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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머무는 곳 
여기저기서 노래다. 주말 TV를 켜도, 야외 공원도 곧 뮤직 페스티벌이다. 세계의 싱글도 예외는 아니다. 음악만 나오면 춤추게 만드는 

세계의 뮤직 클럽을 찾았다. 음악이 머무는 곳엔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 같은 흥이 있고, 봄날 햇살 같은 젊음이 있다. 에디터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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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카페 마인 하우스 암 제(Mein Haus am See)
24시간 운영하며 낮에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지만, 밤에는 파티와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이 된다. 학생, 회사원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와 클러버들까지도 이곳을 찾는다. 일렉트로닉 라이브 디제잉과 세계 각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줄을 잇는다. 

재기발랄하면서도 감각적인 젊은 뮤지션들이 공연해 핫 플레이스로 통한다.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하우스, 소울, 재즈, 펑크 등을 

선보이는 밴드 ‘마이 시크릿 플레이 그라운드’는 이곳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정기적으로 DJ와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즉흥 연주를 개최하고 있다. 위치 Torstrasse 125, 10119 Berlin 문의 +49 (30) 163 555 80 33

BERLIN

Player 라파엘 

에스피노자

(28세·엔지니어 겸 

뮤지션)

●밴드 소개 마이 시크릿 

플레이 그라운드 객원 

멤버다. 2년 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투어 공연도 

함께 했다. ●베이스 

연주 어릴 때부터 

남아메리카 소형 기타인 

차랑고, 피리,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배웠다. 

블루스, 록, 프로그레시브 

메탈, 재즈 등을 

좋아하면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치게 됐다. 

●베이스 매력 베이스는 

리듬과 멜로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전면에 나서기보단 

연주에 흥을 배가시킨다. 

●연주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관객들의 환호와 

반응이 연주와 어우러져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좋아하는 

뮤지션 로버트 글래스퍼, 

더 루츠, 디안젤로, 뷔욕 

등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로버트 

글래스퍼의 ‘I Stand 

Alon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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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다운 라이브 하우스
하레다라 소라니 마메마이데
(晴れたら空に豆まいて)
‘날이 개면 하늘에 콩 던져서’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라이브 

하우스. 도쿄에만 3곳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장의이 

지었다. 일본 전통 바닥인 다다미와 일본 우산 등을 이용해 

내부를 꾸몄다. 마스킹 테이프로 유명한 아티스트 아사이 

유스케 작품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본식 

인테리어와는 무관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국경도 장르도 

없다. 시원한 록 음악도, 조용한 피아노 연주도 모두 들을 수 

있다. 연극, 토크쇼 

이벤트도 있다. 맥주, 

칵테일은 물론 오키나와 

술 아와모리도 판매하고 

있다. 위치 도쿄도 

시부야구 

다이칸야마쵸 20-20 

몽쉐리 다이칸야마 

지하 2층 문의 +81 (0)3 

5456 8880

TOKYO

젊음의 현장 더 비터 앤드(The 
Bitter End) 
54년 된 곳이지만 포크뮤직하우스라는 점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밥 딜런, 우디 앨런, 노라 존스 등 많은 

뮤지션들이 이곳 무대에 올랐다. 펍과 같은 전용 바가 있으며 

음악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길 수 있다. 포크뮤직이 주로 

들리지만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입장료 10달러(약 1만원)만 지불하면 

수준 높은 뮤지션들의 음악을 만끽할 수 있다. 위치 147 

Bleecker St, New York, NY10012 문의 +1 (212) 673 7030

NEW YORK

Player 캐빈 대니얼

(37세·기타리스트)

●밴드 소개 1인 밴드로 

활동하고 있지만 새로운 

연주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서기도 한다. 

●기타 연주 

학창시절부터 색소폰,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다뤘다. 작곡을 

하고 싶어서 기타에 더 

포커스를 맞춰 연주하고 

있다. ●기타 매력 특히 

통기타를 연주하는데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을 

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악기다. 기타는 다른 

악기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 ●연극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내 

노래에 공감하며 함께 

따라 부를 때 기분이 

좋다. ●좋아하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인 덕 

왓슨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덕 왓슨의 ‘Summer 

time’. 컨트리 뮤직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Player 쿠라이 

나츠키(26세·하모니카 

연주자)

●밴드 소개 작년에 

결성한 카이 프티 앤 

나츠키 쿠라이라는 

2인조 밴드다. 

●하모니카 연주 

아버지가 불던 

하모니카를 물려받았다. 

●하모니카 매력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연주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멤버와 합이 잘 

맞을 때 기분이 최고다. 

●좋아하는 뮤지션 

데이비드 린들리는 

리듬감 좋은 

기타리스트다. ●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두기 

맥린의 ‘Calend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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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장 크리스토프 

디트로이(50세·가수 

겸 하모니카 연주자)

●밴드 소개 5년 전 

친구들과 바스티유 

블루스 소사이어티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하모니카 연주 내가 

음악하는 걸 싫어하는 

아버지 몰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찾은 게 

하모니카다. ●하모니카 

매력 크기가 작고 비싸지 

않다. ●연주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공간과 

음악이 조화를 이룰 때. 

●좋아하는 뮤지션 한 

명을 꼬집어 말할 순 

없다. ●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더 셀렉트의 ‘Too 

much Pressure’라는 

앨범의 모든 곡.

음식과 음악 사이 
잇태리이(Eataly)
음식문화를 선두하고 있는 푸드마켓, 그 한켠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와인을 비롯한 간단한 음료를 즐기면서 

바이올린 연주부터 밴드 음악까지 즐길 수 있다. 익숙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라이브 음악은 새롭다.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은 세계적인 셰프 조 바스티아니치다. 요리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그는 이곳에서 포크 록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장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무작위로 열리며 사전에 

홈페이지(www.eataly.net)를 통해 공지된다. 위치 Piazza XXV 

Aprile, 10, 20124 Milano 문의 +39 (0)2 4949 7301

MILANO

Player 다니엘레 

쿠르사노(25세·회사원 

겸 뮤지션)

●밴드 소개 2009년 

결성한 로벌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4인조 밴드다. 이탈리안 

팝 록을 추구한다. 

●기타 연주 14년 전 

같은 밴드 멤버인 

조르지오와 함께 

음악학교를 다니며 

배웠고, 밴드를 

결성했다. ●기타 매력 

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타는 완벽한 

악기다. 특히 일렉트로닉 

기타는 록을 완성시킨다. 

●연주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직접 만든 곡을 

관객들이 따라 부를 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낀다. 

●좋아하는 뮤지션 본 

조비는 제대로 된 

아메리칸 스타일 록 

음악을 만든다. ●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우리 

앨범에 있는 ‘Una via 

D’uscita’라는 곡인데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문화복합공간 
랑고(L’Angor)
평일엔 직장인이 애용하는 카페지만, 

주말에는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공연뿐 아니라 그림, 사진 등 전시도 함께 

열린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이 

있다. 예술과 대중이 호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샹송과 재즈처럼 대중음악이 

관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선명하게 

긋지 않았다. 누구나 무대 위에 서고,  

그 무대를 볼 수 있다. 위치 3 Boulevard 

Richard Lenoir 75011 Paris 

문의 +33 (0)1 47 00 25 00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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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클럽 보텍스 재즈 클럽(Vortex Jazz Club)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즈 클럽 중 하나로 28년 전에 오픈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라이브로 듣고 싶어하는 이들로, 보수를 따로 받지 않고 봉사한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뮤지션들이 무대를 완성한다. 주된 장르는 재즈이지만, 간혹 실험적이고 생소한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일요일마다 클럽 주최로 오디션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통과한 뮤지션이라면 공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른 

곳에 비해 입장료가 10파운드(약 1만6000원) 내외로 저렴한 편. 이곳 공연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위치 11 Gillett Square London, N16 8AZ 문의 +44 (0)20 7254 4097

LONDON

Player 안드리아 

니코데모우

(26세·바이브로폰 

연주자)

●밴드 소개 색소폰 

연주자 알렉 하퍼와 

드러머 마크 샌더스는 이 

클럽에서 계속 연주하던 

사람이다. 그들과 오늘 

처음 호흡을 맞췄다. 

●바이브로폰 연주 9년 

됐다. 늘 뭔가를 

두드리며 리듬을 맞추고 

춤추는 게 좋아서 

시작했다. ●바이브로폰 

매력 악기가 커서 나를 

감싸는데 그 기분이 

좋다. 시각적으로 튀고, 

연주할 때 역동적이다. 

●연주하며 희열 느끼는 

순간 어떤 리듬감이 

관객에게 잘 전달됐을 

때. ●좋아하는 뮤지션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든, 어떤 

뮤지션이든 그날 내 

기분, 함께 있는 사람과 

어울린다면 좋다. ●봄에 

어울리는 추천곡 독일 

출신 안무가인 피나 

바우쉬의 ‘Chor?graphe 

allemande’ 란 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