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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1007 (수원법원 하차 / 83-1, 82-1)
<도착지>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 하차 : 92
		

갤러리아 / 경인일보 앞 하차 : 15, 51, 52, 82, 82-1, 83, 83-1

		

씨티은행 앞 하차(도보 5분) : 15, 92, 92-1

자가용 동수원 톨게이트 → 광주수지방향 → 주유소 끼고 우회전 → 월드컵경기장방향 			
→ 시청방향으로 계속 직진 → 고가도로를 지나 갤러리아 사거리 좌회전 				
→ 좌측 경기도문화의전당 도착
북수원톨게이트 → 동수원사거리에서 직진 → 시청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좌회전			
→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에서 직진 → 수원톨게이트 → 수원방향으로 좌회전 			
→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기도문화의전당 후문도착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Ⅰ Arts Habitat
Ⅱ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CINE CLASSIC FESTIVAL
PEACE & PIANO FESTIVAL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립무용단 「2011 VISION 우리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립국악단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경기도립극단 「늙어가는 기술」 리뷰

Happy Present to
Open Mind
한걸음 다가가 손을 잡겠습니다.
나란히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
경기도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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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회원구분

일반회원(3만원) / 골드회원(5만원)

회원혜택

가입단체 정기·상설공연 초대권 년 총4매 제공(2회 2매)
모든 가입단체  정기·상설공연  및 전당 기획공연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0~30% / 골드회원 20~50% 할인
주차비면제(공연관람시)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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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230-3242 / www.ggac.or.kr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PROJECT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Arts Habitat 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문화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문화 복지 시스템을 구

#1 찾아가는
공연선물

현하여 개인, 이웃, 지역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
고자 한다.

실
복교
행
는
께하
함
3

#

첫째, 찾아가는 공연선물
6월 15일 가평5일장에서 경기도립국악단의 민요, 병창, 사물놀이 등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을 시행했고 각 시·군의 복지시설에 경기
도립예술단이 찾아가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6월에는 총 13회의
공연선물을 진행하였고 7월에는 10회를 계획 중이다. ‘찾아가는 공연선물’
의 신청은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날짜로부터 약 한 달
이후로 정해진다.

#2 찾아
가는 축
제 한마
당

둘째,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7월 2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팝스앙상블의 공연과 벼룩시장, 퇴계원 역
사 사진전 및 공공미술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열
릴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을 통하여 이웃 간 소통 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퇴계원면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예술로
마음의 집짓기
ARTS HABITAT

셋째, 함께하는 행복 교실
‘함께하는 행복 교실’은 2월에 강사와 단체를 모집하여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지역예술인의 예술재능 기부로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몇 달 간의 수업진행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하
긴 어렵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사와 아이들이 만나고 있다.
특히 각 센터의 선생님들은 전문강사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
을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고마움을 표하였다. ‘아이들이 합창곡에

경기도립예술단과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경기도민
의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활동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문화복지시스템을 구현한다.

익숙해지면서 쉬는 시간 및 이동하는 차안에서 배운 노래들을 흥얼거리

●글. 전략사업팀 이병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 다 같이 합창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왔다.
함께하는 행복 교실은 총 32개의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함께하는 행복 교실’은 오는 8월 6일 경기도립국악단과 협연하여 경기어
린이합창단을 알리는 계기를 갖고 어린이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첫
발표회를 갖는다. 합창곡명은 <꿈의 궁전 찾아가자>, <아름다운세상>이다.
※문의 : 전략사업팀 TEL. 031-230-3333

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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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0분의 긴 여정 끝에 연천에 도착하여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당앞에 정차한 버스에서 수녀들에게 의지하여 한

두명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장애인 중 몇몇은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었고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한 채 버스계단을
너무나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분들이 어떻게 공
연을 볼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복지사에게 물어

연천에서 만난
볼 수 없어서
진심으로 보는 아이들

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은 연극,
뮤지컬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순간 할 말을 잊었고, 식사를 마치
고 공연을 보러 갈 때까지 ‘볼 수 없는데 정말 좋아해요.’라는 말이 머
릿속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된 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들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공연 중에 배우의 대사를 듣고
상황을 상상하며 소리로 그 장면을 표현했다.
“연탄불이다”, “오른쪽으로 간다”, “넘어졌다”
그들에게 공연장은 더이상 ‘우아하고 떠들면 안되는 곳’이 아니었고

지난 6월 2일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원까지 초청이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 수레울 아트홀을 찾았다.
공연은 경기도립극단의 「뮤지컬 4번출구」가 함께 했다.
이번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의 주인공은 연천 장애인 시설인 <동트는 마을> 가족들이다.
●글. 전략사업팀 안성현

상상을 ‘말’로 표현하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쩌면 ‘보통’의 쾌적
한 공연장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이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공연장이 절실히 느껴지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이었다.

2011년 7, 8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공연
월별

7월

앞은 보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은 연극, 뮤지컬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8월

공연장

공연명

아늑한소극장

2011년 Vision 우리춤

아늑한 소극장

뮤지컬 “빨래”

국악당

국악인형극 “아기되지 꼼꼼이”

행복한대극장

청소년 국악여행 / 청소년 음악여행

사랑의 릴레이 사연
사연1
초대하는 사람 : 김미경
초대하고 싶은 사람 : 김미영 (부천부흥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
부천부흥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선생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과 에너지를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감사편지
안산 사할린 고향마을 복지관 평생교육사 강기덕입니다. 좋
은 공연을 보고도 공연소감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천년의 유산” 이란 공연을 통해 천년의 소
리, 북의 향연, 광한루연정, 부채춤, 한량무, 여인의 고정 역
동, 강강술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유익한 주말을 보

사연2
초대하는 사람 : 차현진
초대하고 싶은 사람 : 물덴동산 (정권 시설장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봉사정신으로 보살펴주시는 정권 시설장님과 물덴동
산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100% 만족했기에 못 보신 분
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산 사할린 고향마을 복
지관 어르신이 800명 중 40명만 관람하게 된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할린 영주귀국자 총 1,324명의 어르신들이(안산789명, 화성
103명, 김포 136명, 오산107명, 파주130명, 남양주 59명) 경기

사연3
초대하는 사람 : 강기덕
초대하고 싶은 사람 : 월피 맑은샘 지역아동센터
천년의 유산 공연을 사할린 고향마을 어르신분들과 공연을 본 결과 어르신의
만족도가 대단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도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춤 등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추천합니다.

도문화의전당에서 만날 설레임과 동시에 천년의 유산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 더 큰 행복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해서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로 초청
단계에서부터 친절히 대해주셔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저녁도 너무 맛있게 대접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건강하
시고 행복하시고 예쁜마음 평생 간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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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릴레이> 신청하는 몇 가지 방법!
하나,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울, 팩스신청 FAX. 031-230-3275
세엣, 경기방송<박철의 굿모닝 코리아>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게시판 신청
※ 문의 T.031-230-3336 / E-mail. willyday@gg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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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프로그램

경기도국악당_국악체험과 전통공연 관람을 통한 국악의 생활화

국악소풍

글로 떠나보는
국악소풍

경기도국악당 국악소풍은 체험과 공연관람이 결합된 체험형 국악소풍 이외에도
전통공연만을 관람하는 관람형 국악소풍이 수능생 및 일반 단체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 이전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접수 시작 3주 만에 체험형 국악소풍의 사업 목표치를 달성했다.
아직도 국악소풍 신청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국악소풍의 인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글. 국악당운영팀 김형성

장구
장구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대부분에 쓰이는 대표적인
타악기로써 연주기법이 다양하여 사물놀이의 장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울림통 : 오동나무의 내부를 파서 만든 부분
·궁 편 : 가죽이 두껍고, 소리가 낮은 쪽(보통 왼쪽)
·채 편 : 가죽이 얇고, 소리가 높은 쪽(보통 오른쪽)
·조롱목 : 궁편과 채편을 이어주는 허리부분
·조이개 :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

기본을 배우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체험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전통예술의 기
본이 되는 樂歌舞(악가무)를 장구(악기), 민요(소리), 탈춤(움직임) 체험을 통해 익힘으
로써 공연에서 기본 요소들이 공연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느끼게 된다. 또한 공연
장에서의 기본예절도 지도사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알게 되는 공연장 체험

채편
궁편

조롱목

울림통

조이개
열채

·장구채 : 궁채는 가는 대나무 뿌리에 나무로 만든 둥근 뽕을 달아 사용
열채는 대나무를 깎아 만들어 사용
·입장단 : 궁채로 궁편을 치면 “궁”, 열채로 채편을 치면 “따”, 궁채와
열채를 같이 치면 “덩”
·장단(長短) : 서양의 리듬에 해당하는 우리말

궁채

은 보너스다.

민요

이것은 소풍이다

민요는 민속음악으로서 민중(시민)들에 의해 불러져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국악소풍은 소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동안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벗어나 신나게 노는 프로그램이다.
소풍을 온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라

·민요 한가락 : 민요 중에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아리랑은 통속민요이며
세마치 장단으로 흥겹게 부릅니다.

해도 체험이라는 틀에 갇히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
잡을 수는 없다. 마음은 이미 전통놀이에 가 있기 때문이

덩

다. 중식 후에 주어지는 전통놀이 시간은 평소에 맛보기 힘
든 투호, 굴렁쇠, 윷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하며 앞마당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다.

미래를 꿈꾸다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다기
보다는 수백수천년을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내공이 전해지는 게 아닐까하는 상상을 해
본다. 귀여운 후손들이 고사리 같은 손과 입으로 따라하는 선조들의 놀이가 얼마나 즐
거울까? 국악당의 자연환경과 낯설고 색다른 움직임들이 어울어지는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소풍이라는 기억으로 남아 언제든지 추억하고 그들의 삶에 국악이 한 부분
을 자리 잡는 것. 그것을 꿈꾼다.
※국악소풍 신청문의 : 국악당운영팀 TEL. 031-289-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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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

아

탈춤

따궁따

덩

리 랑 -

아

덩

덩

따궁따

덩

아

라

- 리 -

요

덩

따 궁따
리 랑 -

덩

따 궁따

탈춤은 한국의 각 지방에서 전해지는 탈을 쓰고 벌이는
전통 가면극으로 대표적으로 은령탈춤, 강령탈춤,
봉산탈춤이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고사·한시구절
→ 낙양동천 이화정(洛陽洞天 梨花亭) : 낙양성에 신선들이 노니는 배꽃이 피어 난 정자
“오늘 이곳이 옛 중국의 신선이 놀았다는 낙양성 동천의 이화정처럼 멋진 곳이니 즐겁게 놀아보자 라는 뜻”

낙 양

동 천

덩
더 덩

따
따

이화
따 덩
따 덩

정
따 얼 ~ 쑤
따 절 ~ 쑤

·봉산탈춤의 장단
→ 타령장단 : 12박인 장단으로 9박에 강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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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 CLASSIC FESTIVAL

세계의 거장 ‘MAESTRO 6’란?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카메라 배치도

『마에스트로 6』는 미국 뉴욕 줄리어드 음악학교, 이탈리아 밀라노 베
르디 국립 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등
세계의 유명 음악대학교 학생들이 꼭 한번 함께 연주해보고 싶은 지휘
자로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 6명의 거장들을 말한다. 카라얀의 대
를 잇는 살아있는 전설 클라우디오 아바도, 현대 클래식의 제왕 리카
르도 무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카리스마 로린 마젤, 차세대 최

“MORE PEOPLE, MORE CLASSICS”

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8월과 11월에 내한 예정인 다니엘 바렌
보임과 사이먼 래틀. 그들의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

클래식은 들어도 좋은지 모르겠다.
클래식 너무 좋아! 근데 어디에 어떤 공연을 보러가지?
클래식을 듣고 싶지만 무엇을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미리 클래식에 대해 알아보고 클래식 연주회를 가는 방법은 없을까?
베를린 필이나 뉴욕 필 등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쯤은 직접 가서 보고 싶지만 내한공연 티켓은
수십만 원에 호가해 망설여진다.
고화질 DVD나 블루레이를 즐기기엔 안방극장이 따라주지 않고, 넓은 리빙룸에 다이나믹한 소리를 즐기려 해
도 음향적인 서라운드 환경이나 고해상도 화질을 감당하기엔 스크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명쾌한 제안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글. 공연기획팀 유지희

회를 잡길 바란다.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를린 필하
모닉, 뉴욕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최정상급 솔리스
트 랑랑, 엘렌 그리모, 엘리사 바이러스타인, 비올레타 우르마나의 환
상적인 공연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홀, 스위스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등 아름다운 콘서트홀의 전경과 클래식
공연을 함께 선사한다.

공연보다 더욱 가깝게 4K Digital _ CineAlta 4K™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가진 최신 디지털 기술의 고해상도 화질을 자랑

객석 전체에 강요하는 진동이 순간의 사치스러운 소리의 세계로 이끌

하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 공연장 특유의 섬세하고 웅장한 사운드

어 이전까지는 경험한 적 없는 예술의 행복한 감흥이 밀려 들 것이다.

로 펼쳐질 『마에스트로 6』는 총 9대의 공연 중계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

최소한의 압축과 높은 재생률을 통해 고음질을 실현함으로써 비약적

이 다각도로 촬영하여, 연주자의 살아있는 표정과 움직임까지 일반 공

으로 세밀한 음장을 재현, 특히 공간감과 이동감을 확실히 느끼게 해

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현장감과 전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줌으로써 영상 장면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늑한

4K 영사와 최고 음향 시스템이 실제 공연장의 환경으로 파노라마처럼

공연장 객석에서 듣는 5.1 채널의 다이나믹한 음향적 효과는 해외 공

펼쳐지면, 대형 스크린에서 쏟아내는 환상적인 영상이 실제 연주에서

연의 우아한 콘서트의 분위기를 체험시켜 주고, 실제 연주의 아름다운

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감성으로 객석을 감쌀 것이다. 거장

긴장감과 안락함을 함께 전해준다.

의 의미 있는 움직임과 눈과 전신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
며,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과 뉴욕 필 등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멤버들

부담 없는 가격 Low Price

이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훌륭한 연주로 답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이제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만나볼

있어, 관객도 마치 오케스트라 멤버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 상

수 있다. 일본 신주쿠 발트 9극장을 필두로 2010년 7월 여름 S석이

영시간 내내 강력하게 땀이 배이는 익사이팅한 스포츠 관전과 같은 흥

3,000엔(약 40,000원)으로 극찬리에 상영되었던 『마에스트로 6』는 그

분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명암 대비가 뚜렷해 디테일이 살아나는데다

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인 불과 1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접할 수 있

솜털까지 보일 정도의 섬세한 영상으로 오히려 실제 연주보다 더 감동

다. 정통 클래식 팬들도 접하기 힘든 전 세계적 스타 지휘자가 이끄는

스러운 새로운 엔터테이먼트라는 평가를 일본에서 받기도 했다.

최상의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을 기분 좋은 가격과 공연장 상영이라는
특수성을 더하여 보다 친숙하고 부담 없이 클래식 본고장의 정취를 만

더욱 생생하게 Surround Audio System

끽할 수 있어 새로운 공연영상의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할 것이다.

소스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악기 공명음의 경이적 증폭 사운드가
5.1 채널 음향 환경

* 본 공연은 공연실황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TIP

Info

이란?
대형 스크린을 위해서는 HD도 부족하다!

CINE CLASSIC FESTIVAL「MAESTRO 6」

디지털 시네마 전용으로 설계된 초고해상도 프로젝터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SRX-R320프로젝터는 3개의 SXRD™(Silicon X-tal
Reflective Display)이미지 처리 소자를 장착하여 Full HDTV(1920X1080, 16:9 와이드 스크린 포맷)보다 4배 이상 향상된, 4096X2160 픽셀(가로X세로) 해상

·일시 : 2011. 7. 5(화)~6(수), 7. 12(화)~13(수), 7. 19(화)~20(수) 오후 7시

·문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예매 : 1544-2344 www.interpark.com

·공연시간 : 약 100분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을 제공한다. 고화질 색조 필름 4K 콘텐츠의 디테일을 완벽히 재현하는 진정한 4K 출력 제공, 2K 프로젝터의 4배에 달하는 해상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2K

·티켓 : 전석 1만원

·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at9(주)씨에이엔

및 HD 콘텐츠도 네이티브 2K 및 HD해상도 프로젝터로 투사한 영상에 비해 더 뛰어난 화질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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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준다. SXRD 소자는 2000:1의 높은 명함 비율을 제공하는 동시에, SRX-R320의 경우 22m 와이드 스크린에서 14fr-L의 SMPTE-표준 밝기 레벨

2011. 07 15

Simon Rattle &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Gala From Berlin 2009 ”Silvesterkonzert”

Daniel Barenboim &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European Concert 2010 from Oxford

11월 전격 내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랑랑의 『2009 송년음악회』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피아노 협연 : 랑랑(Lang Lang)

올 8월 내한을 앞둔 다니엘 바렌보임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0 유러피언 콘서트』
■다니엘 바렌보임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첼로 협연 : 엘리사 바일러스타인(Alisa Weilerstein)

[PROGRAM]
1.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2. 쇼팽 : 에튀드 작품 25, 제 1번 올림 가장조
F. Chopin : Etude As Dur Op.25 No.1
3. 차이코프스키 : 호두까기인형 작품 71, 제 2막
P. I. Tchaikovsky : The Nutcracker Op.71,Act 11

7. 5（화）
오후 7시

Claudio Abbado & Lucerne Festival Orchestra
Lucerne Festival 2008 “A Russian Night”
카라얀의 대를 잇는 ‘살아 있는 전설’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2008 루체른 페스티벌』
■클라우디오 아바도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피아노 협연 : 엘렌 그리모
(Helene Grimaud)

7. 13（수）
오후 7시

[PROGRAM]
1. 바그너 :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제3막 전주곡
W. Wagner : "Die Meistersinger von N rnberg" Vorspiel zum Akt 3
2. 엘가 :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E. Elgar :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3. 브람스 : 교향곡 제 1 번 다단조 68
J. Brahms : Symphony No.1 c minor Op.68

Lorin Maazel &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The Pyongyang Concert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거장 로린 마젤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2008년 평양 콘서트』
■로린 마젤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7. 6（수）
오후 7시

[PROGRAM]

[PROGRAM]
1. 차이코프스키 : 교향적 환상곡 ‘템페스트’
P. I. Tchaikovsky : T
 empest Symphonic Fantasy in f minor after
W. Shakespeare Op. 18
2.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S. Rachmaninoff :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o. 2 in c minor, Op. 18
3. 스트라빈스키 : <불새>모음곡 (1919년 판)

7. 19（화）
오후 7시

I. Stravinsky : <The Firebird(L'oiseau de feu)> Suite for orchestra(1919)

1. 바그너 : 오페라<로엔그린> 제3막 전주곡
R. Wagner : "Lohengrin" Prelude to Act Ⅲ
2.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A. Dvorak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3. 거슈윈 : 파리의 미국인
G. Gershwin : An American In Paris
4. 비제 :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G. Bizet : Suite "L'arlesienne" No. 2 - Ⅳ Farandole
5. 번스타인 : 캔디드
Bernstein : Candide
6. 민요： 아리랑

7. 12（화）
오후 7시

Riccardo Muti &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European Concert 2009 from Napoli
‘현대 클래식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무티의 생동감 넘치는 지휘 『2009 유러피언 콘서트』
■리카르도 무티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 : 비올레타 우르마나
(Violota Urmana)
[PROGRAM]
1. 베르디 : 오페라<운명의 힘> 서곡
G Verdi :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overture
2. 슈베르트 : 교향곡 제 8번 다장조 D944
F. Schubert : Symphony in C Major No. 8, D 944
3. 마르투치 : 추억의 노래
G. Martucci : La Canzone Dei Ricordi

Gustavo Dudamel & Simon Bolivar Youth Orchestra
Lucerne Festival at Easter 2007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샛별!
구스타보 두다멜의 열정적인 지휘와 열광적인 찬사 『2007년 부활절 음악회』
■구스타보 두다멜 /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7. 20（수）
오후 7시

[PROGRAM]
1. 라벨 : 무도의 시간 / M. Ravel : La Valse
2. 라벨 : 다프니스와 크로에 모음곡 제2번
M. Ravel : Maurice Ravel Daphnis et Chlo Suite No. 2
3. 마르케즈 : 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손 제 2번 / A. Marquez : Danzon No. 2, for orchestra
4. 히나스테라 : 발레 모음곡<에스탄시아> 중 ‘종막의 춤’
A. Ginastera : Malambo from "Estancia"
5. 레부엘타스 : 마야의 밤 / S. Revueltas : La noche de los mayas
6. 페르난데스 : 바투케 / O. L. Fernandez : Batuque
7. 레너드 번스타인 : 맘보 / L. Bernstein : M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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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 PIANO FESTIVAL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대향연

「PEACE & PIANO FESTIVAL」
24 GREAT HANDS

지구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가들의 공헌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실현하다!
Pianists' Emotion & Artistry Contributes the Earth
클래식 음악의 큰 주류를 이루는 교향악, 실내악, 관악, 오페라 등을 위한 축제는 어디에선가
들어보기도 때로는 직접 공연장을 찾아가 즐겨보기도 했을 법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악기, 피아노를 위한 페스티벌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사례가 드물기에 올 8월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Peace & Piano Festival’이
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글. 공연기획팀 이상현

피

아니스트인 김대진이 예술 감독으로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 피아노 음악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출연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피아노 음악의 1세대인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2세대인 김영호, 백혜선,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그리고 3세대인 임동혁,

손열음, 조성진이 있는데, 이들 12명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 손의 터치와 느낌이
위대하다 하여 페스티벌의 부제도 ‘24 Great Hands(위대한 24개의 손)’라 정하였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초청 연주자들의 연주를 각각의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크나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피아노계의 대선배와 신예 연주자가 때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세대를 초월하며 무대에 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를 포함
한 젊은 피아니스트 5명이 함께 출연해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펼쳐 보인다. 이 공연 수익금이 국제구호개발 NGO ‘월
드비젼’ 사업의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및 공헌으로 진정한 감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교육
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나눔을 위해 오픈 클래스(교수/김대진)와 마스터 클래스(교수진/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영호)도 개최될 예정
이어서 지역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교육 프로그램 커다란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시도되며 한국이 키워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대향연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하려는 ‘Peace & Piano
Festival-24 Great Hands’.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와 삶의 이야기, 색다르게 시도되어지는 공연과 이벤트, 지역사회 및 문화를 위해 이
바지할 교육 프로그램, 국제구호단체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한 예술가들의 사회공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관객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범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뻗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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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rt Program

# Learning Program

Opening Concert

Master Class

8월 13일 오후 7시30분 / 행복한대극장

8월 14일 ~ 17일 / 아늑한소극장

신수정, 이경숙, 김대진이 모차르트의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

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 경기 지역은 물론

르토를, 손열음이 리스트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을, 한동일이 베토벤

전국의 예술중, 고등학교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동일, 신수정,

피아노 콘체르토 4번을 연주한다. 피아노 음악의 전세대를 아우르는

이경숙, 김영호가 맞춤형 클래스로 운영한다.

화합의 무대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페스

Open Class

티벌의 화려한 서막을 연다.

8월 15일 / 아늑한소극장

Piano Recital

지역사회의 재능 있는 미래 예술가 발굴 및 등용을 위해 피아노에 관심

8월 14일, 16일, 18일 / 행복한대극장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감독 김대진이 직접 레슨하는 클래스다.

뛰어난 곡 해석과 정교한 피아노 연주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 명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임동혁, 조성진이 출연하여 최선의 기교를

# Special Program

선보이며,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공연 후 유정아의 진행으로

Talk to Piano

간단한 인터뷰와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8월 17일 오후 2시 / 아늑한소극장
지역사회의 피아노 선생님들 및 관객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소통을 위해 예술감독 김대진의 진행으로 Peace Concert 출연자 박종훈,

Peace Concert

조재혁, 박종화와 스페셜 게스트 김철웅이 출연하여 콘서트 프리뷰

8월 19일 오후 7시30분 / 행복한대극장
예술감독 김대진과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와 스페셜 게스트인 북한

형식의 간단한 공연과 함께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함께 출연하여 피아노가 보여줄 수 있는

Piano on Screen

다양한 연주 구성(4 Hands, 3 Pianos, 2 Pianos, 8 Hands)으로 독특

8월 18일, 19일 / 아늑한소극장

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이 공연을 통해 생기는 수익금은 국제구호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피아노 협연 실황 관람 전후 전문가들의

발 NGO ‘월드비젼’에서 추진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무토시 식수시설

프리뷰 및 리뷰를 통해 피아노 음악을 쉽게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원사업’ 에 기부된다.

피아노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Finale Park Concert
8월 20일 오후 7시30분 / 수원 제1야외음악당
페스티벌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해 줄 콘서트로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이경숙, 김영호, 김대진이 출연하여 그리그 피아노 콘체르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2번,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3번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Master Class
·자격 : 피아노 전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시 : 2011년 8월 14일(일)~17일(화)
·교수진 :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영호
·참가신청마감 : 7월 15일(금) ※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연주레슨 수강료(Active) : 80,000원

Open Class
·자격 : 피아노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연일정
8월 13일(토)

·일시 : 2011년 8월 15일(월)
8월 14일(일)

8월 15일(월)

8월 16일(화)

마스터 클래스
(한동일)
14:00 아늑한소극장

마스터 클래스
(신수정)
10:00 아늑한소극장

마스터 클래스
(이경숙)
14:00 아늑한소극장

임동혁 리사이틀
19:30 행복한대극장

오픈 클래스
(김대진)
14:00 아늑한소극장

백혜선 리사이틀
19:30 행복한대극장

8월 17일(수)

8월 18일(목)

8월 19일(금)

8월 20일(토)

마스터 클래스
(김영호)
10:00 아늑한소극장

피아노 온 스크린
11:00 아늑한소극장

피아노 온 스크린
11:00 아늑한소극장

토크 투 피아노
14:00 아늑한소극장

조성진 리사이틀
19:30 행복한대극장

피스 콘서트
19:30 행복한대극장

오프닝 콘서트
19:30 행복한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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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 김대진
·참가신청마감 : 7월 22일(금) ※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연주레슨 수강료(Active) : 50,000원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ggac.or.kr)
■우편 및 방문접수 : 42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재)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본부 공연기획팀

피날레 파크 콘서트
19:30
수원 제1야외음악당

■청강(Passive) : 인터파크에서 입장권 5,000원 구입
(단, 페스티벌 공연티켓 소지자 무료)
■문의 : 공연기획팀 031-230-3409

2011. 07 21

기획공연

마음속 잊고 있던
꿈을 생각나게 하는
뮤지컬 「빨래」
얼룩진 당신의 마음, 우리가 깨끗이 빨래 해줄게요.
서울, 하늘과 맞닿은 어느 작은 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이웃. 가난하지만 건강한 소시민들의 서울살이를 노래합니다. 가슴시원한
웃음이 터지고, 가슴 아픈 눈물이 흐릅니다. 진심어린 위로와 희망, 뮤지컬 「빨래」 입니다.
●글. 공연기획팀 박소현

강원도 아가씨 나영과 몽골청년 솔롱고의 빨래 이야기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희정엄마와 구씨 이야기

서울, 어느 작은 동네로 이사 온 스물 일곱 나영은 고향 강원도를 떠나 서울

한 눈에 나영의 속옷 사이즈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이웃집 여자.

의 한 서점에서 근무하며 살고 있다. ‘나영’은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동대문에서 속옷 장사를 하는 ‘돌아온 싱글’ 희정엄마.

이웃집 청년 ‘솔롱고’를 만난다. 어색한 첫 인사로 시작된 둘의 만남은 바람

애인 구씨와의 매일 같은 싸움에 몸서리를 치지만,

에 날려 넘어간 빨래로 인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순수한 모습을 발

오늘도 ‘구씨’의 속옷을 빨래하며 고민을 털어버린다.

견하며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데....

우리 이웃들의 빨래 이야기
서울 살이 45년 주인 할매의 빨래 이야기

오늘도 사장 눈치 보는 직장인, 외상값 손님에 속 썩는 슈퍼 아저씨.

나영과 희정엄마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 욕쟁이 할매. 세탁기 살 돈이 아까

순대 속처럼 메어터지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아줌마.

워 찬물에 빨래하고 박스를 주워 나르며 억척스럽게 살지만 오늘도 빨랫줄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정겨운 인생살이.

에 나부끼는 아픈 딸의 기저귀를 보며 한숨을 쉬며 눈물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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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지구를 담은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LIFE & NATURE

Part 1. 자연의 풍경 : 땅, 하늘, 바다를 본다
본관에서는 땅, 하늘, 바다의 인상적인 경치를 주로 전시한다.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경관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Part 2. 생명의 드라마 : 동식물의 삶을 담은 역동적인 이미지
동식물(사람)의 삶을 담은 역동적인 이미지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과 사

I. 전시 소개

랑을 받고 있는 북극곰과 펭귄의 생태에 관련된 사진들도 전시된다.

‘지적 감동이 있는…… 2011년 꼭 보아야 할 <Photo & Story 展>’
Part 3. 지구의 눈물 : 화석 연료 남용, 화학 제품양산, 남벌 등으로
병들어 가는 지구

1888년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여 현재 전 세계32개국에서 34개 언어로 발
행되고 있는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옥같은 사진들을 한데 모은 전시가 오는 7월
20일부터 43일 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미국
NGS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지구환경과 인간
의 삶’에 관해 <Life & Nature>라는 주제를 다룬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동안 게재된

Info

불법 포획, 화석 연료 남용, 화학 제품양산, 남벌 등으로 병들어 가는 지구의 사진들을 선보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

무수한 사진 중 사진 자체로 아름다움을 주는 사진,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주는 사진, 아름다

·주최 :

운 이미지 속 슬픈 현실과 같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사랑, 우정, 노력, 희생

·주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내셔널 지오그래픽>한국판

같은 인간적 가치가 느껴지는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컬러 수

인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이상 지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음을

Si-sa

·일시 : 2011년 7월 20일 (수) ~ 2011년 8월 31일 (수)

Part 4. 아주 작은 희망 : 자연 보존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장면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갤러리, 소담한갤러리

고통 받는 지구를 되살리려는 자연 보존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의 사진들이 공개된다. 관람

중 사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되어 세계적

·관람요금 : 성인 10,000원(아트플러스 회원 2,000원 할인)

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들이 <National Geographic 특별관

(초·중·고등학생 8,000원 / 7세 이하 6,000원)

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에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II.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역사

1

전 세계에서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서적

2

미국 워싱턴 D. C에서 출판되는 지리학•고고학•인류학•탐험에 관한 월간지. 독자들의 요

3

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세련되고 정확한 설명과 최상의 사진 및 지도를 제공한다.

4

1888년 비영리 단체인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이 잡지를 창간했다. 길버트 그로브너가 편집을

5

맡았던 1926년에는 발행부수가 100만 부에 달했다. 바닷 속 생물, 성층권에서 바라본 지구

7

와 우주의 모습, 야생동물 등의 촬영에도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풍부
한 기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 잡지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에 관해서든지 그 진정한 본
질만을 보여 준다'는 신조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34개 언어로 32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6

8

9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대표 작품 소개
1 동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 로카스 바임브리젠섬

5,0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읽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은 지난 2000년, 세계에

© Bobby Haas/National Geographic

서 9번째로 창간된 바 있다.

© Paul Nicklen/National Geographic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와푸스크 국립공원 북극곰
3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환도상어
© Brian Skerry/National Geographic

III. 전시 구성

4 스페인 남부 태양광발전소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파노라마

5 엔버스 섬 빙산 위의 턱끈펭귄 새끼들

본 전시는 <Life & Nature>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 및 파괴되어 가는

6 쇠부리딱따구리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은 4개의 관 및 특별관으
로 구성된다. 자연 풍경을 시작으로 동식물의 삶과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의 모습 그리고, 훼

© Michael Melford/National Geographic
© Paul Nicklen/National Geographic
ⓒ

Michael Quinton National Geographic

7 우유니 소금사막
© George Steinmetz/National Geographic

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4가지 핵심 주제에 따라 선정된

8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제도

200여 점의 사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사

9 알티플라노 고원의 플라밍고

실’ 중심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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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on Screen

Arts on Screen - Ballet
서울발레시어터의 발레볼레

김인희 단장이 전하는
친숙한 발레이야기
이번 Arts on Screen 공연 중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7월 14일에 진행
되는 서울발레시어터의 발레볼레 공연이다. 영상과 해설만으로 진행되었던 공
연과 달리 서울발레시어터 김인희 단장이 발레의 역사와 동작, 마임 등을 재미
있는 해설로 어렵게만 생각되는 발레의 거리감을 줄여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이번 발레볼레의 공연은 발레강의와 더불어 서울발레시어터
무용수들이 직접 등장해 의상퍼레이드, 발레동작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예정이다.
●글. 공연기획팀 김태균

서울발레시어터 소개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서울발레시어터(단장 김인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1995년

부이사장

2월 창단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2004 무용예술상 작품상)>, <호두까기 인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가족발레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재미있는 발레>를 통해 발레대중
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현존 Ⅰ·Ⅱ·Ⅲ(1998 무용예술사선정 올해의 안무가상)>, <봄, 시냇물

명예교사(발레)

김인희

·2010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

(2005 올해의 예술상 무용 우수상)>, <피가로의 결혼>, <She, 지젤> 등 예술성 짙은 작품으로 작품

·전 유니버설발레단 창단멤버 /수석무용수

성을 인정받았다. 뉴욕시티발레단 창립자 조지 발란신의 제자이며 서울발레시어터의 초대 예술감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독인 로이 토비아스의 사사를 받은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은 2001년 한국 최초 미국 네바다발레시
어터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Line of Life>, <Inner Moves>, <Variations for 12>를 수출하여 창작발레
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프로그램 내용
·발레의 역사
·미니 의상 퍼레이드(무용수 시연)
·클래식과 모던발레 작품 감상
·토슈즈이야기

Arts on Screen 일정
구분

·발레마임 & 용어배우기

해설

일정

프로그램

김인희

7. 14 / 8. 11 / 10. 6

발레볼레, 클래식 발레, 모던발레뮤지컬

조용신

9. 8 / 11. 10 / 12. 8

렌트, 레미제라블, 키스미케이트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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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기본 용어 배우기
·마임으로 보는 작품 감상
·무용수 발레 동작 시범(무용수 시연)
·발레관람 예절과 Q&A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경기도립국악단 |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예술단

첫

무대는 무대의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를 통해 다소 딱딱할 수 있

PROGRAM 7. 23 토 17:00

는 공연장 분위기를 절로 박수가 나오도록 흥겹게 달굴 것이며,

그에 이어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와 품위를 뽐내어 인생의 무상을 노래
한 한량무, 첫 장면부터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는 우아한 춤사위의 부채

사물(앉은반)

광대무

춤, 우아함을 넘어서 흥겹고 신명나는 리듬까지 더한 장고춤, 꽹과리를

사물놀이란 야외에서 연주되던 풍물굿(농악)을 실내에서도 연주될 수

광대무는 한성준으로부터 전래되어지며 춤의 형태는 전해지지 않으나

들고 가락과 리듬감에 빠져들 수 있는 진쇠춤 등은 무용단의 대표 레파

있도록 꽹과리, 징, 북, 장고의 4가지 악기로만 편성된 타악기 곡을 말

패랭이에 깃털을 꽂고 춤추는 한성준의 사진이 전해진다. 그 손녀딸인

토리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무용단 정기공연 <화조풍월(花鳥

한다. 사물놀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구성의 풍물놀이를

한영숙의 고증으로 정재만이 남무를 추어왔으며 무용극 「놀당갑서」에

風月)-천년의유산>에서 선보여 그야말로 ‘여럿이 손잡고 뱅글뱅글 돌

1978년 무대예술로 각색한 것이다. 풍물놀이가 대규모의 놀이를 동반

서 사또 잔치 날 초대된 소리광대와 장단잽이 춤 광대로 정재만이 추

기만 하는 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준 강강술래를 준비했

하여 야외 공연의 활동성을 강조하였다면 사물놀이는 악기 연주 자체

었고 그 아들인 정용진이 광대무를 공연해오고 있다.

다.

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강조한 공연형태라 할 수 있다. 흥에 겨워

무엇보다도 쉽게 볼 수 없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

움직이는 율동과 각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연주되는 생동감이 넘

자 정재만 선생님의 명인무대는 ‘2011 VISION 우리춤‘의 진수를 보여

강강술래

치는 곳으로서, 특히 꽹과리, 즉 짝쇠가 서로 가락을 주고받는 대목은

줄 것이다. 춤사위뿐 아니라 소리로도 느낄 수 있는 경기민요는 무대의

전남 지역 특히 진도에서 행하여지는 강강술래의 원형을 살려 새롭게

사물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립하였으며 강강술래의 후렴과 사설의 해석을 몸짓으로 풀어내어 전

생동감을 배가 시켜 내용면에서도 좀 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 특유의 어원에 맞추어 표현 된 동작, 예를 들어 꺽자 꺽자 고사리

‘2011 VISION 우리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남녀노소를 불

한량무

문한 많은 관객들의 호응과 관심이 기대되는 공연이 아닐 수 없다.

꺽자 엮자 엮자 청어 엮자 등 육지와 바다 산과 들, 삶의 생활상 등을

본래 <한량무>는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춤으로 한량, 주모, 각시, 노승,

가사로 불리우며 단합된 마음과 힘 그리고 서로의 상생을 의미하며 화

동자춤 등으로 구분되어 시류를 풍자화한 춤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합을 이루는 대중놀이이다.

·공연일시 : 2011. 3.19/ 4.16/ 7.23/ 9.17/ 10.15/ 12.24 -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티켓예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문

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www.ggac.or,kr

독무로 변하여 독립된 남성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옛 선비의 춤이다.
그동안 여러 스승으로부터 학습하여 온 <한량무>를 재안무하여 1982년
[대한민국무용제 전야제]에서 <회상>이란 제목으로 선보인 조흥동류의
<한량무>는 옛 가락과 춤사위를 정리하여 무대에 올려졌다. 지나온 시
절을 회상하며 발자취를 하나, 둘 되돌아 보는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

여인 애상
기다림이란 언제나 다시 만남을 예시하며 그날이 오기를 애타게 그리
워하는것.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지필묵에 담아 임에게 보내는 사연을
표현한 작품이다.

와 품위를 마음껏 뽐내어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청송곡으로
시작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다시 청
송곡으로 맺는다.

경기민요
민요(民謠)는 한민족의 풍속, 생활 감정 따위를 나타내어 민중에게 향
유되며 전승되어진 노래이다. 특별한 재주나 기교가 없어도 누구나 따
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토속민요와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속
민요가 있다. 각 지방마다의 다양한 정서와 특성이 담긴 ‘한국의 민요’
중에서 경기민요는 청아하고 맑은 음이 많아 듣는 이로 하여금 신명을

진쇠춤
진쇠라 함은 우리 고유 타악기인 꽹과리를 말하며 가장 소리가 잘 나는
쇠, 즉 참쇠라는 뜻을 가르키는 말로 <진쇠춤>은 쇠를 들고 절묘하게 가
락과 소리를 내어 여러 신을 불러들이며 그 신들로 하여금 잡귀를 물러
나게 한다. 나라에서는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노래하고 팔도원님들이
왕 앞에서 국운을 빌며 제사 지낼 때 <진쇠춤>을 추었다하며 근세에 와
서는 경기 도당굿 제석거리에서 추어졌으며 고 조한춘, 이지산, 박용호,
이동안 등 여러분들이 추었던 것을 많은 고증과 유래 및 춤사위를 정립
하여 <진쇠춤>을 원형에 가깝게 정리하였다.

불러일으키며, 서민적인 성향이 짙어 대중들에게 많이 불린다. 경기민

2011 VISION 우리춤,
세 번째 이야기를 펼치다!

요의 선율을 경토리라 하는데 세마치나 굿거리장단의 빠른 한배로 부

경기도립무용단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이라이트 춤사위가 오는 7. 23(토) 늦은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에서 ‘2011 VISION 우리춤’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선보일
예정이다.
‘2011 VISION 우리춤’ 두 번째 공연이 있었던 지난 4월 16일, 경기도립무용단을 향한 도
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아늑한소극장이 차고 넘쳐 매진사례를 이루는 기염을 토
했다. 이 성원에 힘입어 이번 공연에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보았다.

고 접는 꽃부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색조와 화려한 춤사위를 연출

르기 때문에 매우 경쾌하다.

부채춤
죽선과 한지의 소박하고 운치어린 부채의 움직임은 마치 만개한 연꽃
이 물결 따라 춤을 추는 듯 포근함과 우아함으로 감싸주며 부채를 펴

장고춤
여인들의 잘룩한 허리에 장고를 걸러 메고 여러 가지 리듬으로 변화시
키며 까치걸음이라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가볍게 발을 옮기기도 하고
도약하며 추는 매우 흥겨운 작품으로 오늘의 이 춤을 1991년 초연작품
으로 조흥동이 음악을 선정하고 춤사위 하나하나를 연구하여 새롭게
안무하여 우리 여인의 흥과 멋을 장고에 실어 마음껏 표현한 작품이다.

하며 고도의 조화와 율동감을 표현하는 무용이다.

●글. 경기도립무용단 기획실 박수연

28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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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예술단

협연자 : 소프라노 전지영
소프라노 전지영은 난이도가 높은 고음역의 소리를 매혹적인 음색으로 소화해내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123회 정기연주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장 박동용

성악가다.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음대 성악과와 뮌헨 음대 최고 연주
자과정을 졸업한 그녀는, 1999년 독일 하노버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마술 피리”에서
“밤의 여왕”역으로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 350회 이상 독일 각 국립극장에서 출연
하였다. 특히 그녀는 킬, Kaiserslautern 에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2001년 하
노버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 2002년 칼스루에 극장에서 오페라 “청교도”,
2003년 브란덴부르크에서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알텐 부르크 게라에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
주”, 2003년 오스트리아 클라게푸르트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브라티스라
바 필하모닉과 음반 제작을 하며 진지한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또한, 베를린 도이체 오퍼,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하노버 국립 오페라, 만하임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본, 뒤셀도르프, 비스바덴, Muenchen, 부라운 슈바빅, 스위스 베른, 빈 여름 페스티발, 스위스 빈터투어, 북독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통한 교향시의 세계발견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상임지휘자 구자범은 한 여름 밤을 시원하게 수놓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를 7월 저녁에 펼친다.

오스트제 여름 페스티벌, 킬, Weimar, 할레, 뤼벡 등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지에서도 콘서트를 열었으며, 최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에 리하르트 시트라우스의 “마
지막 네 개의 노래”를 연주하였고, 뮌헨에서 세계적인 거장 제임스 레바인이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함께 멘델
스존의 “한 여름밤의 꿈”을 공연하였다.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뛰어난 음색의 목소리를 가진 소프라노 전지영

구자범 상임지휘자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으로 많이 연주 되지 않았던 곡을 찾아 연

은 조수미를 이을 한국의 보배이다.

주하여 클래식 음악팬들에게 클래식의 진수를 전달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취임 연주회는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서곡과 사랑의 죽음’,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 중 ‘일
곱베일의 춤’,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연주하였는가 하면, 6월 정기연주회에서는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 Strauss, 1864~1949)

기의 로마3부작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를 무대에 올려 전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얻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그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관현악법으로써 교향시 분야에 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긴 독일

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슈트라우스의 작품만으로 선곡하여 슈트라우스가 남긴 교향시를 통해 슈트라우스를 재

근대의 거장이다. 그의 교향시는 리스트의 것을 더욱 발전시켜, 자유스런 구성과 다채로운 관현악법, 새로운 기

조명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슈트라우스와 구자범 지휘자는 특이한 이력도 비슷한 점이 있다. 슈트라우스는

법을 구사한 묘사력이 뛰어난 것이었다. 1864년 6월 11일, 뮌헨의 궁정악단 호른 주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

뮌헨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음악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를 삼았는가 하면 구자범 지휘자 역시 철학을 공부

고, 뒷날 그의 작품에서의 교묘한 호른 효과는 아버지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1885년에 마이닝겐 극장

한 이후 음악으로 전향 한 계기를 맞았다. 이것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철

의 지휘자로 시작하여 1886년 뮌헨의 궁정악단 제 3지휘자, 1889년 바이마르의 궁정 지휘자, 1894년 다시 뮌헨,

학자 니체의 작품으로서만 아닌 슈트라우스의 작품으로 완벽하게 해석 되어 만족을 줄 것이다.

1898년 베를린의 궁정 지휘자, 1919~24년간은 빈 국립 오페라의 정(正)지휘자를 지냈다. 그 뒤로는 알프스 기슭
에 있는 가르미시의 자택에 들어앉아 창작에 전념했다. 대표작으로는 《살로메》, 《장미의 기사》 이외에 많은 오

구자범을 통한 슈트라우스 다가가기

페라와 《돈 환》, 《맥베드》, 《죽음과 정화(淨化)》, 《틸 오이렌시피겔》, 《영웅의 생애》 등 표제 음악으로서 교향시
가 있고, 순수 기악곡과 성악곡에도 매력 있는 명작이 많다.

구자범의 독특한 이력과 음악의 해석을 이미 국내 많은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이것은 까다로운 입맛의 클래식 음악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만의 음악적 깊이와 해
석이 돋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음악을 말로서 해석하지 않고 오직 음악으로 해석함
으로써 연주가 담아 내어야하는 사상과 철학 그리고 가장 진솔한 음악적 미를 찾아 전달
하고자 한다. 담백하고 진솔한 그의 해석이 슈트라우스를 알고자하는 음악팬들에게 한
여름의 시원한 생수처럼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Info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123회 정기연주회
PROGRAM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Op. 30
·네 개의 마지막 노래 Vier letzte Lieder
·오페라 ‘장미의 기사’ 조곡 Der Rosenkavalier, Op. 59
·지휘 : 구자범
·협연 : 소프라노 전지영
·연주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일시 : 2011년 7월 28일 (목) 오후 8시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입장권 : VIP 6만, R 4만, S 3만, A 2만, B 1만
·공연문의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031-230-3320-3322, cafe.daum.net/G-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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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국악단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순회공연
‘경기도민의 기쁨, 경기도민의 자랑’ 이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민 곁
에서 언제나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립국악단(예술단장 김재영)은 올 해 문화나눔 중점사업
으로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2청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과 연계한 것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노인복지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외된 노인들의 생활고민,
학대, 자살 등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해결프로그램에 문화·
예술 공연을 접목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박성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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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경기도립국악단의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순회공연은 남

초댕기, 노랫가락, 창부타령 장타령’등 우리나라 각 지방의 대표 민요곡

양주 동부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포천

들을 경기도립국악단 성악팀(악장 최근순)이 선보인다.

시 노인복지관을 차례로 상반기에 찾아, 우리나라 전통음악 공연을 선

또한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창)를 부르는 가야금병창무대와 대금, 피

보이고,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리 등의 기악독주곡 및 언제 들어도 신명나는 사물놀이 곡 ‘웃다리풍물’

이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약 5곳의 노인전문보호시설을 찾아가 경기도

을 경기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팀(지도위원 이부산)이 연주하며 공연의 감

립국악단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기량을 함께 나누는 일정을 진행할 예

동을 최고조로 이끌어 내고 있다.

정이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어르신들의 흥겨운 추임새가 이어졌으며, 몇몇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연장 접근에 어려웠던 경

어르신들은 무대로 나오셔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추며 우리음악을 함

기북부 지역 도민들을 찾아감으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골고

께 느끼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공연이 종료된 후에도 자리

루 방문하는 맞춤형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

를 뜨지 못한 체, 좋은공연을 펼쳐준 단원들이 고맙다며, 단원들의 손

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서비스접근

을 잡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에 더 좋은

성향상, 잠재된 노인 위기사례 조기 발굴 및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 있

공연으로 보답하겠노라고 화답하는 단원들 역시 남다른 보람과 자부심

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물론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통한 노인

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순회공연을 통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즐거

활성화 등 많은 기대효과를 실천하고 있다.

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우리 주위에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발 더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순회공연은 우리나라의 전통예술공연 프

다가서는 경기도립국악단,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예술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통예술공연’에서는 국악 기악반주를 기본 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희망에너지, 경기도 대표 전통문화브랜

성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흥과 멋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

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브랜드로 남는 경기도립 국악단 으

도라지,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궁

로 거듭날 것을 다시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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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극 「늙어가는 기술」 리뷰

평생 써먹을 기술
한 번 배워보시죠?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무대

도 묻어난다. 말투와 행동거지가 실제 배우들의 그것처럼 편해 보여

에 오른 경기도립극단의 ‘늙어가는 기술’(작·연출 고선웅)은

각 인물들의 개성이 한결 자연스럽게 살아나기까지 한다. 평소 배우들

‘늙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네 삶을 반추하게 하는 연극이다.

의 말투나 습관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 때를 밀지 않겠다는 18년차 때밀이 강순옥. 왜

물론 모든 인물을 비슷한 비중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익숙치 않다. 기

하필 자신의 차례에 밀지 않는 거냐며 그를 설득도 협박도 해 보는 환

승전결이 뚜렷한 기존 연극의 전개에 익숙한 관객들에겐 낯설게 느껴

갑의 건달 승갑. 연극은 이들이 목욕탕에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에서부

질 법도 했다.

터 시작된다.

때밀이와 건달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격인 장면을 책임지긴 하지만,

차례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는 극이 끝난 뒤에 전부 기억나지 않을

등장인물들은 주연과 조연이라는 역할로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주조

만큼 복잡하게 연결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찌질한 11명의 인물들

연이 따로 없는 인생처럼 이 연극에서만큼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은 돈과 사랑, 친구, 부부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다.

주인공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극의 초반부에는 내내 쏟아지는 11명의 사

모든 인물들의 개성이 뚜렷하지만 고작 130만원을 놓고 때밀이를 닦

연들을 파악해야 하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달하는 사채업자 찬봉이나,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되는 일 하나 없는

느껴질 수도 있다.

건달 승갑의 장면이 특히 재미있다. 스무살 연상의 옥녀를 사모하는

그렇지만 진지한 주제를 너무 가볍지 않게 다뤄내는 고선웅의 ‘연극

길섭이 뜬금없이 내뱉는 “인생은 나그네요, 인간은 여행자이지요” 같

만드는 기술’은 이 작품에서도 역시 빛을 발한다. ‘작정하고’ 웃기는 요

은 대사들도 피식피식 웃음을 자아낸다.

소들이 즐비한데도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 걸까’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

엉뚱하면서도 시종일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詩) 쓰는 관리

물음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다.

소장 길섭에게선 이 작품의 실제 소장격인 고선웅 감독의 모습이 간간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쓰러질 때 배우는 거야” “나도 나를 잘 몰

이 오버랩되기도 했다. 배우들은 엄청난 분량의 대사를 속사포처럼 쏟

라” “아무도 스스로를 책임져 줄 수 없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아낸다. 또 배우간에 이런 속사포들이 바로바로 연결돼 100분 동안 무

들이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식의 ‘늙어가는

대나 극 형식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음에도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다. 말

기술’을 다룬 대사들이 가슴에 툭툭 치고 들어온다. 중압감은 주지 않

을 빠르게 뱉어내는 탓에 일부 대사는 발성이 약하거나 발음이 뭉개져

으면서 충분히 공감은 가는 정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때밀이 강순욱이 결국 건달 승갑의 때를 밀어주는 마지막 장면에

무대에는 ‘휴식’을 상징하는 오브제들이 오밀조밀 놓여있다. 무대 가운

서 오고가는 말들이 오랜 여운을 남긴다.

데에는 욕조와 침대가 있고 무대 앞쪽으로는 선탠의자와 그루터기, 파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순옥)

라솔이 뒤쪽으로는 흔들의자가 보인다. 인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

“아따, 기술이 좋네.”(승갑)

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공간에 하나 둘씩 자리를 잡게 된다.

‘늙는다’는 건 인생이 무르익는 과정이자 삶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일

극의 중간중간 인물들이 느끼는 고독과 아픔, 고민이 드러나지만 결국

수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 늙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살아간다’는 말의

사랑하고 화해하고 꿈을 찾는 모습에서는 삶과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

유의어가 아닌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 듯싶다.

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단 한 번 뿐인 우리네 인생, 이왕이면 “‘늙어가는 기술’이 좋다”는 소리

즉흥극을 통해 도립극단 배우들의 캐릭터를 포착하고 묘사한 섬세함

들으며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무대에 오른 경기도립극
단의 연극 「늙어가는 기술」은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진지하
다. ‘늙는다’는 큰 담론을 희극적 장치로 버무려 불편한 마
음은 들지 않는다.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사랑하는 이
에게 버림받으며 고독과 회의에 빠지는 인물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페이소스마저 느끼게 하려는 찰나. 예기치 못한 상
황이나 우스꽝스러운 언행이 등장한다. 이런 와중에도 관록
있는 배우들의 연기에는 인생의 묵직함이 묻어난다.
●글. 중부일보 문화부 기자 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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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연

부활, Collaboration Concert
‘+’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다.
주옥 같은 부활의 대표곡을 모두 만난다.
공연일정 7월 9일(토)					
공연시간 15:00, 19:00					
관람등급 8세 이상 관람					
티켓금액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B석 55,000원
아트플러스회원 10% 할인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관람시간 120분
공연문의 라이브아트(1544-9857)

지난 1월 ‘박완규’와의 작업인 <비밀>을 시작으로, 4월 부활의 전.현 보컬이 함께 한 <누구나 사랑을 한다>로 이
어지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매주, 매회, 매진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부활 전국투어 콘서트 Wonderful
Days vol.3. 지난 5월, 수원 공연의 매진과 감동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Collaboration Concert를 선보인다.
부활은 이번 콘서트를 통하여 부활의 주옥 같은 곡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꽉 찬 공연을 선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희야』, 『사랑할수록』, 『네버 엔딩 스토리』, 『Lonely Night』,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비롯해 오늘
날의 부활을 있게 한 수많은 명곡들과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생각이나』, 『사랑해서 사랑해서』를 포함하여
지난 4월 발표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2 『누구나 사랑을 한다』까지, 그동안 방송이 아닌 무대에서 만나기 힘
들었던 부활의 아름다운 곡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

7월 예술단 공연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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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역

장소

예술단

7월 2일(토) 11:30

구리

내양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7월 2일(토) 17:00

남양주

퇴계원역광장

팝스앙상블

7월 6일(수) 19:00

경주

경주국공립페스티벌 (늙어가는 기술)

경기도립극단

7월 7일(목) 13:00

이천

사동초등학교

경기도립국악단

7월 12일(화) 17:00

수원

수원역 전시장

팝스앙상블

7월 13일(수) 14:00

파주

삼성초등학교 (청이스토리)

경기도립극단

7월 14일(목) 14:00

수원

상이군경회관

경기도립무용단

7월 19일(화) 14:00

여주

라파엘문화예술회관

팝스앙상블

7월 23일(토) 17:00

수원

전당 아늑한소극장 (2011 VISION 우리춤)

경기도립무용단

7월 28일(목) 20:00

서울

예술의전당 (제 123회 정기공연)

경기필하모닉

7월 30일(토) 14:00

용인

행복한집

경기도립무용단

공연일정 7월 19일(화)~20일(수)				
공연시간 19:30					
관람등급 24개월 이상 관람가				
티켓예매 인터파크, 옥션티켓, 예스24, 클립서비스		
티켓금액 VIP 40,000원 R 30,000원 S 20,000원
아트플러스회원 전석 10,000원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관람시간 70분
공연문의 극단 예일(02-555-0822~3,1143)
홈페이지 www.yeilmusical.co.kr

원작동화 신데렐라를 재해석한 뮤지컬 신데렐라는 총 3막7장으로 구성된 대형뮤지컬이다.
발레와 왈츠가 앙상블을 이루며 작품에 화려함을 더하고 음악은 파노라마식으로 이어져 드라마에 탄력을 더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게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 중심엔 요정대모가 있고, 왕자님과 만남을 구하기 위해 그
의 신비스런 요술로 만들어지는 요술의 정원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요람의 무대로 제공된다.
예쁜 드레스에 눈부신 유리구두, 화려한 호박마차와 달님요정, 샛별요정들의 등장은 신데렐라 이미지를 부각시키
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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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Habitat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1JULY 07

PEACE & PIANO FESTIVAL 기자간담회
2011년 5월 6일 가평 연인산 캠핑장 밑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백둔리 마을 회관에서 Arts Habitat - 찾아가는 축
제 한마당이 열렸다.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 팝스앙상
블의 공연을 관람하고, 마을회관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
심을 대접했다. 가평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및 전당의 직원들이 포도밭의 비닐 치는 작업을 도우며
자원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
는 축제한마당은 7월 2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지난 6월 2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기획 중인 PEACE & PIANO
FESTIVAL(8월 13일 ~ 20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PEACE & PIANO FESTIVAL은 한국 최초로 시도 되는 피아노 페스
티벌로서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한동일, 신수정, 이
경숙, 김영호, 백혜선,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임동혁, 손열음, 조성
진)이 한 자리에 모여,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
을 통해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전당관계자와 클래식 전문 기자를 포함 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고 한국 최초의 피아노 페스티발에 거는
기대감으로 참석자들을 상기 시켰으며 색다르게 시도되는 공연과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국제구호단체(월드비전)와의 의미 있는 만남
을 통한 예술가 사회공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객들에도 큰

전당, 홍보마스터 행복지기 8명 위촉

호응을 얻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5월 27일에 전당 회의실에서 홍보마스터 행복
지기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당 조재현 이사장을 비롯해 손
혜리 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마스터 8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2011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및 공연홍보에 자원활동가 “행복지기”를
운영하고 있는 전당은 홍보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홍보마스터
행복지기”를 위촉함으로서 이들을 통한 전당 브랜드이미지 강화는 물론
공연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홍보마스터로 위촉된 행복지기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박
건희씨 외 7명으로서 일찍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
었다. 조재현 이사장은 위촉식에서 “앞으로도 전당 사업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가치있는 문화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홍보마스터 강애영씨는 “전당의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전당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지난 경기 Kids Arts Festival 행사에 행복지기를 모집하여 운영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전당사업에 행복지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
극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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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1

GYEONGGI
ARTS CENTER

SAT
2

공감 「going together」

이선희 콘서트

19:50

19:30

CALENDER

2011

07

장화신은 고양이
14:00 / 16:00

3

4

5

이선희 콘서트
17:00

장화신은 고양이

6

7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19:00

19:00

8

9
부활 콜라보레이션 콘서트 플러스
15:00/ 19:00

뮤지컬 「빨래」

국악아동극
「아기돼지 꼼꼼이」

13:00 / 15:00

15:00 / 19:00

11:00

경기도문화의전당

7월공연일정
10

11

12

뮤지컬 「빨래」
17:00

13

14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19:00

19:00

15

16

아츠 온 스크린 음악감상회

김연우 콘서트

10:00

15:00 / 19:00

버블버블&동화여행

국악아동극
「아기돼지 꼼꼼이」

11:00 / 14:00 / 16:00

11:00

17

18

19

20

23

뮤지컬 「신데렐라」

뮤지컬 「무지개물고기」

16:00 / 19:00

19:30

19:30

11:00 / 14:00 / 16:30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CINE CLASSIC FESTIVAL
「MAESTRO 6」

도립무용단 「2011 Vision 우리춤」

13:00 / 14:00

17:00

19:00

19:00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행복한대극장

~ 8월 30일

아늑한소극장

국악아동극
「아기돼지 꼼꼼이」

빛나는갤러리

11:00

소담한갤러리

** 공연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전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뮤지컬 「신데렐라」

버블버블&동화여행

경기도국악당

21

THE COLORS 콘서트

24/31

25

26

27

24

김덕수 한얼과 만나다

제 43회 난파전국음악콩쿨

17:00

10:00

31

La Passion
「퀸텟잼 정기연주회」

28

29

30

국악아동극
「아기돼지 꼼꼼이」
11:00

19:00

www.gg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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