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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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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 PIANO FESTIVAL : 24 GREAT HANDS
명품브랜드공연 「태권무무 달하」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국악단

Happy Present to
Open Mind
녹음이 짙어져 푸름을 더해 갑니다.
상큼한 풀 내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름밤 시원한 향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
경기도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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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플러스 회원모집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립극단·경기도립무용단·경기도립국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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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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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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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의 막바지가 되자 연주자들은 관객들을 하나 둘 의자에서 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 앞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다. 공연을 마친 군인들마저도 동요되어 흥겨움에 하나가 되었다.
신명나는 춤판이 한참동안 벌어지고 난 뒤에야 바이올린이 마지막 소리를 냈고, 그렇게 공연은 마무리 되
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을 향했다.
그러나 공연의 여운은 여전히 그들 마음에 남아있었다. 끝까지 관람했던 주민 최복자(61)씨는 “앙상블단의
실력이 아주 좋다. 할 일 없던 토요일 오후를 잘 보냈다.”라고 말했고, 임선식(59)씨는 “군인들이 다 내 자
식 같아 보였다.”면서, “날도 더운데 고생하는 연주자들이 대견하다. 무료공연이라지만 돈을 주고 봐도 아
깝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퇴계원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원학 위원장(53)
퇴계원은 ‘경기도 교통의 중심지’이며 광릉, 왕수천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지만
면적이 작고 문화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을 위한 공간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번 ‘해피플러스 음악회’ 행사에 경기도문화의전당 팝스앙상블 공연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퇴계원역 장안기 역장(57)
광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어 기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만족감을 주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
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통한 행사가 매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rts Habitat와 함께한
달콤한 토요일의 오후
7월 2일,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퇴계원면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관한 <Arts Habitat - 예술로 마음의 집 짓기> 행사가 열렸다.
산했던 퇴계원역 앞 광장에 군인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작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던
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글. 행복지기 임유라 / 사진. 행복지기 성선모

주
한
시
시

합창단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기도 양주의 작은 교회인 둥지 교회에 합창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모였다. 아이들은 오후 4시가 되면 스스로 의자를 정리
해 놓고 앉아 선생님을 기다린다. 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던 희망 나눔 강사 윤현숙(성악가. 37) 씨를 만났다.
●글. 행복지기 정민희

윤 씨는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피아노 연주자 한수경(33)씨와 함께 이 곳 양주에 내려와 아이들에게 발성과 호흡 등 합창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 윤 씨는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며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
하고 있지만 이번 모집 공고를 보고 음악 전도사로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학습의 대상이 초
중등 학교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음악에 재미를 붙이고 즐겁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창, 삼중창의 합창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익히고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많아 서로 이야기 하고자 나설 경우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자신도 어린 시절을 겪었기에 아

이번 행사에는 남양주 ‘소리샘 동호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춤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앞서 공연을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 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윤 씨의 말에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지휘

보여주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그 뒤 관내 군부대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병역의 의무를 다

자 윤현정 씨와 피아노 연주자 한수경 씨는 서로 같은 교회 출신이다. 한 씨는 “합창 연습에 있어 지휘자와 연주자의 호흡은 매우 중

하는 와중에도 끼와 열정을 잊지 않은 군인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 랩, 단체응원 댄스 등 자신들의 기량을

요하다.”고 말하며 “이전부터 알고지낸 두 사람의 호흡이 좋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들 두 강사는 형편이 어

한껏 펼쳐보였다.

려워 평소에 음악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어린이들이 이번 합창단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기도 지역에

이날 공연의 백미를 장식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팝스 앙상블>의 공연이었다. 프로의 실력을 갖춘 단원들

이러한 예술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로만 이루어진 이들 팝스앙상블의 공연은 개개인의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 단원들끼리 어우러지는 하모니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올해부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희망 나눔 강사들이 합창을 가르치는 ‘예술로 마음의 집짓기 운동(Arts Habitat)’

또한 손색이 없었다.

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강사들은 이달부터 주 1회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보금자리교실 등을 방문해

특히 공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악단장이자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권식씨의 쇼맨십은 다소 소극적이었

10~30여명의 아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합창단 교육이 진행된 이후인 8월 초, 경기도립예술단과 함께 발표 무대를 가

던 객석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문적인 소리꾼이 등장하여 앙상블의 음악과 함께 민요를 부르기

질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다큐멘터리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 매일 합창을 배우기 위해 공부방에 나오는 송근창(13) 학생은 “선생님

시작했을 때 공연장의 기운은 절정에 달했다.

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학생들도 매우 즐겁게 연습에 임하고 있다.”며 밝게 웃었고, 김미진(15) 학생은 “그 동안 합창을 배우고

관객의 대부분이 연령층이 높았기에 우리가락은 한층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공부를 따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합창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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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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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달 9일과 10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으
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시흥, 의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

문화 가족들이 놀러왔다.
차에서 내려 인사로 맞이한 가족들은 한국으로와 예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주민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이었다. 이번 공연에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 솔롱고와 나영이, 주
인할매, 희정 엄마와 구씨 등 뮤지컬 빨래에 등장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랑의 릴레이 사연

삶과 많이 닮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뮤지컬 빨래에 등장하는 노래와 이야기들은 그들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한민국 살이’와 등장인물들의 ‘서울살이’가 많은 공
감을 이끌었는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웃고, 울고 감동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눈에 들어 왔
다. 아직도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살이’가 그들이 어

사연1
초대하는 사람 : 이미정
초대하고 싶은 사람 : 도미니카 수녀님 & 할머니들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수녀님들께 문화 혜
택을 주고 싶습니다.

른이 됐을 때에는 나아질거야 라는 기대감고 함께. 그 아이들 중에 대
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아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깨끗한 빨래를 말려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으
로 똑같은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열심히 일해주는 연천고등학교 수험생 친구들
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수험생의 스트레스도 날려 주었으면 합니다.

2011년 8~10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공연 신청!
월별

공연장

공연명

8월

행복한대극장

청소년 국악여행 / 청소년 음악여행

9월

행복한대극장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10월

행복한대극장

내 생애 첫 번째 무대 Vol.2

터뷰
미니 인

#1

솔롱고가 너무 멋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니 제 마음속을
빨래한 기분 이예요. <다니카. 필리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밥도
잘 먹고 공연도 너무 재밌게 보고 갑니다.
주인할머니를 보니 필리핀에 있는
우리 엄마도 보고 싶습니다. <엘레.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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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2
초대하는 사람 : 양타헬수녀
초대하고 싶은 사람 : 연천고등학교 수험생

#2

사연3
초대하는 사람 : 평화재활원 사회복지사 강유진
초대하고 싶은 사람 : 평화재활원 장애인들
일반인들에게는 언제라도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지만 우리 장애
인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 관람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말로써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장애인들이지만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행복
한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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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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 PIANO FESTIVAL
C O N C E RT

P R O G R A M

오프닝콘서트
Opening Concert “Great Hands”
8월 13일 오후 7시30분 / 행복한대극장
VIP석 4만/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 이상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진다.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대진, 손열음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세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리스트 협주곡2번,
베토벤 협주곡 4번을 연주한다.
모차르트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바장조		

: 신수정, 이경숙, 김대진
W. A. Mozart : Concerto for 3 pianos and orchestra in F Major, KV 242
리스트

한국이 길러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대향연

「PEACE & PIANO FESTIVAL」
24 GREAT HANDS

Pianists, Emotion & Artistry, Contributes, the Earth & PIANO FESTIVAL
한국 최초의 단일 악기 페스티벌, ‘Peace & Piano Festival’ 의 화려한 서막이
이번 달 13일에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글. 공연기획팀 이상현

‘PEACE(PIANISTS' EMOTION & ARTISTRY CONTRIBUTES THE EARTH)
지구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가들의 공헌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실현하다!’
예술감독 김대진을 중심으로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영호, 백혜선,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임동혁, 손열음,
조성진이 출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12인이 그 뜻 깊은 무대에 함께 한다.
또한, 이들 12인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 손의
터치와 느낌이 위대하다 하여 페스티벌의 부제도 ‘24 Great Hands (위대한 24개의 손)’ 로 정하였다.

피아노협주곡 제 2번 가장조 : 손열음

F. Liszt : Piano Concerto No. 2 in A Major, S. 125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 4번 사장조 : 한동일

사회 및 문화를 위해 이바지할 교육 프로그램, 국제구호단체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한 예술가들의 사회공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페스티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페스티벌은 크게 세 가지,
Concert Program, Learning Program, Special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일정에 따라 어떤 프로
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피날레 파크 콘서트
Finale Park Concert “Viva Piano”
8월 20일 오후 7시 30분 수원제1야외음악당
R석 3만/ S석 2만, 초등학생 이상
페스티벌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해 줄 콘서트로 수원시립교향
악단과 함께 이경숙, 김영호, 김대진이 출연,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 23번 가장조 : 김대진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V 48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 2번 다단조 : 김영호
S.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 18

피스콘서트

E.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 16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 이경숙

Peace Concert “함께 나누는 감동”
8월 19일 오후 7시 30분 행복한대극장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 이상
세계 평화를 위한 예술가들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실현한다! 예술감독 김대진과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함께 출연하여 피아노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주 구성(4 Hands, 3 Pianos, 2 Piano 8 Hands)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이 공연을 통해 생기는 수익금은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젼’에서 추진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무토시 식수
시설 지원사업’ 에 기부될 예정이다.
드뷔시

작은 모음곡 : 1st 김철웅, 2nd 김대진

최선의 기교와 최고의 감동
백혜선, 임동혁, 조성진의
피아노 리사이틀
뛰어난 곡 해석과 정교한 연주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 명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임동혁, 조성진이 출연하여 깊이 있는 무대로
감동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연 후 간단한 인터뷰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임동혁 리사이틀

C. Debussy : Petite Suite

Dong-Hyek Lim Recital “열정을 넘어서...”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1st/ 박종화, 2nd/ 조재혁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행복한대극장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 이상

W. A. Mozart : Sonata for Two Pianos in D Major, K. 448

백조의 호수 :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P. I. Tchaikovsky(arr. Chong Park) Swan Lake		
베버

무도회의 권유 :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C. M. Weber : Invitation to the Dance in A flat Major, Op. 65
박종훈

피아졸라 주제에 의한 탱고 환상곡
: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김철웅

P. Chong : Tango Fantasy on the themes of Piazzolla, for 8 hands, 3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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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iszt : Hungarian Rhapsody No. 2 in c sharp minor S. 244/2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

차이코프스키(박종훈 편곡)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와 삶의 이야기, 색다르게 시도되어지는 연주와 이벤트, 지역

리스트 헝가리안 랩소디 제 2번 올림다단조
: 1st I 조재혁, 1st II 김대진, 2nd I 박종화, 2nd II 박종훈

쇼팽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F. Chopin : Andante Spianato and Grande Polonaise Op. 22
쇼팽

소나타 제 3번 나단조

F. Chopin :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슈베르트 즉흥곡 제 1, 2, 3번
F. Schubert : Impromptus D. 935 Op. 142 No. 1~3
프로코피예프 토카타 다장조
S. Prokofiev : Toccata in C Major, Op. 11

2011. 08 13

백혜선 리사이틀
Hye-Sun Baek Recital “아름다운 꿈 그리고 시”
8월 16일 오후 7시 30분 행복한대극장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 이상
슈만

18일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랑랑의 『2009 송년음악회』

아라베스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R. Schumann : Arabesque in C Major, Op. 18
슈만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2

환타지 다장조

쇼팽

R. Schumann : Fantasy in C Major, Op. 17
리스트

파가니니 대연습곡 전곡

19일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루체른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엘렌 그리모의 『2008 루체른 페스티벌』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행복한대극장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 이상

차이코프스키 교향적 환상곡 템페스트
P. I. Tchaikovsky : Tempest Symphonic Fantasy Op.1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2

L. V. Beethoven : Piano Sonata No. 31 in A flat Major, Op. 110

발라드 제 4번 바단조

E

한동일
·줄리어드 음악학교
·리벤트리트 국제음악 콩쿠르 1위 입상
·뉴욕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등 세계유수 교향악단과 협연
·현재 울산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일본 엘리사벳 대학 석좌교수
태국 창마이 음악페스티발 음악감독

신수정
·서울대음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아카데미, 피바디 음대 졸업
·동아콩쿠르 1위 입상, 스테파노브 콩쿠르, 독일상공협회 콩쿨 입상
·런던 필하모닉 , NHK 교향악단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 협연
·뭔헨, 더블린 등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서울대 및 경원대 음대 교수, 학장 역임
·현재 서울대 음대 초빙교수

LEARNING

PROGRAM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M. Mu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오픈·마스터 클래스
Open·Master Class
P R O G R A M

토크 투 피아노
Talk to Piano
8월 17일 오후 2시 아늑한소극장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 초등학생이상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와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 김대진
(예술감독)의 진행으로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와 함께 프리뷰 형식의
간단한 공연과 함께 그들의 음악인생을 솔직 담백한 토크로 풀어
낸다. 북한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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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입상,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오디션우승
·로얄 필,프라하심포니 등 세계유수오케스트라협연
·한국 최초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협주곡 전곡연주
·뮌헨 국제피아노,영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심사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장,연세대음악대학장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예술의전당 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F. Chopin : Ballade No. 4 in f minor, Op. 52

8월 18일, 19일 오전 11시 아늑한소극장
전석 1만, 초등학생이상

I

이경숙

F. Chopin : Ballade No. 1 in g minor, Op. 23

Piano on Screen

F

I. Stravinsky : The Firebird Suite for orchestra(1919)

발라드 제 1번 사단조

피아노 온 스크린

O

스트라빈스키 <불새>모음곡 (1919년판)

피아노 소나타 31번 내림가장조

S P E C I A L

R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작품 71 제 2막

Seong-Jin Cho Recital “도전, 그 시작!”

쇼팽

P

P. I. Tchaikovsky : The Nutcracker Op. 71, Act 11

조성진 리사이틀

쇼팽

에튀드 작품 25, 제 1번

F. Chopin : Etude As Dur Op. 25 No. 1

F. Liszt : 6 Grandes Etudes de Paganini, S. 140

베토벤

피아니스트 박종훈(18일), 조재혁(19일)과 함께 3D보다 생생한 4K
영상으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피아노 협연 실황을 관람하는
클래식 배움의 시간

아늑한소극장
Master

8월 14일 한동일 오후2시, 15일 신수정 오전10시
8월 16일 이경숙 오후2시, 17일 김영호 오전10시

Open

8월 15일 김대진 오후2시

연주레슨 마스터 Active 8만원 오픈 5만원
청강 Passive 5천원, 초등학생이상
피아노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대진(예술감독)이
직접 레슨하는 오픈 클래스와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문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예술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영호가 지도하는
맞춤형 클래스가 운영된다. 클래스 신청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다운

김영호

·

·줄리아드 음대 및 대학원 졸업, 맨하탄 음대 박사
·쇼팽 코슈즈코, 헬렌 하트, 프리나 아워버크 국제 콩쿠르 우승
·프랑스 뮤직알프 페스티발, 스페인 국제피아노페스티발, 뉴욕대학, 필리핀국립대학
에모리대학 등에서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대진
·제6회 로베르 카사드쉬 (현 클리브랜드 국제콩쿠르) 국제피아노 콩쿠르 1위 입상
·“솔리스트가 되기 위한 모든 능력을 갖춘 훌륭한 연주자 - 뉴욕 타임즈”
·클리브랜드, 베토벤, 부조니 등 세계 주요 음악 콩쿠르의 심사위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혜선
■ 콘서트, 리사이틀에 한해 공연 1회 예매시 1회 무료청강이 가능
■ 클래스 2일 전까지 예매번호, 성명, 전화번호, 원하는 클래스
    piano@ggac.or.kr로 이메일 접수
■ 당일 안내창구에서 청강좌석권 배부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세계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위 없는 3위, 퀸 엘리자베스, 리즈 국제 콩쿠르 입상
·런던 심포니, 보스톤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버밍햄 심포니 등과 협연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역임
·현재 미국 하트포드 음대교수,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2011. 08 15

박종훈
·연세대, 줄리어드 음악원, 이몰라피아노아카데미
·산레모 클래식 국제 피아노콩쿨 우승
·상 페테르부르그, 브루노 심포니, 슬로박 필,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협연
·한국인 최초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회
·“놀라운 개성, 우아한 음악성” - 뉴욕 타임즈

조재혁
·줄리어드 음악원 학사, 석사, 맨해튼음대 박사
·마리아 카날스, 레이크꼬모, 스페인 페롤 등 국제 콩쿠르 입상
·몬테까를로 필, 루마니아 “Mihail Jora” 필, 뉴저지 심포니, 루이지아나 심포니 KBS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국내 외 오케스트라 협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종화
·뉴잉글랜드 음악원 학사, 석사, 마드리드의 소피아 왕립 음악원, 독일 뮌헨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부조니, 퀸 엘리자베스, 루빈슈타인, 산타데르 국제 피아노 우승 또는 입상
·보스턴 심포니, 뉴햄프셔 심포니, 벨기에 플레미쉬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교향악단과 연주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임동혁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독일하노버음대, 줄리어드 음악원
·국제 청소년 쇼팽, 부조니 콩쿠르, 롱-티보, 국제 쇼팽 콩쿠르 입상
·아르헤리치 추천-라로크당테롱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초청연주
·황금 디아파종 상, 쇼크상 수상
·NHK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협연

손열음
·반 클라이번, 영 차이코프스키, 오벌린, 비오티, 루빈스타인 등 국제 피아노콩쿠르 입상
·뉴욕필, 이스라엘필, NHK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 협연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 바드 키싱엔 페스티벌 등에 초청연주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 음대 재학

조성진
·하마마츠, 청소년 쇼팽 국제 콩쿨 1위
·체코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중국 상하이 ,일본 NHK
·하마마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한국음악상 신인상 수상

김철웅(스페셜게스트)
·평양음악무용대학,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북한 전국 2.16 개인콩쿨 1위, 미국카네기홀 연주, 평양 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노르웨이 베르겐, 영국 런던, 호주 멜버른 북한인권 국제회의, 청와대, 연세대, 삼성전자 등
다수의 초청연주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북한 인권시민연합홍보대사, 남북평화재단운영위원, 국제장애인문화협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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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

경기도립예술단 명품브랜드공연 시리즈Ⅰ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무(舞),무(武)를 탐한
달하 명품브랜드로
거듭나다!

2

008년 초연 당시 1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모으면서 화려한 서막을 장
식했던 달하가 2009년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특별작으로 선정되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매진시켰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공연의 메카 세
종문화회관, 일본 동경 주일한국문화원 신청사 건립1주년 기념으로 첫 해외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관객뿐만 아니라 무용계 평론가들까지도 매료시킨 달하는 “세계를 겨냥한
한국 대표 브랜드 춤 작품으로 내새워도 손색이 없을 것(무용평론가 성기
숙)”, “무예와 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존하는 탁월한 조화를 연
출(무용평론가 문애령)”, “작품의 규모뿐만 아니라 무용으로 대극장 장기공
연을 객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무용평론가 김경애)”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소재로
경기도립무용단 조흥동 예술감독에 의해 탄생했던 「태권무무 달하(이하
달하)」가 2011년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립예술단 명품브랜드 첫 번째
시리즈로 선정되어 8월 남한산성 야외공연장과 9월 행복한 대극장 무대
에서 잇따라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글. 예술단정책팀 심태은

며 극찬을 받았다.
대중과 평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달하는 그밖에도 지난 3년간 유앤아이센
터 초청공연, 아산이순신 축제, 경북무용제, 영주선비문화축제, 경주세계태
권도선수권대회 등 전국을 곳곳을 누비며 경기도립무용단 대표작으로 확고
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님이시여’라는 뜻의 고어(古語)인 ‘달하’는 태초 이전 무의 세계, 두 남녀
의 탄생 및 사랑 이들을 갈라놓은 약육강식의 세계,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
새로운 기운과 생명이 탄생한다는 스토리에 격렬하면서도 때론 서정적으로
90여분 동안 뜨겁게 무대를 달군다.

2011년 명품브랜드로 거듭나는 「달하」는 또 다른 시도를 예고한다.
첫 번째

수정, 보완을 거쳐 스토리를 강화하고 각 디테일을 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두 번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남한

산성 야외공연장에서 기존 공연장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시도한
다. 남한산성 내 역사박물관 무대를 배경으로 한 여름 밤 귀뚜라미 우는 소
리와 함께 「산 속 무용극」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야외공연은 장소 특성상 대형 무대세트를 대신하여 달하를
통해 국내 최고의 영상감독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최용석 감독이 감
각적이고 경이로운 영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세 번째

성공적인 첫 일본해외공연에 이어 올해 10월 북미순회초청공연이

Info

예정되어 있다.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 아이다호주의 보이즈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
스코시, 캐나다 벤쿠버에서 펼쳐질 공연은 평소 한국 문화를 접하기 힘든

경기도립예술단 명품브랜드공연 시리즈Ⅰ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

지역이라는 점에서 수준 높은 한국의 무용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

공연Ⅰ 야외공연

을 소개함은 물론이고 달하의 명품브랜드 제고 및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

·공연일시 : 2011년 8월 27일 (토) 20:00

전당의 이미지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흥동 예술감독이 이끄는 한국 최고의 경기도립무용단과 국내 각 분야 최
정상의 스태프가 이뤄낸 명품브랜드 「태권무무 달하」가 앞으로도 어떤 변화

·공연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내 역사박물관
·공동주최 : (재)경기도문화의전당 /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공연Ⅱ 행복한대극장
·공연일시 : 2011년 9월 30일 (금) 19:30 / 10월 1일 (토) 17:00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와 시도로 관객과 만날지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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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on Screen

경기도국악당

Arts on Screen - Ballet
클래식 발레

「지젤」과 「백조의 호수」의
사랑이야기

경기도국악당

●글. 공연기획팀 김태균

국악은 우리의 삶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음율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 경기도국악당은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 2011년 생활국악을 모토로 경기도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젤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인 고티에(Gautier)의 대본으로 완성된 낭만 발레의 대명사이자
로맨틱발레의 대표작이다. 백조의 호수와 함께 고전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 작품은 이루지 못할 사랑의 아픔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노래하는 전형적인
로맨틱발레 작품이다. 기본 틀이 되는 ‘사랑의 배반으로 죽은 처녀귀신들이 밤마다 무덤에서 나와
춤을 춘다’는 이야기는 독일의 한 지방에 전해지는 전설인데, 코티에는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준비를 마쳤다. 또한 국악관현악 콘서트 ‘송년가족음악회’에서는 매년

가야금 ‘황병기’, 사물의 ‘김덕수’ 등 국악 분야별 명인을 모셔 그의 삶

신선한 기획을 통해 국악이란 끈으로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다.

과 국악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 기획공연 ‘명인을 만나다’, 국악

Heine)의 《독일이야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지젤의 역할은 모든 여성 무용가들이 꿈꾸는
역할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기량과 경력을 쌓은 발레리나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관문이
되었다. 비록 고전 시대의 발레만큼 화려하고 어려운 기교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1막과 2막에서 매우

경기도국악당에는 명품국악공연이 있다

Arts on Screen 일정

대조적인 인물인 지젤은 무용 기교 이상의, 즉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줄 아는 배우로서의 능력을

구분

해설

일정

가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발레

김인희

7. 14 / 8. 11 / 10. 6

관현악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고

경기도국악당에는 국악을 통해 나를 찾는다

품격 음악회 경기도립국악단의 ‘和 시리즈’, 국악 차세대 주역을 발굴

악가무(樂歌舞) 일체의 국악교육프로그램 ‘예술가꿈’을 통해 삶에 새로

하는 ‘명인을 꿈꾸다’는 국악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의 자긍심

운 활력을 얻으며, 국악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누구

을 지키며, 머물러 있는 옛 소리가 아닌 새로운 국악을 선도한다.

나 가질 수 있다.

발레볼레, 클래식 발레, 모던발레

백조의 호수
19세기 후반 러시아 발레의 유산인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구분

해설

일정

경기도국악당에는 국악의 고정관념을 깨는 참신한 시도가 있다

2004년 7월 도내 유일의 국악전문 공연 및 교육시설로 개관되어 420

뮤지컬

조용신

9. 8 / 11. 10 / 12. 8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당 대표 브랜드 ‘국악아동극’은 아이들의 눈높이

석의 공연장과 2개동의 전통예술교육 강습실 그리고 경기도립국악단

에 맞춘 국악공연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국악이 주는 흥겨운 멋에 흠뻑

의 활동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국악당.

렌트, 레미제라블, 키스미케이트

러시아에서 초연됐다. 원래 이 백조 이야기는 러시아에 널리 알려진 전설을 재구성한 것이다.

취했고, 소풍 나온 듯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국악체험공연 ‘국악소

그 내용은 이러하다. 여인으로 변해 호수에서 목욕하는 백조의 옷을 한 사냥꾼이 감춰 결혼했으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몇 년 후 백조는 옷을 찾아 날아갔다는 것인데, 어쩐지 우리나라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와 비슷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부이사장

하다. 초연 때는 연출이나 무대장치가 서툴렀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으나, 작곡가의 프티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바노프의 연출로 처음으로 그 참값이 인정되고, 로맨틱 발레의 고전으로서 각국에서 상연되기에
이르렀다. 전체에 넘쳐흐르는 감미로운 선율은 오데트 공주의 슬픈 운명을 묘사하였고, 또한 제3막

더 이상 멀리 있는 공연장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웃고 우는 친근한 공

악을 선보이는 ‘젊은국악’과 경기도립국악단 김재영 예술감독의 재미

간으로 경기도국악당을 찾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을

있는 해설이 곁들어진 ‘청소년 국악여행’은 8월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만나길 바란다.

명예교사(발레)

김인희

·2010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

의 궁정무도회의 성격(character)무용에서는 민족적 리듬을 지닌 소곡을 차례로 전개한다. 오데트

·전 유니버설발레단 창단멤버 /수석무용수

공주의 주제음악은 특히 유명하다.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20 예술과 만남

풍’은 모든 공연이 이미 매진되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캐주얼한 국

국악아동극 「공작새의 황금깃털」

기획공연 「젊은 국악」
2011. 08 21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경기도국악당 국악아동극 맑은마음 쑥쑥시리즈Ⅰ

「공작새의 황금깃털」
우리 아이 마음이 튼튼해지는
경기도국악당 ‘맑은마음 쑥쑥’ 세상으로 같이 떠나보실래요?
●글. 국악당운영팀 조신애

내 아이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면?
내 아이가 나 밖에 모르는 공주과라면?
공작새의 깃털이 해님을 닮은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공작새의 황금깃털」을 눈 여겨 보자.

쑥쑥 하나!

‘소리나라’ 전통악기체험이 달라졌어요!

한여름의 녹음이 더욱 짙어지는 8월!
우리 아이의 마음에 푸르름을 더 할 국악아동극을 경기도국악당이
야심차게 준비했다. 이번 ‘맑은마음 쑥쑥시리즈’는 우리 소리가 가진

소리요정과 함께 떠나는 우리 전통악기의 세계가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으로 듣는 동요는 어떤 느낌일까요?

흥겨운 멋은 물론,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님
의 마음까지 담은 국악아동극이다. 2편의 국악아동극으로 준비된 ‘쑥

쑥쑥 둘!

쑥시리즈’, 우리 아이에게 보여 주고 싶은 대로 골라보는 재미까지 더
한 2011년 국악아동극 첫 번째 시리즈는 「공작새의 황금깃털」 이다.

귀한 내 아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자!

아이들에게 푸른 마음을 더해줄 국악아동극
「공작새의 황금깃털」!

경기도국악당과 올리볼렌이 함께하는 ‘튼튼패키지’
공연보며 마음 튼튼 + 웰빙 도너츠 만들며 몸 튼튼 = 14,000원
(튼튼패키지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잘난 공작새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그린 창작국

맑은마음 쑥쑥시리즈Ⅰ
‘공작새의 황금깃털’

악아동극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자기희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독감에 걸려버린 해님

·장르 : 국악아동극

할인

할인율

친구들을 괴롭히고, 숲속 친구들의 온갖 처방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쑥쑥 패키지

40%

쑥쑥시리즈 Ⅰ,Ⅱ 동시 예매시 (전화예매)

쑥쑥 할인 1

50%

장애우 (동반 1인), 65세 이상 (본인에 한함)

쑥쑥 할인 2

30%

Art플러스 (골드), 국악당 교육강좌 수강생

물 친구들의 대모험이 시작된다. 환경의 소중함이란 주제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했으며, 모험 속 좌충우돌 성장하는 동물 친구들
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의 키가 한 뼘 자라있을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장금이의 꿈’ 작곡가의 음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기대해도 좋겠다.

22 예술과 만남

할인정보

따스한 빛을 잃은 해님이 아픈 틈을 타 먹구름 일당들은 숲속 동물
해님의 병은 더 깊어만 간다. 결국 해님의 약을 구하기 위한 숲속 동

Info

쑥쑥 할인 3
튼튼 패키지 (공연+체험)

20%

상세안내 (중복할인 불가)

·일시 : 2011년 8월 24일 (수) ~ 10월19일 (수)
(9월 14일 공연없음)
·공연시간 : 매주 수요일 11:00
·공연장소 :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출연 : 극단 외치는소리
·공연시간 : 50분

Art플러스 (일반), 3인이상 가족 (의료보험지참)

·관람연령 : 만 24개월 이상

경기I-Plus카드, 무한돌봄 경기사랑카드

·티켓가격 : 전석 1만원

경기도민원전철 365카드

·예매 : 1544-2344 www.interpark.com

14,000원

·문의 : 031-289-6424 www.ggod.or.kr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2011. 08 23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국악
아카펠라 & 만요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젊은 국악」
국악계를 대표하는 젊은 스타들이 8월 매
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방학을 맞은 학생
들과 공감하고 대중들에게 국악의 다양함과
더불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 국악의 저변확대의 기회가 되고자 한다.
●글. 국악당운영팀 우상철

8월 6일 (토) 오후 5시
경기도국악당 흥겨운 극장
사회 : 이안
출연 : 국악 아카펠라 토리'S
만요 컴퍼니

국악 솔리스트
8월 13일 (토) 오후 5시
경기도국악당 흥겨운 극장
사회 : 이안
출연 : 조혜령 밴드
안은경 밴드
The 광대

국악아카펠라 토리'S
판소리, 경서도민요, 정가의 다양한 목소리의 색깔과 음악의 다양성을 과감하게 표현해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준비를 하는 팀이다.
●

장대장타령, 사랑가, 아리랑연곡, 뱃노래, 강강술래

만요 컴퍼니(漫謠 COMPANY)
만요 컴퍼니는 대한민국 최초, 만요 전문 공연팀으로 1930년대의 음악적 편견이 없이 여러 장르의 장점을
두루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만요를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팀이다.
●

청춘삘딩, 오빠는 풍각쟁이, 벙어리냉가슴, [만담 재현] 공산명월, 모던기생점고, 청춘계급, 전화일기

조혜령 밴드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악사 전수자이가도 한 조혜령은 전통과 창작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로 그의 해금은 부드러우나 찰진 음색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스윗워킹, 달빛, 서울야곡, 광화문연가, 꼭두각시

안은경 밴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한 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의 이수
자로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음악인이다.
●

바람이 되어라, 풍년가, 개구리에게, 눈물꽃 지다, 구름이 내려오고 우리는 춤을 추었다

THE 광대
연희집단 The 광대는 젊고 참신한 국내 최고의 예인집단으로 탈춤, 풍물, 남사당놀이 등 다양한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연희극의 창작을 지향하는 팀이다.
현재 가족연희컬 <타이거 헌터>, 창작연희극 <양반나가신다>, <원님놀이>등의 창작 연희극을 통한 기획
공연 및 국내 축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국악 락

에스닉팝 그룹 프로젝트 樂
한국음악의 가요적 사운드를 모티브로 국악계의 젊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다.
●

Info
젊은 국악

8월 20일 (토) 오후 5시
경기도국악당 흥겨운 극장
사회 : 이안
출연 : 에스닉팝 그룹 프로젝트 樂
Band 'AUX'
중앙피리잽이들

판굿, 버나놀이

Beautiful Days, 사랑가, Happy Bona, 태평성대, Fast Track, 난감하네

BAND “AUX”
한국음악의 대중적 접근이란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팀으로 한국 전통음악들이 갖고 있는 리듬, 감성,
선율 등을 차용, Aux만의 색깔을 덧씌워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그 안에서 연주자로써의 만족과
새로운 한국음악의 방향을 찾아갈 것을 추구한다.
●

왕의 춤(壽齊天), Pum Ba!!, 사랑가, 이별가, 옥중가, Love Letter

·일시 : 2011년 8월 6일, 13일, 20일 (토) 17:00
·장소 :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관람요금 : 전석 20,000원
·할인 : 3인가족권 20%, 15인 이상단체 30%,
국악당 수강생 30%, 아트플러스 회원 50%
30인 이상단체 50%, 초·중·고등학생 50%
장애인·65세 이상 노인 50%

중앙피리잽이들
단체 ‘중앙피리잽이들’은 중앙대학교 국악과와 한국음악과 출신 피리 전공 졸업생을 비롯한 국내유일
단과대학인 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국악관현악과 피리전공 재학생 들을 모두 포함한 중앙대학교 출
신 피리잽이들이 만든 연주단체이다.
●

마이클잭슨 퍼포먼스

·예매 : 1544-2344 www.interpark.com
·문의 : 031-289-6424 www.ggod.or.kr

24 예술과 만남

2011. 08 25

기획전시

지구를 담은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LIFE&NATURE>
달빛과 별빛과 물빛이 하나가 된 세상!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은
그런 세상을 탐한 미학주의자였는지도 모른다.

전시 소개

경기도립예술단

122년의 감동을 엄선한 최고의 사진전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 1888년에 발간되어 현재 전세계 5천만 명이 애독하고 있는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을 엄선한 지상최대의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
래픽展>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여 점의 작품 속 200가지 ‘사
실’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아름다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국악단

이미지 속 슬픈 현실, 놀라운 반전, 그리고 사랑, 우정, 노력, 희생 등 200가지 감동
의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다.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파노라마

본 전시는 <LIFE & NATURE>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 및
파괴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

Info

은 4개의 관 및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PART 1. 자연의 풍경 : 땅•하늘•바다의 인상적인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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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생명의 드라마 : 동식물의 삶을 담은 역동적인 이미지
PART 3. 지구의 눈물 : 위기의 징후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빛나는갤러리, 소담한갤러리
·관람요금 : 성인 10,000원(아트플러스 회원 2,000원 할인)
(초·중·고등학생 8,000원 / 7세 이하 6,000원)

PART 4. 절망 속의 작은 희망 : 자연 보존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주최 :

특별관 :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역사와 발자취

·주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내셔널 지오그래픽>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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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수준 높은 음악데이트를 위해 유럽에서 활동했던 구자범 예술단장이 직접
지휘하고, 국내 정상의 성악가들이 협연한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도 건

전하고 멋진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뽐내보길 바란다.

만 19세 이상 입장 불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구자범 예술단장 취임 이후 ‘만 18세 이상 입장가’ 등으로 입장
연령을 제한해 왔다. 이것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
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선정하여 음악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에는
〈Kids Arts Festival - 오케스트라야 놀자〉 연주회를 열었고, 7월 15일에는 〈동두천시 청소년
을 위한 순회공연〉을 열었다. 오는 8월 11일에는 “로미오와 쥴리엣”을 주제로 청소년 커플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프로코피예프, 구노, 번스타인, 차이콥스키 등이 《로미오와 쥴리엣》
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으며,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작품들 가운데 원작을 기준으로 짜임새
있게 발췌한 음악을 연주한다.

협연자 ① 소프라노 강혜정
소프라노 강혜정은 지난 2005년 뉴욕 Kaye Playhouse에서 오페라 《마술피리》의 파미나 역
으로 노래하여 『뉴욕타임스』에서 “다채롭지만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청소년 커플을 위한 음악회

로미오와
쥴리엣

받은 성악가다.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매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전학년 장학생으로 졸업하였다. 유학중인 2006년 서울시 오페라단의 신인 공개 오디
션에 합격하여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 오페라 《리골레토》에 질다 역으로 출연하였고, 국립오
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부천문화재단,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이 주최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 조반니》, 《돈 파스콸레》, 《라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호프만
이야기》, 《사랑의 묘약》, 《유쾌한 미망인》, 《로미오와 쥴리엣》,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등
여러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부천필 창단 20주년 말러 시리즈 협연, KBS 광복 60주
년 기념음악회 출연 등 여러 시립교향악단과 헨델 《메시아》, 구노 《장엄미사》, 모차르트 《대
관식 미사》, 브람스 《독일 레퀴엠》, 포레 《레퀴엠》, 베토벤 《합창 교향곡》 등을 협연하였고,
2009년 일본 도요타 현 콘서트 홀 초청 리사이틀, 교토 체임버 필하모닉, 이태리 피렌체 오
케스트라 협연, 2010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2011 프랑스 르망 국제음악축제 초청 리
사이틀을 가진 바 있다. 제 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강혜정은 현재 계명
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협연자 ② 테너 나승서
테너 나승서는 서울 음대 성악과와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고등
음악원을 졸업하였다. 제 30회 트레비조 ‘토티 달 몬테’ 국제 오페라콩쿠르, 제 40회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제 2회 마스카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한 바 있다.

Info
청소년 커플을 위한 음악회
“로미오와 쥴리엣”

나승서는 1989년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면서 10여 년간 로마, 피렌체, 볼로냐, 리용 등
을 비롯한 유럽의 30여 개 극장에서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람
메르무어의 루치아》, 《나비부인》, 《파우스트》, 《사랑의 묘약》 등 30여 개 레퍼토리로 정명
훈, 주빈 메타, 다니엘레 가티, 에벨리노 피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를 해왔으
며, 2004년 예술의 전당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공연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 이후 독창회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로미오와 쥴리엣》이야기에서 쥴리엣은 열네 살이었고, 로미오는 열여섯 살이었으니 지금의
청소년들과 같은 또래다. 대한민국에 사는 로미오와 쥴리엣 여러분들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 두
손 꼭 잡고 오길 바란다. 단짝 친구라도 좋다.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장 박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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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사곡 등 공연을 통해 고국 무대에서도 활동 중이다. 지난 시즌에는 이탈리아 볼로냐 극
장 《맥베스》, 성남아트센터 《파우스트》, 예술의 전당 《돈 조반니》, 이탈리아 볼로냐 극장 《나
부코》,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천생연분》 등과 서울시립오페라단 《리골레토》를 공연했으
며, 2007~2008년 시즌에는 벨기에 국립극장에서 《나부코》와 이탈리아 나폴리 산 카를로극
장에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공연 하였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일시 : 2011년 8월 11일 (목)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 대극장
·관람요금 : 전석 2장 1만원 (2장 단위로 판매)
(만 19세 이상 입장 불가)
·지휘 : 구자범
·협연 :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나승서
·연주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번스타인 등이
《로미오와 쥴리엣》을 바탕으로 쓴 작품에서 발췌
(상세 프로그램 변동 가능)
·공연문의 : 031-230-3320~3322
cafe.daum.net/G-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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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범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들려준 관현악의 힘찬 포효

정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한 지휘로 목가적인 분위기를 한껏 강조하는

속에 2000년 전 로마제국의 함성이 되살아났다. 팀파니의 집요

가 하면, ‘한낮의 트레비 분수’에선 몸을 사리지 않는 역동적인 지휘로

한 리듬은 로마 군인들의 씩씩한 발걸음을 재현해냈고 현악기들의 날

트레비 분수의 찬란한 물줄기를 눈부시도록 현란하게 재현해냈다. 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레스피기-로마 3부작」 공연 리뷰

카로운 고음은 원형경기장 군중의 성난 울부짖음을 전했다.

엇보다도 ‘로마의 소나무’에서 펼쳐진 변화무쌍한 음악여정은 손에 땀

되살아난 2000년 전
로마제국의 함성

‘로마의 분수’와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로 구성된 레스피기의

을 쥐게 했다. 카타콤에서 울려 퍼지던 기독교인들의 절실한 기도소리

‘로마 3부작’은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 어떤 관현악곡보다

와 아피아 가도를 행진하는 로마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는 연주가 끝난

도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이 뛰어나고 연주효과가 좋은 작품이다. 국내

후에도 가슴속에 울렸다.

에서 ‘로마 3부작’은 비교적 낯선 음악임에도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많

때때로 금관악기와 타악기 주자들의 의욕이 지나쳐 현악기들의 주요

은 청중들이 음악작품 자체의 화려함에 반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선율을 묻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간혹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밸런스가

구자범의 열정적인 지휘와 경기필의 의욕적인 연주가 없었다면 레스

깨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문제였다. 비록

지난 6월 24일 고양아람누리에서 아람음악당에서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
전곡을 무대에 올린 구자범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는 로
마제국 영욕의 역사를 갖가지 소리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피기의 걸작 관현악곡도 그토록 다채로운 음향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

매끈하게 다듬어진 연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주는 음악작품의

었을 것이다. ‘로마 3부작’ 전곡을 암보(暗譜)로 지휘한 구자범은 마치

본질에 다가서 있었다. 구자범과 경기필의 가식 없는 연주 덕분에 청중

오페라를 지휘하듯 작품 전체의 극적인 흐름을 잘 살려내 강한 인상을

역시 벅찬 감동을 거친 환호로 표출할 수 있었다. 음악 속에서 모두가

●글.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

남겼다. ‘로마의 분수’를 여는 ‘새벽 줄리아 계곡의 분수’에선 미세한 표

마음을 열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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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극단은 작년 <행복한 삼복씨>로 초청된데 이어 올해는
<늙어가는 기술>로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 6
월 14일(화)~19일(일)간 공연된 경기도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작
품이었던 <늙어가는 기술>은 초연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았
지만 벌써 공연관계자 및 한국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 관계자들
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게한 작품이다.
배우들과 함께 공동창작의 대본화 과정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즉
흥극 등을 통해 만들어진 <늙어가는 기술>은 그 탄생의 배경과 공
연화되어진 과정까지 연극 관계자 및 페스티벌에 참여한 각 단체, 이번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한 경주시 관계자들 모두에게서 아낌없는 찬사와 기
대를 받았다.

지난 7월 4일과 5일 양일간 무대기술팀의 공연 최적화와 완성도
높은 무대연출을 위해 밤샘 셋업 후 6일, 배우들과 연출진, 스텝간
의 최종리허설을 마치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저녁 7시 30분 공연
된 경기도립극단의 <늙어가는 기술>은 객석을 가득메운 경주시민
들에게 경기도립극단만의 색깔과 무대에너지를 담아 작품의 즐거
움과 감동을 선사하여, 멈출 줄 모르는 박수를 받았다.
<제2회 한국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기간 중 중간 정점을 맞이

제2회 경주 <한국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하는 6일, 경기도립극단의 공연은 ‘남은 페스티벌 참가작품에 대

늙어가는 기술

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증폭과 페스티벌 참여단체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성공적인 공연이 되어 감사하다.’는 행사관계자 및 경주시립극단원들의
소감이 있었다.

2011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경기도립극단의 이번 <제2회 한국

올

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한국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을 참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경기도립극단 배우들이 천년고도의 경주를 찾았

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참가는 경기도립극단의 역량을 한껏 드

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출발하여 무려 5시간여의 버스이동으로 도착한 경주는 조용하면서도 나지막한 건물들, 정감있는 도시의 모습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마음을 경주시민에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부터 경주에서 펼쳐지는 <한국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국 국공립극단 중 10개의 대표

게 전하는 행복한 선물의 시간이 되었다. 국내의 국공립극단 교류

극단 작품이 초청되어 경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소극장)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각 극단별 작품을 관객들과 공연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축제의

와 협력의 장으로서의 이번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장이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주요단체는 7월 1일 인천시립극단을 시작으로 경주시립극단, 순천시립극단, 국립극단, 경기도립극단, 대구시

이르는 모든 행사에서 경기도립극단의 역할과 작품에 대하여 높아

립극단, 부산시립극단, 포항시립극단, 서울시극단, 전주시립극단의 10개 단체가 각기 올해 대표작품으로 참가한다.

진 기대감을 담아 앞으로 이들 배우와 경기도립극단의 행보가 더

●글. 경기도립극단 기획실 이수민

욱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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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음악의 선율을 전하는 국악관현악과 타악·관악 앙상블의 무대
<2011년 청소년 국악여행>에서는 우리 음악의 선율을 전하는 국악관현악과 함께 타악·관악
앙상블로 새로움을 시도한 무대이다. 사람의 음성을 닮은 해금의 매력을 제시할 ‘해금협주곡추상’, 우리 삶의 노래인 민요를 전통과 현대의 감성으로 전하는 ‘긴아리랑, 아외기소리’, 다
국적 타악기군의 다양한 음색 조화로 리듬의 유희를 선사할 ‘신뱃놀이’로 우리음악의 마력(魔
力)을 전한다. 이와 함께 라틴음악의 색채에 타악솔로가 겹쳐져 경쾌하면서도 다이나믹함을
전하는 ‘퍼커션과 관악기를 위한 모음곡’, 마이클 잭슨의 명곡 ‘Billie Jean, Heal The World,
Beat It’을 피리로 구성하여 화려한 움직임을 더한 ‘마이클잭슨 퍼포먼스’, 온몸을 이용한 다양
한 리듬을 퍼포먼스로 엮은 ‘Percussion with a story_희희락락’ 등 타악·관악 앙상블로 현

가슴으로 만나는 최고의 감성음악
재미있는 해설과 연주로 떠나는 국악여행
경기도립국악단(단장 김재영)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
년들에게 우리음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청소
년들을 위한 특별 기획공연인 ‘청소년 국악여행’을 8. 6(토) 오후 2시·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청소년 국악여행’은 매년
많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인 청소년 공연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공연물
로, 우리음악과 더불어 현대물과 접목을 통해 새롭게 시도하는 국악 레퍼
토리 구성으로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박성혜

대적 감각의 국악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이자 경기도립국악단
단장인 김재영 지휘자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연주영상으로 우리
악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경기도립국악단과 경기어린이합창단의 특별한 만남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나눔 희망프로젝트로 선발된 600여
명의 경기어린이합창단과 경기도립국악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경기어린이
합창단’은 재능기부를 통해 음악적 소질을 갖춘 자원봉사자 및 지역 예술인을 모집하여 예술
교육이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Arts Habitat’
사업의 일환인 ‘함께하는 행복 교실’에 선발된 학생들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
은 기량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꿈의 궁전 찾아가자,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합창단 어린이
들의 희망의 날개를 순수한 목소리에 담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PROGRAM
1. 퍼커션과 관악기를 위한 모음곡
- 작곡/David Mancini
- 편곡/강선하
- 퍼커션/이석종, 박정신, 김은영, 함경인, 조상준
2. 피리앙상블 ‘마이클잭슨 퍼포먼스
   Billie Jean, Heal The World, Beat It’
- 작곡·사/Michael Jackson
- 편곡/홍정의
- 연주/중앙피리잽이들
3. 타악퍼포먼스 ‘Percussion with a story 희희락락’
- 연주/타짜
4. 해금협주곡 ‘추상’
- 작곡/이경섭
- 해금/김미영
5-1. 경기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꿈의 궁전 찾아가자, 아름다운 세상’
- 작곡/이수연, 박학기
- 작사/정근, 박학기
- 편곡/이동훈
- 합창/경기어린이합창단
5-2. 전통·신민요 ‘긴아리랑, 아외기소리’
- 편곡/박범훈, 이동훈
- 소리/최근순, 함영선, 이나현, 하지아
6. 신뱃놀이
- 작곡/원일

Info
2011 기획공연 경기도립국악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국악여행
·공연일시 : 2011. 8. 6(토) 오후 2시 / 5시

- 청소년·65세 이상 노인·장애우 동반 1인, 국가유공자 50%

·공연시간 : 약 100분

- 아트플러스 골드회원·20인 이상 단체 30%

·관람연령 : 만 6세 이상

- 3인 이상 가족권·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 I-plus카드

·예매 및 문의
-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031-289-6471∼3
http://www.ggac.or.kr
- 인터파크 1544-2344 http://ticket.inter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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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요금 : 전석 10,000원 (청소년 50% 할인)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무한돌봄 경기사랑카드, 그린카드, 경기도민원전철 365카드
20% 할인
- 아트플러스 일반회원·경기도내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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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ARTS CENTER

경기도립예술단

8월 예술단 공연일정표

경기도립국악단 8.15광복절 기념 공연 “빛나라! 대한민국이여!”

민족혼에 예술혼을 더하다
66년전 다시 찾은 빛, 광복의 기쁨!
이제 오늘날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족의 빛을 노래한다!
숙명보다 강한 민족혼에 예술혼을 더해 노래한다.
“빛나라! 대한민국이여!”

경기도립예술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역

장소

예술단

8월 1일(월) 15:00

안양

안양소년원

경기도립무용단

8월 2일(화) 17:00

안동

안동 웅부공원 (시범석전 봉행)

경기도립국악단

8월 6일(토) 14:00, 17:0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 (청소년국악여행)

경기도립국악단

8월 6일(토) 17:00

수원

수원역전시장

팝스앙상블

8월 8일(월) 14:00

용인

용인 행복한집

경기도립무용단

8월 11일(목) 17:0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 (청소년 커플을 위한 음악회)

경기필하모닉

8월 13일(토) 19:3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 (피아노페스티벌 개막식)

경기필하모닉

8월 15일(월) 10:00

수원

중소기업센터 (광복절기념행사)

경기도립국악단

8월 18일(목) 19:30

서울

서울광장 (문화와음악연주회)

경기도립국악단

8월 20일(토) 11:15

경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백결공연장

경기도립무용단

8월 23일(화) 13:00

수원

버드내노인복지회관 (사랑장터)

경기도립극단

8월 24일(수) 16:00

수원

경희대 예술대학강당

경기도립국악단

8월 27일(토) 20:00

광주

남한산성 역사박물관 (태권무무 달하)

경기도립무용단

8월 28일(일) 19:00

시흥

정왕동 평안공원 (시흥옥구샘물축제)

경기도립국악단

●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박성수

지

난 3.1절 기념행사에서 “잠든 이여 깨어나라!”라는 타이틀로 특별공연을 한 경기도립국악단이
오는 8.15광복 66주년을 맞아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빛나라! 대한민국이여!”라는 제목으로

특별공연을 준비했다. 자칫 무겁게만 진행될 수 있는 공식 기념행사에 예술성 감흥을 선사했던 지난 공
연처럼 이번 공연 역시 경기도립국악단을 이끄는 김재영 단장을 필두로 민족혼에 예술혼을 더하는 작업에 혼
신을 다하고 있다. 칸타타 형식으로 20여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번 공연은 함현상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수원시립합
창단의 합창과 라만 무용단의 힘 있고도 섬세한 무용, 그리고 산수화처럼 때론 기록의 흔적을 쫓는 듯 흐르는 영상과
함께하는 배우들의 내레이션 감동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이에 김재영 단장의 지휘로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가 더해
지니 행사에 참가한 관객들의 민족혼을 끄집어내는데 충분한 예술미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팔월의 태양은 뜨겁다
66년 전 8월의 태양은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것이다.
조국을 빼앗긴 대한인의 냉가슴에 1945년 8월의 태양은 민족의 뜨거운 열망을 그리고 잃었던 빛을 다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대한인은 임을 품었고, 어두운 역사는 빛을 찾았고, 대한민국은 더욱 더 빛날 채비를 한다.
“빛나라! 대한민국이여!” 는 광복의 환희와 함께 앞으로 영원히 빛날 대한인의 태양을 노래한다. 빛바랜 역사 속
낡은 한 페이지의 흔적이 아닌 무한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찬란한 태양을 노래한다. 배우들의 눈빛에 그 태양을
담아 노래하고, 무용수들의 몸짓에 노래는 바람이 되어 대한인과 대한인의 마음에 닿고, 영상의 파노라마는 우리네 눈과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될 것이다. 공연을 통해 수원시립합창단의 합창은 태양의 노래를 가슴속 깊이 울려 줄 것이며,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는 자식을 맞는 어미의 품처럼 이 모든 것을 품어 줄 것이다.

36 예술과 만남

2011. 08 37

대관공연

GGAC 뉴스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공연일정 8월 6일 (토) ~ 7일 (일)		
공연시간 (토) 11:00 / 14:00 / 16:00 (일) 13:00 / 15:00		
관람료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5,000원		
(아트플러스회원 R석 30%, S석 40% 할인)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1AUGUST 08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유료입장 (미만 입장불가)
공연문의 031-294-4232 플러스기획

극단 복주머니는 여러분의 사랑을 가득 담아 행복한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에 공연하는 가족 뮤
지컬 “백설공주”는 세계적 명작이자 오랫동안 어린이들에게 사랑 받아온 작품이다. 이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어린이와 엄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식 페이스북 오픈!
www.facebook.com/loveggac

마 아빠가 함께 웃고 함께 감동 짓는 그런 가족 라이브 뮤지컬로써 무대 위의 생동감을 선사 할 것이다.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공식
SYNOPSIS

페이스북(www.facebook.com/loveggac)이 오픈했다.

미모에 집착하는 백설공주의 새엄마 왕비는 진실을 말하는 거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한다. 백설공주가 성인이 되자 거울

올해 초 공식 트위터 ‘@iloveggac’를 개설, 소통의

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이며 아무도 공주와 견줄 수 없다고 말한다. 화가 난 왕비는 사람을 시켜 아무도 모

창구로 활용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이번 페이스북

르는 깊은 산 속에서 공주를 죽이라고 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백설공주는 숲 속 일곱난장이들과 함께 살게 된다. 이 사

오픈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고객커뮤니

실을 알게 된 왕비는 독사과를 가지고 일곱난장이들의 집을 찾아가는데..

케이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시
간으로 올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공연 및 전시를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ggac.

창작 가족뮤지컬 “빨간 모자”

or.kr)에 바로 가기 아이콘도 생성했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loveggac)를 ‘좋아요’를 클릭하고 오픈 축하글
을 남기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공연 선물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랑티켓참가작
공연일정 8월 23일 (화)		
공연시간 10:10 / 11:30		
관람료 전석 15,000원 / 아트플러스회원 10,000원		
(아트플러스 회원 예매 - 전화예매 02-2654-6854)		

공연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공연문의 02-2654-6854 두부기획

경기도문화의전당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서” 획득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웹접근성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홈페이지

기존 아동극계의 제작 풍토에서는 고전동화 번안과 창작극이라는 이분법적인 제작이 고수되어왔다. 그러나 고전의 번안은 기존
메이저제작사의 콘텐츠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문제와 창작극의 경우엔 안전성 미비와 소재의 빈곤, 스토리 구축의 한계 등
의 문제에 늘 부닥쳐 왔다. 극단「야」는 기존 아동극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품을 고심해 왔
다. 그 결과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고전 명작동화 “빨간모자”에 창조적인 해석을 가한 창작 가족뮤지컬 “빨간모자”를 세상에 선보
이게 되었다.
SYNOPSIS
늙고 병든 할아버지와 눈이 맑고 예쁜 소녀는 오늘도 길거리 공연을 위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선다. 1930년 뉴욕의 어느 조그만
광장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빨간모자”라는 2인극을 공연한다. 그들에게 던져지는 동전 몇 닢 힘들게 공연을 끝내고 약과 빵 조각

웹접근성 심사에서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서”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웹 접근성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모든 사
람들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임을 말한다. (단, 공연 예매 및
일부 외부시스템(인터파크 등) 연동 부분 제외)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문가 심사와 실제 장애인 사용성 평가 등 엄격
한 심사과정을 통해 7월 19일 최종 인증이 확정되었고, 획득된 인증마크는 향후 1년간 유효하
다. 이번 경기도문화의전당 및 경기도국악당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인증을 계기로 정보소외계
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의 어깨에 저녁의 다정한 석양이 내려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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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정

SUN

MON
1

GYEONGGI
ARTS CENTER

TUE
2

WED
3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8월 30일

19:30

08
경기도문화의전당

8월공연일정

4
알찬방학 마무리하는
즐거운 오페라

FRI
5

SAT
6

퍼니밴드의 즐거운클래식

경기도립국악단
「청소년국악여행」

19:30

19:30

CALENDER

2011

THU

14:00 / 17:00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1:00 / 14:00 / 16:00

「젊은 국악」
17:00

7

8

9

10

11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3:00 / 15:00

12

13

경기필하모닉
「청소년여름예술여행」

청소년교과서 음악여행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PEACE & PIANO FESTIVAL
「오픈닝콘서트」

19:30

19:30

19:30

아츠 온 스크린

「젊은 국악」

10:00

17:00

제17회 한여름작은 음악회
19:30

14

15
PEACE & PIANO FESTIVAL
「임동혁 리사이틀」

16
PEACE & PIANO FESTIVAL
「Master Class」

17
PEACE & PIANO FESTIVAL
「백해선 리사이틀」

18
PEACE & PIANO FESTIVAL
「Master Class」

19
PEACE & PIANO FESTIVAL
「조성진 리사이틀」

20
PEACE & PIANO FESTIVAL
「피스콘서트」

19:30

10:00

19:30

10:00

19:30

19:30

PEACE & PIANO FESTIVAL
「Master Class」

PEACE & PIANO FESTIVAL
「Open Class」

PEACE & PIANO FESTIVAL
「Master Class」

PEACE & PIANO FESTIVAL
「Talk to Piano」

PEACE & PIANO FESTIVAL
「Piano on Screen」

PEACE & PIANO FESTIVAL
「Piano on Screen」

14:00

14:00

14:00

14:00

11:00

11:00

21

22

23

24

25

26

제4회 MIOS 예술제 「한여름밤의꿈」

에듀플룻앙상블 정기공연

19:30

19:30

18:45

뮤지컬 「빨간모자」

국악아동극
「공작새의 황금깃털」

제20회 성정 전국 음악콩쿨

10:10 / 11:20

「젊은 국악」
17:00

27

2011 청춘콘서트

19:30

11:00

28

29

30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행복한대극장

31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9/1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2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3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난파음악제
19:30

국악아동극
「공작새의 황금깃털」

아늑한소극장
빛나는갤러리

청소년 협주곡의 밤
18:00

11:00

소담한갤러리
경기도국악당

4
** 공연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전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g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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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조영남 콘서트

제5회 수원심포니 오케스트라

19:30

19:30

8

9

국악아동극
「공작새의 황금깃털」

앙상블 디토

11:00

아츠 온 스크린

10

1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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