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 전체 순위 

순위 곡목

1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3 베토벤 교향곡 9번

4 베토벤 교향곡 5번

5 비발디 사계

6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7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8 드보르작 교향곡 9번

9 베토벤 교향곡 7번

10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11 베토벤 월광 소나타 14번

12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13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op.64

13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15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16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17 베토벤교향곡6번

17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1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20 브람스 교향곡 1번

20 브람스 교향곡 4번

22 바흐 G선상의 아리아

23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3 말러 교향곡 5번

25 파헬벨 캐논 변주곡

26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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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27 슈베르트 아르페지오 소나타

29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3번

29 바GM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29 베토벤 교향곡 3번

32 말러교향곡2번

32 쇼팽 녹턴

34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35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Op.26

35 쇼팽 즉흥 환상곡

37 모차르트 레퀴엠

38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 2번

39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39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39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 D단조

42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43 슈베르트 송어

43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3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46 엘가 사랑의 인사

47 브람스 교향곡 3번

47 바GM 마태 수난곡

4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50 쇼팽 녹턴 20번

51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51 쇼팽피아노협주곡2번

51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51 에릭 사티 3개의 짐노페디

51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56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56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58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58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58 그리그 페르귄트

58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Op.61

58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58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64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64 쇼팽 녹턴 9-2번

64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64 라흐마니노프 교향곡2번

68 비탈리 샤콘느

68 오펜바흐 재클린의 눈물

68 쇼팽 발라드 1번

68 브루흐 콜 니드라히

68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73 바하 평균율 클라비어

73 베토벤 로망스 2번

73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76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Op. 77

76 스메타나 나의 조국 몰다우

76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76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76 리스트 라 캄파넬라

76 말러 교향곡 1번

76 베토벤 3중협주곡

76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16

84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라캄파넬라)

84 슈만 트로이메라이(꿈)

84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84 슈베르트 즉흥곡 D899



84 차이코프스키1812서곡

84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84 슈베르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

84 리스트 사랑의 꿈

92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9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92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92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92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무직

92 바그너 탄호이저

92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99 헨델 울게 하소서

99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99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102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102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102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102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102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102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102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102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102 말러 교향곡 3번

102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102 무소그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113 비발디 화성과 조화의영감

113 생상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113 브람스 현악6중주 1번

113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113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118 헨델 세르세 중 Largo(라르고)

118 슈베르트 세레나데



118 슈만 피아노 협주곡

118 차이콥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118 드보르작 현악4중주'아메리카'

118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118 베토벤 대공

118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118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2번

118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118 라벨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118 도니제티 남 몰래 흐르는 눈물

118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1번

118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118 쇼팽 이별의 노래

118 슈만 피아노 협주곡

118 차이콥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118 슈만 시인의 사랑

118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138 베토벤 대공

138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138

모짜르트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 d장조

138 드보르작현악4중주'아메리카'

138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138 드뷔시-아라베스크no.1

138 리스트헝가리랩소디2번

138 도나제티날몰래흐르는눈물

138 모짜르트플룻과하프를위한협주곡

138 라벨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138 모짜르트클라리넷5중주

138 멘델스존교향곡4번이탈리아

138 베토벤 현악 4중주 14번



138 쇼팽빗방울전주곡

138 슈베르트아베마리아

138 슈베르트 교향곡 9번

138 포레-파반느

138 비발디 사계중 겨울

138 슈만 피아노4중주(Op.47)

138 베토벤에그몬트서곡

138 모짜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38 거쉰/랩소디인블루

149 엘가 첼로협주곡 e단조

149 쇼팽 발라드 4번

149 차이코프스키안단테칸타빌레

149 슈베르트피아노소나타D.960

149 베토벤현악4중주15번

149 브람스교향곡2번

149 브루크너/교향곡7번

149 생상 교향곡 3번

149 쇼팽 녹턴 21번 c단조

149 브람스 레퀴엠

149 비제 사랑은 변덕스러운 새

149 차이코프스키 플로렌스의 추억

149 비발디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

14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149 알비노니 아다지오

149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149 마스네 타이스명상곡

149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149 드보르작 교향곡8번

149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하라자데

149 로시니 윌리엄텔 서곡

149 라벨 / 볼레로

149 로시니-세빌라의음악사

149 멘델스존 무언가



149 말러 교향곡 9번

174 하이든 현악4중주 종달새

174 파가니니 카프리스24번

174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174 쇼스타코비치 로망스

174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174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

174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74 슈베르트 즉흥곡 3번

174 타레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174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2번 D.929

174 푸치니 라보엠

174 슈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

174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오묘한 조화’

174 브루크너 교향곡4번

174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174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174 슈베르트 물 위에서 노래함

174 말러 교향곡 6번

174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174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174 바흐 미사 b단조

174 베토벤 아델라이데

174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2번

174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

174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

199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199 생상 피아노 협주곡 2번

199 이바노비치 도나우 강의 잔물결

199 쇼팽 왈츠 10번

199 브람스 Op.118

199 쇼팽 첼로 소나타 Op.65



199 슈트라우스 박쥐

199 쇼팽 프렐류드

199 비발디 2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199 비제 아를의 여인

199 타르티니/악마의 트릴

199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199 홀스트 목성

199 슈만 피아노 5중주

199 브루크너 교향곡 9번

199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199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199 슈만 헌정 (리스트 편곡)

199 주페 경기병서곡

199 브람스 피아노 4중주 1번

199 슈베르트 마왕

199 사티 ‘Je te veux'

199 슈베르트 물방아간의 아가씨

199 페르골레시 스타바트마테르

199 하이든 첼로 협주곡2번

199 헨델 사라방드

199 프랑크 패니스 안젤리쿠스

199 모짜르트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지요

199 로드리고 아랑후에즈 협주곡

199 바흐 아리오소

199 라벨 물의 희롱

199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199 바흐 푸가의 기법

199 바흐 시실리아노

199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199 베토벤 장엄미사

199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199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

199 그리그 솔베이지의 노래



199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199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4번 ‘마제파’

199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199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2번

199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199 모차르트 교향곡24번

199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199 바흐 미뉴엣 G장조

199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9번

199 비제 카르멘 전주곡

199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199 포레 레퀴엠

199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99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199 모차르트 바이올린소나타 KV.304

254 헨델 파사칼리아

254 차이코프스키 사계 중 6월(뱃노래)

254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변주곡

254 베토벤 현악4중주 13번

254 벨리니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254 파가니니 카프리스 a단조

254 프랑크 바이올린소나타 A장조

254 슈만 환상곡 C장조 Op.17 중 2악장

254 하이든 교향곡 45번

254 슈만 심포니 에튀드

254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254 브루크너 교향곡 8번

254 쇼팽 연습곡 Op.10-12 ‘혁명’

254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54 쇼팽 화려한 폴로네즈

254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254 쇼팽 녹턴 8번

254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La Stravaganza"



254 슈만 시인의 사랑 Op.48

254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254 슈만 교향곡 1번

254 슈만 피아노 소나타 1번

254 쇼팽 왈츠 7번

254 쇼팽 즉흥곡 3번

254 슈만 교향곡 4번

254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

“귀에 익은 그대 음성”

254 베토벤 현악 4중주 ‘라주모프스키’

254 쇼팽 ‘강아지 왈츠’

254 브람스 자장가

254 쇼팽 녹턴 1번

254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 3번

254

생상 삼손과 델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254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2번

254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254 슈베르트 즉흥곡

254 하이든 놀람 교향곡

254 빌 더글라스 Hymm

254 쇼팽 녹턴 1번 op 9-1

254 슈베르트 즉흥곡 4번

254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254 브람스 헝가리 무곡 1번

254 헨델 수상곡

254 슈베르트 판타지아 네 손을 위한 환상곡

254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254 브람스 피아노 5중주 op.34

254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254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

254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RV. 356

254 슈만 첼로 협주곡 a단조



254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254 쇼팽 폴로네즈 "영웅"

254 차이코프스키 녹턴

254 쇼팽 에튀드

254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Op.62

254 쇼팽 녹턴 Op.55-1

254 슈베르트 교향곡 7번

254 비에니아프스키 전설

254 생상스 죽음의 무도

254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3번

254 드뷔시 첼로 소나타

254 베르디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254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

254 바흐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254 리스트 파가니니 대 연습곡 5번 ‘사냥’

254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254 모차르트 현악 4중주17번 '사냥' KV. 458

254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

254 구노 아베 마리아

254 무소로프스키 민둥산의 하룻밤

254 말러 교향곡 4번

254 바흐 관현악 모음곡 2번

254 말러 대지의 노래

254 바흐 칸타타 BWV 147

254 그리그 홀베르크 모음곡 중 전주곡

254 베르디 레퀴엠

254 김효근 내 영혼 바람 되어

254 베버 무도회의 권유

254 모차르트 교향곡 31번

254 베토벤 3중 협주곡

254 모차르트 교향곡 34번

254 드뷔시 24개의 전주곡

254 모차르트 마술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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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바그너 발퀴레의 기행

254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254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254

드보르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낭만적 소품 Op.75

254 라벨 피아노 협주곡

254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7번

254

바흐 오보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60

254 모차르트 주피터 교향곡

254 바흐 커피 칸타타

254 글린카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254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254 드보르작 피아노 3중주 4번 E단조

254 베르디 리골레토

254 모짜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254 베르디 운명의 힘

254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V. 331

254 베토벤 교향곡 8번

254 드보르작 현악 5중주 Op. 97

254 로시니 도둑까치 서곡

254 모차르트 현악 세레나데 G장조 KV. 25

254 루빈스타인 멜로디 F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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