독점 계약해 왔다.  여럿 중에서,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Opéra de Paris-Bastille)의 전직 음악 감독이자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의 음악 감독이며, 2012-13 시즌부터 드레스덴 국립 오케스트라(Staatskapelle Dresden)의 첫 번째 수석 객원 지휘자가 되었다.  예술적 완벽성을 쉼 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정명훈은 오늘날의 많은 ‘제트기(jet-set)’ 지휘자들만큼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언론 조명발(buzz)이나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점에서 Carlos Kleiber나 Claudio Abbado 같은 전설적인 거장들과 비교될지도 모른다. 40 41 모든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에게 정명훈은 전설이다; 그의 연주회는 스펙터클하며, 그가 Deutsche Grammophon에서 녹음한 음반들은 – 그 중 꽤 많이 중요한 레코드 상을 받았다 – 모든 진지한 레코드 수집가의 한 부분이다. 

                                                                                                                                    아 오케스트라보다도 현대음악을 더 많이 연주한다(각주 42도 참고하라). [각주 번호 수정] 

   필자는 정명훈이 ‘(SPO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나 근거는 대지 않았다.  필자는 정명훈의 ‘거만한 태도(haughty attitude)’에 대해 불평하고 SPO의 행정 문제에 대해 듣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소환했을 때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고발했다(하지만 행정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음악 감독보다 오케스트라 CEO의 임무 아닌가).  필자는 SPO가 ‘더 적정한’ 보수일 젊은 세대의 지휘자를 찾도록 요구하면서, Riccardo Muti, André Previn, Vladimir Ashkenazy 같은 더 고령의 거장들을 – 이들은 모두 정명훈보다 상당히 연상이며 보수가 ‘더 적정하지’ 않을 것이다 - 무작정 거명하여 ‘수퍼스타 지휘자’를 오케스트라가 발견하도록 제안하는 자체 모순을 저지른다.  필자는 왜 이 네 명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는 정명훈이 서울에서 연간 150만 달러를 받고 ‘단지 Riccardo Muti (…) 같은 수퍼스타 지휘자만이 그만큼 받는다’고 잘못 주장한다.  틀렸다; 정명훈은 연간 100만 달러를 받는다.  Riccardo Muti는 시카고의 음악 감독으로 (2011년 현재) 대략 217만 달러를 받는다.  또한, 필자는 정명훈이 왜 ‘수퍼스타 지휘자’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13페이지와 특히 각주 44~46를 보라) 

   또한 필자는 SPO가 ‘몇 젊은 지휘자들과 국제적 지위가 있는 고참(seasoned) 지휘자들이 돌아가면서 지휘대에 서는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SPO에 이러한 통상적이지 않은 해법이 어느 정도나 좋을지는 말하지 않는다. (사실, SPO의 현재 상태에서 이것보다 더 의심스러우며 갖다 붙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이 기사의 수많은 잘못과 이상스러운 것 중 단지 두셋일 뿐인데, 슬프게도 이 글처럼 혼란스러운 반론과 절반의 진실과 오류를 자기류의 의견으로(self-opinionated) 섞어 놓은 글이 한둘이 아니다(not an 

isolated one).  이 논란 중에, 많은 한국 언론들이 정명훈이 지휘자로 갖는 ‘위치’를 평가한 방식은 기괴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거의 정신 분열증적(schizophrenic) 열등 의식(inferiority complex) 

(‘정명훈 같은 한국 지휘자는 외국인 거장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식)이나 과대망상증(‘정명훈이 물러나도 외국 스타 거장을 즉시 섭외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식)을 드러낸다.  이 종류의 ‘저널리즘’은 국제 고전음악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를 보여 준다. 

[ 번역자 주 5 ] 사실 모든 아시아 국가의 출신을 다 넣는다면, 인도 출신 Zubin Mehta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명 더 있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40 실제, 빈 국립 오페라의 프로덕션에 대한 리뷰에서 한 빈 비평가는 최근에 Claudio Abbado와 정명훈을 비교했다.  http://derstandard.at/2000009270223/Ersatz-der-Extraklasse-La-Traviata.  
41 정명훈의 경력은 아직 유럽과 미국인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고전음악 업계에서 그가 아시아 혈통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 왔을지 모른다.  그가 독일인이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13 지금, 무엇을 정명훈이 SPO에서 달성해 왔나? 첫째, 언론의 많은 잘못된 유언비어와 반대로, 정명훈은 한 해에 거의 4개월 동안 서울에서 지휘한다는 점을 말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그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더 자세히는 아래를 보라).  그가 SPO를 위해 들이는 헌신은 경력이란 관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 희생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와는 정반대다; 이 4개월 동안, 정명훈은 세계의 가장 훌륭한 음악 도시에서 화려한 객원 지휘자로 지명받거나, 전세계 어디서건 비교가 안 되게 더 이득이 있는 다른 음악 감독 위치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이 국제 음악 산업 매출에서 [관계자가] 인지하는 정도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rather nonexistent)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개인들은 – 그 중 많은 부분은 외국에 거주한다 –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뛰어난 기악 연주가들과 가수들, 스타 지휘자(정명훈)와 작곡가(SPO의 상주 작곡가 진은숙)가 들어간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인 음악적 매출과 단체들은 뭐건 간에 평판이 뒤떨어진다.  세계의 1류 에이전시 중 몇은 한국에서 연주회를 갖도록 협상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많은 일본 오케스트라는 오랜 전통 및 외국에 명성이 있으나, 한국 오케스트라는 단체의 불안정성, 잘못된 경영과 예술적 열등함(mediocrity)에 시달려 왔다. 42  따라서 정명훈이 SPO에서 달성한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의 임기 동안, 이 오케스트라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그저 그런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세계 수준의 단체로 탈바꿈했다. 43  Deutsche Grammophon과 CD 10장을 계약했으며, (BBC Proms를 포함해) 세계의 주요 콘서트 홀과 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고, 혁신적인 동시대 음악 연속 연주회를 열었다. 44  SPO는 교육과 방문[자선 외부] 연주회(outreach concert)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45 입장권 판매는 2005년(정명훈 지명 이전)의 38.9%에서 2014년 92.8%로 증가했다.  이 오케스트라의 녹음은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이다.  이 성공 이야기는 거의 기적으로 불릴 수 있고, 정명훈이 오케스트라에 들인 헌신에 대한 인상적인 모습이다.                                            
42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43161 이 링크처럼 한국 오케스트라에서 ‘소속 단체’의 불안정성은 가끔 웃기면서 비극적인(tragicomical)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43 2005년 정명훈의 임명 전에, SPO는 단지 17회만 연주했다. “(…) 많은 연주회에는 거의 무료와 초대권을 받은 후원자들만이 참석했다.  다른 말로, SPO는 참석을 요청하고 표를 뿌려야 연주회장을 채울 수 있었다.”  2004년에는 청중의 34%만이 “입장권 구매자로 구성되었다”(Park, H. 
and Schmitt, B.: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Columbia Case Works, Columbia Business School, 

2008.  SPO에 대해서는 Columbia Business School의 다음 사례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8.gsb.columbia.edu/rtfiles//Seoul%20Philharmonic.pdf  

44 Los Angeles Times의 비평가 Mark Swed의 말은 “(…) SPO는 다른 어느 아시아 오케스트라보다도 새로운 음악을 잘 연주한다고 명성이 있다.” 
( http://articles.latimes.com/2012/apr/21/entertainment/la-et-seoul-philharmonic-review-
20120421 )  

  SPO는 정명훈의 임기 동안 최소 170개의 작품을 한국 초연했으며, 베베른 같은 현대의 고전에서부터 스트라빈스키와 메시앙 같은 오늘날의 음악에 걸친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케스트라의 동시대 음악 연속 연주회에서 연주했고, SPO의 상주 작곡가(composer-in-residence) 진은숙의 감독 아래 있다.  이 연속 연주회에서 SPO는 많은 곡을 위촉 또는 공동 위촉했으며, Tristan Murail, 

Peter Eőtvős, Pascal Dusapin과 같은 유명 국제적 작곡가의 관현악곡을 포함한다.  잘 알려진 독일 음악 출판사 Neue Musikzeitung(NMZ)는 이 오케스트라의 동시대 작품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글을 출판했고, 매우 칭찬하며 “이런 연속 연주회는 아시아에서 특별하다”라 언급했다. 
(http://www.nmz.de/artikel/das-seoul-philharmonic-orchestra-erfindet-sich-neu ) 

45  이 오케스트라의 방문 자선 연주회 횟수는 박현정에 의해 상당히 잘렸다 – 호소문에 따르면, 박현정이 댄 이유는 ‘천하다(shabby)’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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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중적으로 시끄럽게 논란이 된 정명훈의 보수에 대해 보자.  지휘자의 보수는 세계적으로 자주 비밀에 붙여지고 계약 당사자간에만 볼 수 있지만 46 47, 정명훈의 보수는 보수와 그가 SPO에서 쓰는 시간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명해야 한다.  정명훈의 고정 연봉은 23만 달러다.  이에 한국에서 연간 4개월 체류하는 동안 그가 SPO와 함께 연주하는 연주회 보수를 더하면, 그의 총 연봉은 대략 

100만 달러다.   이는 다음을 특히 고려하면 오히려 1류 지휘자(top conductor)로서는 ‘저렴한(modest)’ 보수인데,  

 - 지휘자로서 정명훈의 전세계적 지위 - SPO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직 매우 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여기에서 4개월이나 매년 일하고 연주회를 연다는 것은 큰 헌신임 - 이 긴 동안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의 전세계적 경력이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음 

 정명훈이 사퇴해야 한다면, 누가 그를 대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세계적 음악 업계에 대해 최소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이 이번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참여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가장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지휘자와 에이전시는 앞으로 수 년간의 계획을 미리 세운다. (Berlin 

Philharmonic을 예로 들면, 2018-19 시즌의 새 상임 지휘자를 이번 봄에 발표할 예정이다.  3년 반이나 앞서 있고 의사 결정 과정은 몇 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라도 새 음악 감독을 찾는 데 5~6년 걸린다는 뜻이다!)   정명훈이 – 한국 언론 및 부분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대표자에게서 받은 적대감 때문에 

– 사퇴하도록 몰리면, 즉시 누가 그를 대체할 것인가? 몇 발언자들은 이 상황을 극도로 장미빛 안경을 끼고 본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SPO는 확실히 Muti, Dutoit, Barenboim, Rattle, Nezet-Seguin 같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다.  생각 자체만으로 무심결에 우습고 말이 안 된다.  현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46 한 가지만 말하자; Riccardo Chailly는 2009년 언론에 연간 보수 합이 (대략 193만 달러) 새어 나갔을 때 Valencia Opera의 음악 감독 지명을 거부했다; 
(http://www.bild.de/regional/leipzig/gewandhaus/rechnungshof-ruegt-gewandhaus-

26393252.bild.html[v2에서 링크 추가]).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복지 전통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독의 보수는 큰 비밀이다.  미국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한 예로 http://graphics.latimes.com/towergraphic-high-earning-conductors/). 음악 감독의 보수가 공개돼야 하건 아니건, 이 연구 범위 밖의 논란거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이 음악 감독의 보수와 그가 한 오케스트라와 쓰는 시간의 양에 대해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명훈에 대해 한국에서 일어난 논란에서 일어났다. 
47 지휘자의 보수가 일반적으로 비밀이지만, Lorin Maazel이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상임 지휘자(Chief Conductor)로 연간 3개월 계약으로 갔을 때 연간 38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한 예다.  2011년 Riccardo Muti는 시카고에서 217만 달러, Michael Tilson 

Thomas는 샌 프란시스코에서 203만 달러(전년에는 241만 달러), Christoph Eschenbach는 워싱턴에서 193만 달러 등이 최근의 언급할 만한 사례다.  맥락을 이해하려면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와 한 해에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정명훈이 서울에서 쓰는 4개월(각주 38에서 보듯이 몇 저널리스트들이 잘못 주장한 것처럼 2개월이 아니다)은 음악 감독들 평균적으로 오케스트라와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으며, 정명훈이 SPO에 들이는 헌신의 또 다른 증명이다. 



15 외국인 거장들은 보통보다 미리 두 배의 시간을 들여 접촉하더라도 한국 오케스트라와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C급 지명도의 지휘자’를 고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사실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제정신의 국제적 지휘자라면 정명훈의 직업적 능력, 보수, 인간성에 대한 기묘하고,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논란에 대해 들은 후에는 한 명도 이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과 대중의 의견은 극도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정명훈에게 요구하고 있다.  같은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정명훈의 잠재적 후계자에게도 요구해야 한다(이는 어떤 잠재적 후보도 이런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명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48 

SPO는 정명훈이 사퇴하면 재정적 문제를 겪을 것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후원자 기부는 정명훈이 음악 감독이라는 데 매여 있다.  그가 사퇴하면 SPO는 임시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아마도 거의 ‘D급 지명도의 지휘자’가 될 것이다.  이는 불가피하고 극적인 예술적 저하뿐 아니라 재정도 붕괴시킬 것이다.  이 측면은 정명훈의 비합리적 보수에 대해 호언장담하는 누구건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정명훈이 SPO에 공헌하는 것은 그의 조국에 대한 유별난 의무감 – 즉 한국의 음악 기준을 높이려는 깊은 희망을 반영한다 – 때문임이 틀림없다.  서울시는 사실 극도로 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헌신적인 ‘A급 지명도의 지휘자’를 적당한 보수로 얻었다.  정명훈이 머무르도록 설득하는 데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임이 마땅하며, 정치적으로 연줄이 넓은 전 CEO가 개인적 복수로 진행하는 듯한 정명훈에 반대하는 중상모략으로 인한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중의 의견과 언론이 권한을 남용한 전 CEO에 의해 조종되는 듯하게 보인다는 것은 더 충격적이다.  심리학적으로, 부러움이나 외국인 혐오[6] 같은 정서에 지배되어 그러한 마녀 사냥이 아마 성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봐줄 수는 없다; 정명훈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며, 10대 때 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서 살았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듯하다; 슈베르트, 바르토크, 야나체크 또는 시마노프스키가 – 두셋만 들자 – 조국에서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정명훈이 사퇴한다 해도, 그에게는 그리 큰 손해가 아니다.  그가 원하면, 훨씬 더 화려한 다른 일거리를 세계의 1급 오케스트라 중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명훈은 음악 감독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객원 지휘 경력을 [음악 감독 같은] 영구직보다 더 선호하는 비슷한 지휘의 많은 지휘자들이 있다.  전설적인 Carlos Kleiber는 마지막 영구직이 1973년이었으며 경력의 마지막 25년을 객원으로 보냈다)  그렇게 해도, 정명훈의 번창하는 국제적 객원 지휘 경력은 확실히 지속하고 더 나아질 것이다. 손해보는 편은 정명훈이 아니라 한국이다.  SPO에게 정명훈의 임기 동안은 재탄생과 센세이셔널한 진보였는데 - 한국에서 전대 미문의 업적이다 - 시민의 문화적 향유
(wellbeing)뿐 아니라 전 국가와 시의 자부심, 국가가 외국에 갖는 문화적 지위에 필수적이다.  이것이 정명훈의 이점이다.  내가 이미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명훈은                                            
48 이건 참 대단한 위선이다.  정명훈에게 적용하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전체 사회가 중간에서 멈춰 설 것이다. 

[ 번역자 주 6 ] 바로 뒤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정명훈이 현재 미국 시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듯.  하지만 2015년 현재 정명훈의 국적은 한국한국한국한국이다. 



16 지휘자와 명목상 수뇌로서 일반적으로 한국을 위해, 특히 SPO를 위해 49 대체 불가능하다.  지금의 스캔들에 싸인 환경에서 정명훈이 사퇴하면 한국의 고전음악 환경에는 절대적인 재앙이자 전 국가의 불명예일 것이다.  이에 위험은 크고, 쪼잔한(small-minded) 정치적 거래, 뒤를 캐는 사람들(muckracking) 50, 권력 남용을 저지른 전 CEO의 복수 때문에 정명훈처럼 빛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전 CEO, 언론의 많은 부분, 조사를 책임진 당국자에게 한국 국민들은 오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잘 할 만 하다. 

                                           
49 2005년 재단 법인으로서 SPO가 재출범한 후 (그 해에 정명훈이 음악 감독으로 지명), 두 번의 오디션에서 멤버 40%가 대체되었다.  SPO은 따라서 젊은 오케스트라며, 단원의 평균 연령도 그렇다.  그리고 성장과 국제적 중요성으로서 위치를 안정시키고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몇 년간 음악감독 정명훈의 자리와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 SPO의 음악 감독으로서 그를 대체할 수 있으며 거의 그의 위치에 가깝기까지 한 인물은 없다.  반대의 모든 추측은 초점 없으며 유토피아적이다. 
50 정명훈이 SPO의 음악 감독으로 지명된 이래, 그는 두 자리(stool) 사이에 붙들려 있다.  당시 서울 시장 이명박에 의해 지명됐는데, 그는 우파 정치인이며 뒤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정명훈은 '이명박의 푸들(poodle)'로 좌파에 의해 조롱받고 비난을 샀다.  서울 시장이 중도 좌파 정치인이고 전 인권 운동가이자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원순이 된 이래, 정명훈은 전통일반적으로 우파인 주류 언론에게 - 놀랄 정도로 박현정의 인권 유린에 대해 관심이 없는 - 매우 거칠게 대접받았다.  박현정이 우파이자 현 여당인 새누리당과 연줄이 막강한 정치적으로 유력한 가족 출신이라는 점이 우연일까? 

  서울 시장 박원순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회가 그에게 SPO와 정명훈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해 왔음을 역시 언급할 순서다; 정명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서울시 의회다.  서울 시장은 서울시 의회 대부분의 의원과 같은 당(새정치민주연합)에 속해 있으나, 그는 많은 문제에서 같은 당 의원들의 일치된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박원순은 2011년 [여기서 언급한 정당들과 상관 없는] 독립적 후보로 2011년 당선된 시장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 2012년에야 입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