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C 오시는 길

지하철

수원역 하차 후 시내버스(20분 소요)나 택시(10분 소요) 이용

버 스

<출발지> 수원역 4번 출구 : 92, 92-1, 83, 83-1, 82, 82-1, 15, 51

		

서울 사당 7000 (수원법원 하차 / 83-1, 82-1) / 7001 (전당하차)
강남 3001 (수원법원 / 83-1, 82-1) / 3007 (전당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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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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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Present to
Open Mind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볼 때입니다.
추운 날씨가 매정하지만
두 손을 잡으면 언제나 따뜻하게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
경기도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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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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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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면제(공연관람시)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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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만들기
PROJECT

경기도민

Arts Habitat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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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Ⅰ

Arts Habitat의 찾아가는 축제 한마당

경기도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갈거야~♪♬
다른 해에도 경기도 각 지역을 방문하며, 아름다운 경기도의 곳곳을 찾아가며 공연을 하였지만, 올해처럼 소위 오지
(奧地)라 말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다녀본 적은 없다. 그 곳으로 공연을 위해 이동하는 경기도립예술단원도 많은 어
려움이 있으나 그곳에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감, 그리고 그들의 웃음과 감동은 이러한 어려움
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글. 전략사업팀 우정호

11월 10일 파주 파평면 11연대
그제는 경기도의 북동쪽이라면, 오늘은 경기도의 서북쪽이다. 그것도 민간인 출입통제선이라 말하는 민통선 안의 군부대 공연이다. 군대란
이상한 곳이다. 아무리 남쪽에 있어도, 추운 겨울이 아니어도, 밥을 방금 먹었어도 군대는 춥고 배고픈 곳으로 느껴지니.
11월의 기운이 아직 그리 춥지 않지만, 웬지 기분만은 스산해 지는 느낌이다. 다행이 우리들의 공연을 기다리는 장병들을 위해 하늘은 맑고
춥지 않은 날씨를 선물해 주었다. 이렇게 일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실내가 아닌 실외 연병장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출입시간을 정하고 집결지에서 모여 장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공연부대까지 이동하였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군대에
서의 점심. 참으로 오랜만이다. 예전에 군 생활 할 때 보다는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 밥맛도 더 생기는 거 같다. 연대장님이 타지에서 군
생활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친히 요청하셔서 만들어진 이번 공연은 공연의 재미와 흥미를 떠나서 젊은 군장병들이 우리 모두의 귀한 아
들들이며,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립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군 장병들의 장기자랑까지 무대를 마친 후 떠나는 우리들을 보며 부대 장병들의 따뜻한 손 인사를 보면서 왠지 모르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얼까? 이번 공연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연대장님이하 인사과장님,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다시금 전하고 싶다.

11월 8일 포천 관인면
경기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천. 그 포천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관인면. 지역특색을 보면, 동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800m 내외의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서부 경계에는 지장봉(877m)·향로봉(600m) 등이 솟아 있으며, 중남부에는 고남산(644m)·종자산
(643m) 등이 있다. 아마 포천시청보다는 강원도 철원군청이 더 가까운 그 곳. 오늘의 공연은 그곳 포천 관인면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제6사단 청성부대 장병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긴 곳이기도 하
다. 당시 멀리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30분 이상 걸어오신 할머니부터 공연을 처음 보는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기대하는 열망이란 연
주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운일 것이다.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시는 면사무소 직원이 다시금 우리들을 초청했다. 오늘은 지역의 주민
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게 되었는데, 특히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또한 남다른
공연이 되었다. 공부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잊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어느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욱 더 열광적이고 흥겹게 공연자들과 어
울리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훌쩍 넘겨서야 공연이 끝나고 주민들과 학생들은 연신 즐거웠고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더욱 우리의 공연을 감사히 생각해 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멋진 공연을 준비할 것이다.

8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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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Ⅱ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교실』
오는 2012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세 번째
무대가 열린다. 이번 주인공은 경기도 31개 시·군 60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대합창단>! 이번 공연
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Arts Habitat <예술을 통해 마음에 집짓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한 교실>
을 통해 <경기도어린이대합창단>이 쌓은 실력으로 경기도 전역에 꿈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글. 전략사업팀 안성현

지난 4월 경기도 전역에서 희망과 꿈의 ‘작은’울림이 시작 되었다. 매주 1회씩 아름다운 재능기부로 합창단

행복한 교실이란?

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작은’은 울림이 이제는 경기도 전역으로 퍼질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신규프로젝트사업중 하나인 Arts Habitat

수 있는 ‘큰’울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우는 어린이,

<예술을 통해 마음에 집짓기>의 일환으로 경기도 전역의 지역

싸우는 어린이…. 선생님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지날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음악적 소질을 갖춘 저소득층 아이들

수록 아이들의 모습은 차츰 변화 되었다. 노래가 이토록 즐겁고, 행복한지 알아가고 있는 듯 했다. 이는 진

600여명으로 <경기어린이대합창단>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재

심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위해 부단히 노력한 선생님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실이

능기부를 통한 지역 예술인들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었다. 또한 이 결실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열렸던 경기도립국악단과의 첫

여의 교육 기간을 거치면서 경기도 전역에 희망과 꿈을 만들

번째 공연에서 보여졌다. <경기도어린이대합창단> 모두가 무대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노래로 하나 되고

어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8월 6일 경기도립국악단과의 1차 협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서 행복한 교실을 넘어서 행복한 경기도가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무대’라는

연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

꿈에 ‘행복’이라는 꿈이 더해 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600여명의 아이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장관도 볼

장에서 단독 공연을 열 예정이다.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7일 ‘그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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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Ⅰ

Part 1. 자연, 그리고 영성 NATURE & SPIRITUALITY
자연풍경과 더불어 사는 북미 인디언의 영성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인 삶의 지혜가 깃든 흑백 사진의 미학

에드워드 커티스들은 인디언들의 생활은 물론 종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에드워드 커티스
「위대한 유산展」

자연이야말로 인디언들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다.
Self Potrait, 1899

Part 2. 삶의 방식 WAY OF LIFE
광할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의 생활방식에는 지형적 특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었
다. 또한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타인에 대한 사랑도 묻어 있었던 인디언의 삶의 모습을 담았다.

Edward Curtis and the North American Indian <SACRED LEGACY>

Part 3. 원주민 종족들 NATIVE
침략당한 역사의 아픔이 묻어나는 종족들의 모습을 담았다. 사라져가는 종족들의 다양한 얼굴을 회화
적인 기법으로 담은 사진 속에는 각 종족이 지닌 사실적인 특징도 엿볼 수 있다.

Part 4. 마지막 전사 LAST WARRIORS
마지막까지 침략자들에게 저항하며 종족을 지킨 전사와 추장의 모습을 담았다.
에드워드 커티스가 촬영한 수천 장의 북미 인디언들의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기도 하다.

야만인이라는 오명을 향한 북미 인디언들의 소리 없는 외침

“어느 곳이나 다 세상의 중심이다”

영상작품) 다큐멘터리 <COMING TO LIGHT>
앤 메이크피스(Anne Makepeace) 제작, Running time 90 min"

북미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북미 대륙 전역

에드워드 커티스의 작품 활동 모습과 작가의 신념, 그리고 힘겨운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

에 걸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평화롭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
고 있었다. 그러나 북미 대륙이 백인들의 소유가 된 이래 북미
인디언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급속도로 쇠퇴해 갔고, 이제 그들
의 문화, 종교, 생활 풍속은 기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파헤쳐진 영토와 문화보다 인디언들을 아프게 한 것은
전시개요

I

n

f

o

그들을 야만인이라 지칭했던 서구인들의 편견이었다.

An Oasis in the Badlands - Sioux, 1905

·전시기간 : 2011.12.21 ~ 2012.3.11 (81일간) ※ 설 당일 휴관
·전시장소 : 소담한갤러리 ·관람시간 : 월~일요일 11~19시
·관람연령 : 48개월 이상 ·관람요금 : 6,000원, 아트플러스 회원 1,000원 할인

사라져가는 종족,
그들이 남긴 위대한 정신적 유산

·공동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주한미국대사관 ·주      관 : (주)앰허스트
All Images Produced by the Foundation for the Exhibition of Photography,
Minnesota U.S.A. Curated by Chtistopher Cardozo and Todd Brandow.

자연과 인류에 대한 사랑, 조화와 상생의 가치, 자유에 대
한 갈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북미 인
배경사진 Piegan Encampment, 1900

디언들의 오랜 정신적 유산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작
가이자 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커티스의 작품을 통하여 북
질감으로 강한 사실성을 드러낸 커티스의 회화적 예술사진
들은 북미 인디언들이 전해주는 가치와 역사를 한층 감동
적으로 전달 해 줄 것이다.

작가소개

미 인디언들의 모습과 생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독특한

에드워드 커티스 (1868~1952)
에드워드 커티스는 30여 년의 긴 세월동안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 종교, 의식주 생활, 놀이문화 등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결과 <
북아메리카 인디언, The North American Indian>이라는 20권의 전집을 집대성 하였다. 이 작품집은 문화예술, 사진, 인류학의 큰 업
적으로 남게 되었으나,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한 작가의 삶은 매우 힘겨웠다. 그는 가족, 재산, 건강을 모두 잃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차 쇠약해져 갔고, 1952년 로스앤젤레스의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The Storm Apachi, 1906

12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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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Ⅱ
미 스 터 리

과 학 탐 험 대

「미술관의 비밀을 찾아라!」의 다섯 가지 미스터리
첫 번째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비밀

X레이로 촬영한 명화 속에 또다른 그림이 나타나네!
빌헬름 뢴트겐이 발명한 X레이를 통하여 화가들이 여러번 그림을 고쳤던 흔적들을
살펴 보아요.

두 번째 미스터리: 가짜 그림을 찾아라

가짜 작품을 명품이라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다니!
판 메이헤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베르메르의 작품이라
고 속여서 팔기도 했대요. 과학적 원리를 통하여 가짜 작품과 진짜 작품을 판별해 보아요.

세 번째 미스터리: 모나리자 도난사건

모나리자가 도난 당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그림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마술쇼와 함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배워보아요

네 번째 미스터리: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아름다운 명화도 시간이 흐르면 갈라지고
바래진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걱정마세요. 오래되고 손상된 미술품을 치료하는 아트닥터의 손만 닿으면
처음 그려진 그림처럼 생생한 느낌을 되살릴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 물감의 비밀

가지각색 아름다운 색깔의 물감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지금과는 달리 물감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대요.

알쏭달쏭 명화 속 수수께끼를 찾으러 과학탐험대 출발~!
미술/ 과학/ 연극이 융합된 신개념 멀티 명화 체험전

다함께 옛날 물감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다양한 특수 장비 전시물들과 오감 만족 체험활동,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마술 연극쇼 진행
‘미술과 과학이 융합된 신새념 멀티 전시’라는 이번 전

등을 통하여 명화와 관련된 과학 원리들을 보다 생생
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액자와 각

을 거둔 바 있는 「명화 속 과학체험전 시즌 1 : 모나리

종 퍼즐, 교구를 통하여 어린이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진하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자극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체험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미있고 다양한 명화 체험에 대한 연구
이번 전시는 21세기의 키워드인 창조와 융합을 통

「미스테리 과학 탐험대, 미술관의 비밀을 찾아라!」의

해 미래의 핵심 가치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비하인드 스토리와 복원과정 및 진품 검증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했던 사례들을 다룬다.

o

·전시기간 : 2011.12.21 ~ 2012.3.11 (81일간)
※ 설 당일 휴관
·전시장소 : 빛나는갤러리

멀티 예술체험 전시를 표방한다.
각 섹션에서는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명화 속

전시개요

I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큰 성공
자의 비밀을 찾아라!」의 속편으로써, 전편보다 흥미진

14 예술과 만남

보일 예정이다.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엑스레이 박스

f

여 기획전시 「미스테리 과학 탐험대, 미술관의 비밀을

시의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특수 장비 전시물들도 선

n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11년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

전시의 스토리 라인을 담은 어린이 도서 「미스터리
저택의 비밀」은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과학
창의재단 융합문화사업 선정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관람시간 : 10~18시 (입장마감 17시)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관람요금 : 12,000원
·공동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과학창의재단,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주     관 : 크리에이션랩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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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Ⅰ

경기도국악당 「명인을 만나다」

김덕수의 콘서트라마
겨레의 혼 <아! 아리랑>
우리의 혼속에, 몸속에, 가락 속에 스며들어있는 바로 그 아리랑, 그 아리랑을 이제, 가락으로, 몸짓으로 만나본다.
이제, 우리 곳곳에 있는 아리랑이 너와 나의 몸이 되어 한 자리에 울린다. 홀로 아리랑이 아닌, 이제 미래의 지평을
여는 나눔 아리랑으로 오늘 무대에 올라간다.
●글. 국악당운영팀 우상철

우리는 가난과 전쟁,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역경을 이겨내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
국이 보여준 근성의 역사를 다시 세계인과 함께 써내려가려 한다. 기아와

출연진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세계 국가들에게

·예술감독 : 김덕수

희망의 메시지를…

·대본/연출 : 박근형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우리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대규모 프로

·음악감독 : 신현식
·작/편곡 : 정송희

젝트 ! 식민지 광복, 분단, 격동의 현대사 대한민국의 근성과 희망은 전 세

·연희지도 : 양용은

계의 롤 모델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위해 노래한다.

·소리 : 박종호(판소리), 전영랑(경기·서도민요)
·춤 : 김진희
·연주자 : 신현식(아쟁), 김지혜(퍼커션), 김태경(피리), 정송희(피아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인재들과 김덕수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아리
랑의 탄생에서부터 힘찬 미래를 향한 한국의 날개짓이 시작된다. 그들의 작
은 날개짓이 거대한 바람을 불러온다. 그 바람을 타고 아리랑의 소리가 들
린다!

하세라(가야금), 김영찬(색소폰), 최보람(바이올린),
유호식(대금)
·연희자 : 김성대, 방성혁, 배정찬, 정현경, 이연주, 원보연, 이유리,
유지연, 정다정, 박혜미, 박인수, 김정운, 유진호, 이초혜,
조예영

이 무대는 “아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드높은 기상을 연주에 담고, 어깨춤

·사물놀이 : 김덕수, 박성훈, 황영권, 김지혜

이 들썩이는 우리네 몸짓이 서로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어우르고

·무대감독 : 염준석

자 하는 기상을 보여준다. 너와 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다
양한 복합장르로서 엮어내어 탈과 사람, 가락과 몸짓 그리고 동서양의 만남
을 보여준다. 이제, 그 날아오르는 장으로 가보도록 하자.

* 추후 변경 가능

김덕수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경기도당굿)
·사물놀이 창시

프로그램
·<1장> - 아리 : 태초의 소리 “역사의 기원과 맥을 같이하는 아리랑”
·<2장> - 바람이 분다 “전쟁, 이별, 슬픔 겨레의 간난을 함께한 아리랑”

·대전 EXPO세계북잔치 예술감독
(1000명 사물놀이 합동연주 부문 기네스북 등극)
·UN 50주년 기념 뉴욕 UN총회장 특별공연
·미국 16개주 순회공연

·<3장> - 섬, 고립무원 “아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참가 등 다수의 해외 공연

·<4장> - 바람은 노래가 되어 “아리랑을 찾다”

·“DRUMS AND VOICES OF KOREA”(1983.11) 외 12개 음반 발매

·<5장> - 일어서다 “흥의 아리랑”

·국민훈장 목련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한일월드컵 공로 대통령상 표창

·<6장> - 희망, 어우름 “미래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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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Ⅱ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음의 보약’ 어때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나 마음에 좋은 약은 즐거우니~ 기대하시라!
우리가락 타고 세상구경 떠나는 ‘재주많은 다섯친구’

‘재주많은 다섯친구’와
더욱 특별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방법!
경기도국악당과 올리볼렌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패키지
·공연보며 추억쌓고 우리 가족만의 케익도 만들어요!
·시간: 매회 공연 종료 15분 후
·장소: 경기도국악당 ‘구내식당’
·체험시간: 60분 내외

경기도국악당 맑은 마음 쑥쑥 시리즈 Ⅲ

·정원: 50명 (선착순)

「재주많은 다섯친구」

·크리스마스 케익만들기 참가비: 15,000원 (별도, 공연관람자에 한함.)
·문의 및 예약: 031-289-6424
(크리스마스 특별패키지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에서 내뿜는 성탄빛에 마음 설레이는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보내는 마지막 달, 흰 눈과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은 마냥 신나 있겠지만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들
은 고민하게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또 어떤 선물을 하지?’ 이런 행복한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경기도국악
당 맑은마음쑥쑥시리즈Ⅲ ‘재주많은 다섯친구’에서 찾아보자.

콧김을 흥흥!
콧김 센

●글. 국악당운영팀 조신애

콧김손이
맨손으로 툭툭!
힘이 장사인

o

단지손이

I

‘재주많은 다섯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재주꾼 오형제’라는 제목으로 실린 전래동화를 원작으로 서로 다른 생김새와 재주를 가진 다섯

n

f

국악과 전래동화의 만남!!
서로 다른 재주와 개성을 가진 다섯친구들이 우리가락 타고 세상구경 떠나요!

무쇠신을 신고
쿵쿵 산천을 울리는

무쇠손이

어기영차!
어디서나
배를 띄우는

배손이

오줌을 쏴쏴!
세상에서 오줌을
가장 많이 누는

오줌손이

국악아동극 맑은마음
쑥쑥시리즈 Ⅲ

친구가 세상 구경을 하며 호랑이들과 결투를 벌이는 유쾌한 모험극이다. 13곡의 라이브 국악선율, 배우들의 익살맞은 연기, 전통한지의 질감과
색감을 살린 인형극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잠자고 있던 전래동화 속 주인공 다섯친구들을 생생하게 깨워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것이다.

·공 연 명 : 재주많은 다섯친구
·장     르 : 국악아동극
·공연일시 : 2011년 12월 23일 (금) 15:00 ~
12월 24일 (토) 11:00, 15:00 (60분간)

다르니까… “친구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전할 ‘재주많은 다섯친구’

·공연장소 :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출      연 : 극단 북새통
·관람연령 : 만36개월 이상

또한 생김새와 재주가 다른 친구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만 머
물러있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너’와 ‘우리’로 넓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는데,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열린 시각과 가치관을 키워주는 ‘재주많은 다섯친구’라면 특별한 크
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18 예술과 만남

·티켓가격 : 전석 15,000원
·예     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사랑티켓, 관객의 날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예매 가능)
www.sati.or.kr
·문   의 : 국악당운영팀 031-289-6424 / www.gg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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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on Screen
이것이 뮤지컬이다! 코미디뮤지컬의 모든 것

Kiss me Kate
1949년 토니상의 베스트 뮤지컬의 영예를 안았던 ‘Kiss Me Kate’는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무려 1,077회나 연속
공연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작품으로, 뮤지컬 작곡가 폴 콜터의 대표작이자 20세기 중반 브로드웨이의 황
금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글. 공연기획팀 김태균

‘Kiss Me Kate’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

조 용 신

년과 2010년에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
•현 모비딕 연출가
•제작수퍼바이저 피맛골 연가
•예술감독 충무도심뮤지컬캠프,
CJ문화재단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었던 작품으로 극중극의 독특한 액자 구
조를 가지고 있는데, 극 중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
기‘에 기초하였다. 이혼한 한 쌍의 배우
들이 뮤지컬 버전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1995~1998]
케이블TV 음악채널 KMTV 기획실

에 함께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1999~2003]
연극 ‘Come Back, Little Sheba’ Assistant Scenic Artist,

에피소드들을 다룬 작품이다. 휴머니즘,

(Voorhees Theater, 뉴욕) 뮤지컬 ‘EVITA’(Klitgord Center, 뉴욕),
‘Broadway Lighting Master Classes’ (링컨센터, 뉴욕) 등 다수

사랑, 갈등, 유머가 넘치는 드라마는 물
론 아름다운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 등 즐길 거리들로 가득하다. 본 영상은
2002년 런던 웨스트엔드의 빅토리아 팰리스 극장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브로
드웨이를 대표하는 두 뮤지컬스타인 브렌트 바렛과 레이첼 요크가 주연을 맡았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기초로 콜퍼터가 완성하여 1948년 12월 2일

[2004~2009]
설앤컴퍼니 제작감독 및 R&D 팀장 <미녀와 야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아이러브유>,
<오페라의 유령 : 내한공연>, <프로듀서스>, <에비타> 등 다수
[2006]
CJ 창작뮤지컬 쇼케이스 제작감독
(CJ문화재단 주최, 경쟁부문)

필라델피아의 슈베르트극장에서 초연된 ‘Kiss Me Kate’는 같은 해 12월 30일 뉴

Arts on Screen

I

1949년 토니상 작품상, 의상상 수상, 브로드웨이에서 1951년 7월 28일까지 1,077일

n

f

역과 영국 등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코미디 뮤지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o

욕 뉴 센츄리극장에서의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20여 년간 미국 전

의 장기 공연 기록, 영국 콜리세움 극장에서 1951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400일 공
연 등 수많은 수상과 기록을 세우며 브로드웨이 코미디 뮤지컬의 자존심으로 많은

·일정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 뮤지컬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사랑을 받았다.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이번에 만나볼 작품인 ‘Kiss Me Kate’는 99년도에 무대와 극본을 재정비하여 다시

·티켓가격 : 10,000원

브로드웨이 무대진 공연이다. 새로운 ‘Kiss Me Kate’는 [렌트], [시카고], [아이다]
등 브로드웨이 최고의 흥행작들이 자웅을 겨루는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각되
었다. 정교함이 돋보이는 완벽한 시대재현의상과 무대, 폭소 넘치는 극본과 배우들
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Kiss Me Kate’는 [시카고]이후 리바이벌 공연으로는 드물게
언론과 관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2000년에 있었던 토니상 시상식에서는 5개
주요부분을 휩쓸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밖에도 드라마데스크상, 비평
가협회상 등 주요 뮤지컬 부문의 상들을 거머쥐는 개가를 올렸다. 현재도 ‘Kiss Me
Kate’는 브로드웨이 최고의 인기작품으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Art on Screen’
을 통해 ‘Kiss Me Kate’ 공연 중 역대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브로드웨이 공연영상
으로 뮤지컬의 진수를 느껴보자.

20 예술과 만남

2011. 12 21

윈터 페스티벌

가족, 연인, 동료와 함께 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겨울나기

2011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준비한 풍성한 공연과 함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겨울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 공연기획팀 이상현

2011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 페스티벌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색다르고 이색적

경기도립극단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극찬한 최

인 공연들로 꾸며져 가족과 연인, 주변 동료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고의 영화이기도 한 이 작품은 어느 시골청년 ‘쟈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역경 속에서 벌어지는

장으로 마련된다. 각종 송년모임 등으로도 손색이 없는 윈터 페스티벌은 매회

동화 속 판타지를 뮤지컬로 각색하여 가슴 따뜻한 감동을 무대 위에서 선사할 예정이다. 극본/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꼼꼼히 따져보고 티켓을 구매하면 더욱

연출 고선웅, 작/편곡 김용화, 김태규, 음악감독 엄기영.

알찬 겨울축제를 즐길 수 있다.

●12월 17일~18일 토 오후7시, 일 오후3시 행복한대극장

총 5개 장르, 6개 공연으로 이루어진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전역에서 2,500

재능과 실력은 있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발굴하여 꿈의 무대를

여회의 공연을 가졌으며 다수의 음반발매와 세계유수의 음반사인 BMG, EMI,

제공하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으로 그 꿈을 이룬 6명의 연주자와 그들과 같이 역경을 딛고 일

Supraphon 등과의 음반작업 및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 (Jose Carreras) 그래미상

어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 이제는 프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테너 조용갑과 뮤지컬 가

수상자인 바비 맥퍼린 (Bobby McFerrin) 등과도 협연한 바 있는 세계적 수준의

수 소냐가 함께 하여 다양한 음악과 함께 그들의 진정한 삶의 이야기를 유정아의 진행과 인터

소년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는 ‘체코 소년합창단 보니 푸에리 내한공연’ 으로 그

뷰로 들어보는 소통 콘서트 ‘동감’ 이 6월에 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마련된다.

서막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12월 22일 오후7시30분 행복한대극장

헨델의 할렐루야 등과 같은 정통 클래식 곡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반가운
성도여 등의 크리스마스 캐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넬라 판타지아 등 대중들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독특한 팔세토 창법으로 그 가창

에게 잘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력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꽃밭에서’의 주인공 조관우의 2011 겨

●12월 7일 오후7시30분 행복한대극장

울이야기 콘서트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히트곡과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미션곡
뿐만 아니라 달콤한 크리스마스 캐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그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한 차원 높아진

●12월 24일 오후3시, 오후7시 행복한대극장

가족 발레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는 유리 그리고로비치 (러시아 볼쇼이 극장

22 예술과 만남

총감독 역임) 버전으로 무대에 올려진다. 이 버전에서는 목각 인형이 아닌 어린

이색적인 컨셉으로 마련한 경기도립국악단의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20∼30대, 40∼50대,

무용수가 ‘살아있는 인형’으로 등장하는 점이 특징인데, 한국 최고의 무용수 국립

60∼70대 사랑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국악관현악곡과 호소력 짙은 배우

발레단원들의 즐겁고 경쾌한 소란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화려한 춤과 대중들에게

와의 조화를 통해 세대가 가진 사랑의 빛깔을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공연이다. 배우 이순재,

잘 알려진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이주실, 송옥숙, 조영진, 남상일, 하지아, 박애리, 함영선이 출연한다. 총예술감독·지휘 김재

것이다.

영, 연출 이재성, 작곡 황호준, 대본 홍석환.

●12월 13일~14일 오후7시30분 행복한대극장.

●12월 28일 오후4시, 오후7시30분 행복한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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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zech Boys Choir BONI PUERI

체코 소년 합창단
『보니 푸에리』 내한공연
“체코에서 온 소년 합창단 <보니 푸에리>가 당신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천사들에게 받을 아름다운 선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글. 공연기획팀 유지희

“기적과도 같은 음악, 미국의 어떠한 합창단보다도 뛰어난, 체코의 이 특별한 합창단은 무슨 마술을 부리는 거지?”
(A musical marriage made in heaven!, A choir of angelic musical ambassadors from the Czech Republic that far exceeds
any standard we admire here in the USA! What is the magic of the unique ensemble from the Czech Republic?)
- 지휘자 조엘 블라닉(Joel Blahnik) “체코소년합창단 : 젊음과 무결점, 깔끔한 프레이징, 완벽한 인토네이션 그리고 100퍼센트의 집중”
(Czech Boys Choir: Young and flawless, clear phrasing, perfect intonation and 100 percent attention)
-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

체코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유럽정상의 소년합창단
세계 전역에서 2,500여회의 공연을 가졌으며 다수의 음반발매와 세계유수의 음반
사인 BMG, EMI, Supraphon 등과의 음반작업, 또한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
(Jose Carreras),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비 맥펠린(Bobby McFerrin) 등과도 협연한
바 있는 세계적 수준의 소년 합창단이다. 로마 성모 마리아 대성당, 미국 샌프란시
스코의 그레이스 대성당을 비롯하여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보우 콘서트 홀 등지에서
가진 공연에서 바흐의 마태수난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모차르
트의 레퀴엠 등 고전 명작을 완벽하게 표현하여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

로마 교황청 초청공연에서도 격찬을 받은
정격의 전례 성가와 고전음악
바티칸 로마 교황청의 초청공연에서 교황의 격찬을 받았으며 체코 가톨릭을 대표하

I

n

f

o

수준의 소년합창단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체코 소년 합창단
보니 푸에리 내한공연

·공연일시 : 2011. 12. 7(수) 오후 7시30분 (1일 1회)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는 몬시뇰 듀카(Monsignore Duka)추기경은 합창단의 세계적 활동에 큰 감사와 신

·출 연 진 : 체코소년합창단 ‘보니 푸에리’

뢰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출연 : 늘푸른오스카빌소년소녀합창단

2002년 전주 소리축제에 초청을 받아 첫 내한을 한 이후, 2010년에는 KBS 감동대

24 예술과 만남

1부 [체코와 프라하의 클래식]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헨델의 할렐루야 외
2부 [체코의 전통음악]

·공연시간 : 10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중 도입합창 ‘모두 기뻐합시다.’,

·입 장 권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체코전통민요 ‘종소리’ 외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한국의 축제에서도 초청받아 공연했던
세계적인 수준의 소년합창단

·프로그램

·입장권 할인정보

특별출연 : 늘푸른오스카빌소년소녀합창단
3부 [크리스마스의 노래]

- 50% : 65세 이상, 장애인 할인(동반 1인 가능)

프랑스 캐롤 ‘우리마을의 천사들’, 크르첵의 체코 캐롤 모음곡,

- 30% : 단체 관람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오스트리아 캐롤 ‘고요한밤 거룩한밤’ 외

- 20% : 아트플러스 회원

상에 초청받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감동과 기쁨을 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

·예     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의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     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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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의전당 기획공연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겨울이면 찾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The Nutcracker
●글. 공연기획팀 조연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크리스마스 판타지’
<호두까기 인형>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발레이다. 그
시놉시스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은 마리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

소개했는데, 그 후 연말이면 반드시 ‘매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연되는 단골 레

는 날입니다. 흥겨운 파티를 즐기기 위해 멋지게 차려 입은 동네

퍼토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마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마리네 집 거실에서는 즐거운
파티가 한창입니다.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어린이들은 화려하
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를 돌며 흥겹게 춤을 춥니다. 가

국에 소개하여 ‘한 차원 높아진 가족 발레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면을 쓴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등장하며, 아이들에게 크

이 버전의 특징은 전막에 걸쳐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배치된 춤에서 잘 나타난

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합니다. 마리가 받은 선물은 호두까기인형
이었죠. 샘이 난 프릿츠는 마리의 호두까기인형으로 장난을 치다
가 그만 망가트리고 말고, 마리는 속상해 눈물을 쏟습니다. 한밤

속성이 녹아있는 5개국 인형들의 춤, 주인공의 2인무와 꽃의 왈츠에서의 군무

중 잠에서 깬 마리는 망가진 호두까기인형이 걱정되어 한밤중에

구성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 볼쇼이 정통 발레의 웅장한 무

거실로 내려가 봅니다. 망가진 호두까기인형을 품에 안고 스르르

대에서 선보이는 고난도의 테크닉은 어른들까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게다가

잠에 든 마리는 꿈나라를 여행하는데…

주인공 마리와 왕자님의 로맨스도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로도 안성맞춤이다.
<호두까기 인형>이 이렇게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데는 화려한 춤뿐 아니라, 작
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도 한 몫 한다. 차이코프스키는 2막 ‘눈송이 왈츠’에
합창을 삽입하여 펑펑 내리는 눈송이의 분위기를 살렸고, 사탕요정의 춤에 '첼

국립발레단 소개
1962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립발레단.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계의 발전을 선도하

레스타' (차이코프스키는 작곡을 의뢰 받고 오케스트라 편성에 쓸 새로운 악기,

고 있다. 현재 최태지 예술감독을 수장으로 발레의 대중화, 명품

첼레스타를 찾으러 프랑스까지 달려갈 정도로 작곡에 열성적이었다.)라는 악기

화,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업적을 되새기면서 현

를 사용하여 마치 아침이슬이 내려앉는듯한 영롱한 효과를 끌어냈다. 피콜로로

발레단으로 도약하고자 무용수들의 기량 및 수준을 대폭 강화하
고 공연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며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악적 특징이 절묘하게 표현된 것도 놀랄만하다. 게다가 왈츠를 특히 좋아한 차

다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무용수들로 구성된 국립발레단은

면 정말로 무도회에 온 듯 멜로디에 몸을 맡기게 된다.
12월, 즐겁고 경쾌한 소란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추억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6 예술과 만남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표현된 앙증맞은 중국춤, 현악기와 관악기가 떠들썩한 러시안춤으로 나라별 음
이코프스키의 취향대로 ‘꽃의 왈츠’, ‘눈의 왈츠’ 등 다양한 왈츠 음악을 듣다 보

o

다. 나무 인형 대신 몸짓 작은 무용수가 보여주는 호두까기 인형, 각 나라의 민

f

국립발레단에서는 2000년에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한

n

가 다양하다. 1977년에 국립발레단이 프티파 원작으로 이 작품의 전막을 한국에

I

중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에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요소

스타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정단원, 준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총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연일시 : 2011. 12. 13(화) ~ 14(수)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입 장 권 : VIP 55,000원 / R 44,000원 / S 33,000원 / A 22,000원
아트플러스 일반, 골드 20% 할인

주역무용수

·입장연령 : 48개월이상
·출     연 : 국립발레단 단원

배 역

13일

14일

·주     최 :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마 리

김지영

신승원

왕 자

이동훈

윤전일

·예     매 : 인터파크 1544-2344 www.interpark.com
·문     의 : 인포샵 031-230-3440~2 www.ggac.or.kr

2011. 12 27

윈터 페스티벌

소통 콘서트 그 두 번째 이야기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의 국영방송(RAI)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출연, 전 유럽
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라보엠>, <가면무도회>, <아이다> 등에서 주역을 맡

내 삶의 선물 같은
콘서트 ‘동감’

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모두 300여 회의 공연을 가졌다.
올해 10월 2일 예술의전당에서 <토스카>의 테너 주인공 카바라도시 역으로 국내 첫 무대를 가졌고,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팔리앗치>의 주인공 카니오를 맡아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2012년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베
르디 오페라 <오텔로>를 이탈리아 Venezia “La Fenice”국립극장과 서울에서 가질 계획에 있다.

2. 뮤지컬배우 소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재능과 실력 있는 어이들을 발굴하
여 꿈의 무대를 제공하며, 그들과 같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 당당히 운명에
맞서 자신의 길을 걸어 온 그들.  이제는 프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테너 조용갑과 뮤지컬 가수 소냐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과 그들의 진정
한 삶의 이야기를 유정아의 진행과 인터뷰로 들어보는 소통 콘서트 ‘동감’
이 6월에 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마련된다.

뮤지컬 배우 소냐는 스페인계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딸이다.
그러나 어릴 때 주한미군 아버지는 한국을 떠났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대구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그녀는 1999년 발라드 ‘너의 향기’로 가수로 데뷔한 직후, 가정사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남들과 달라 힘들었던 10대를 보내고, 20대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그의 타고난 신체 조건은 뮤지컬 무
대에서 빛을 발했다. 힘든 과거가 도리어 그녀에게 전화위복이 되었고,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만

●글. 공연기획팀 유지희

큼 아픔을 이해하는 감성이 풍부해져 연기는 말 할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타고난 목소리와
외모 등 끼도 감출 수 없었다. 뮤지컬은 그에게 딱 들어맞는 옷이었고, 연예인들이 대거 뮤지컬 무대에
발을 들이는 때, 유일하게 실력에 있어 왈가왈부되지 않았던 가수 출신 뮤지컬 배우였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고음과 저음을 자유롭게 넘
나드는 화려한 음색은 뮤지컬 팬들을 사로 잡았다. 뮤지컬 무대에 적응하고 소냐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갔다. 2004년에 ‘지킬 앤

삶의 선물 같은 콘서트

하이드’로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여자신인상을 받으면서 뮤지컬배우 섭외 1순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2006년 그는 미국에서 창작 뮤지컬

가슴에 품었던 소중한 꿈에 도전하고 , 용기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선물 같은 기회가 온다면!

‘마리아마리아’를 공연했다. 이 작품은 ‘뉴욕뮤지컬씨어터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으로 초대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선보였다. 그녀의 5집
앨범 타이틀이자, 그가 루시를 연기하며 부르는 ‘지킬 앤 하이드’의 ‘새로운 인생(A New Life)’ 노래처럼 새 삶을 살고 있다.

그 도전을 멈추지 않게 불꽃같은 희망을 피워주는 내 삶의 선물 같은 콘서트!

더욱 특별해져 다시 만나는 내 생애 첫 번째 공연

Photo by Rami Hyun

3. 방송인 유정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에게 동화된다.

서울에서 태어나 세화여중·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그 감동의 무대에 문화나눔계층과 함께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나눔 실천한다.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9시 뉴스> <열린 음악회> <클래식 사전> 등의 TV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동감하고, 살아가며

<멜로디를 따라서> <한낮의 음악실> <저녁의 클래식> 등 FM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97년 퇴사 후 프
리랜서 방송인으로서 여러 방송의 토론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진행자로, 클래식 전문 사회자와 신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래와 삶에 대한 열정으로 무대에 서는 우리 ‘보통사람’들의 진솔한

잡지 등의 필자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음악이야기가 펼쳐진다. 관객과 동감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소통이 있는 음악회

연세대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중앙대학교 객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 이래 서울대에서 '말하기' 강의를 맡아 왔다.

PROGRAM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KBS 클래식 FM <밤의 실내악>, 예술의 전당의

어린이 합창단의 Christmas song Medley와 6명의 Dreamer가 노래하는 내맘의 강물, A love until the end

년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 2010년 <클래식의 사생활>을 발간했다.

<청소년음악회>, <가족음악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마주침>, 2009

출연진 & 프로필
1. 테너 조용갑

f

4. 정병학 75세의 나이에 노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시는 할아버지
5. 성연호 노래로 3남매의 자랑스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래 부르는 아버지
6. 유재욱 자랑스런 엄마가 되기 위해 도전한 대한민국 아줌마
7. 이성진 가족의 이별과 사회로부터

n

정이다.

I

하이드 OST』 Someone like you 등 귀에 익은 친숙하고, 계절에 맞는 따뜻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

o

of time, 등과 오민구와 테너 조용갑이 함께 부르는 You raise me up, 뮤지컬 배우 소냐의 『뮤지컬 지킬 앤

콘서트
‘동감’

·공연일시 : 2011. 12. 22(목) 오후 7시30분 (1일 1회)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의 아픔을 겪고 노래로 희망을 찾아가

·출  연  진 : 성연호, 정병학, 오민구, 이성진, 유재욱, 진난수

1970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분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는 분식배달원

·특별출연 : 진행 유정아, 테너 조용갑, 뮤지컬 배우 소냐 등

성수동에서 용접공 생활부터 시작해 신문팔이, 호떡장사 등 궂은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서울 기계기술고등

8. 오민구 집안 형편으로 레슨을 받지

·공연시간 : 12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학교 2학년 때 권투도장에서 스파링 상대역을 했고 해군 제대 직후 프로복서 무대에 뛰어들었다. 전적은 9

못하지만 성악가의 꿈을 버리지 않은

전 5승. 한국챔피언 전초전까지 치른 뒤 1997년 27살의 늦은 나이로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다. 조수미 등

열혈 청년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산타 체칠리아(Santa Cecilia) 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성악공부를 시작했다.

9. 진난수 갑작스런 장애로 성악가의

테너의 거장 잔니 라이몬디(Gianni Raimondi) 등에게 사사를 받았고 2000년 <라보엠>에서 주역을 맡아 오

꿈을 포기했지만 다시 꿈을 꾸는 예비

·예      매 : 1544-2344 www.interpark.com

페라 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이후 파르마에서 열린 베르디 콩쿠르(2005)에서 1위 등을 비롯해 20여회 국제

성악가

·문      의 : 경기도문화의전당 031-230-3440~2

28 예술과 만남

·입  장  권 : VIP석 30,000원,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입장권할인정보
- 50% : 65세 이상, 장애인 할인(동반 1인 가능)
- 20% : 아트플러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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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우 콘서트

‘2011 겨울이야기’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통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서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조관우. TV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그가 그 동안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팬들에게 라이브 무대를 선사하려 2011년 12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선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수원팬들과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으로 함께 보낼 예정이다.
●글. 공연기획팀 이상현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나는 가수다”에서 선보였던 ‘이별여행’, ‘하얀 나비’, ‘남행열차’,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등을 포함하여 그의 불후의 명곡 ‘겨울이야기’, ‘님은 먼 곳에’, ‘늪’, ‘꽃밭
에서’ 등을 감상할 수 있는데, 진성과 가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독특한 팔세토 창법을 구사하고
있는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음유시인 조관우의
음악적 감성과 교감하며 가족과 연인과 함께 달콤한 감동의 시간을 한껏 누려보자.

30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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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일정 안내
4/Sun

5/Mon

6/ Tue

7/ Wed

12

월

8/ Thu

9/ Fri

10/ Sat

15/ Thu

16/ Fri

17/ Sat

체코 소년합창단
보니 푸에리
내한공연
19:30

11/Sun

12/Mon

13/ Tue

14/ Wed

경기도립극단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19:0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9:30

18/Sun

19/Mon

20/ Tue

21/ Wed

경기도립극단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15:00

25/Sun

22/ Thu

23/ Fri

조관우 콘서트
2011 겨울이야기
15:00 / 19:00

콘서트 동감
19:30

26/Mon

27/ Tue

28/ Wed

29/ Thu

24/ Sat

30/ Fri

31/ Sat

경기도립국악단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16:00 / 19:30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립국악단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32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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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

송년가족음악회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감동스토리가 있는 최고의 음악선물
- 한편의 영화로 대한민국을 감동에 빠지게 한 국민 배우 이순재,
그 감동을 무대에서 만나다
경기도립국악단(단장 김재영) 특별기획공연 <송년가족음악회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감동스토리가 있는 최고의 음악선
물로 2011. 12. 28(수) 오후 4시 / 7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개최된다.
●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박성혜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경기도립국악단이 매년 연말에 선보이는
송년가족음악회의 세 번째 무대로 세대가 가진 사랑의 빛깔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공연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불꽃같은 20∼30대, 삶의
관조와 원숙미가 있는 40∼50대, 다시 못 올 일생의 단 한 사랑을 위해
늘 충실한 70∼80대의 사랑이야기를 웃음, 슬픔, 감동을 테마로 완성도
있는 국악관현악곡과 흡입력 있는 배우, 영상, 무용 등의 조화를 통해
감동을 선사할 국악뮤지컬이다.
중국 금계 백화 영화제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최고의 국민배우 이순재,
10대 소녀의 감성을 간직한 대한민국 원로배우 이주실, 중견배우를

중인 ’남상일‘,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하지아, 박애리, 함영선‘ 등의 무대로
관객에게 다양한 사랑에 대한 해석을 전하며 행복과 기쁨의 선물을 제공
할 것이다.

f

I

n

소금‘의 조영진, 국악계의 아이돌로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자로 활동

o

대표하는 자타공인 연기파배우 ‘뿌리 깊은 나무’의 ‘송옥숙, 영화 ’푸른

경기도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
‘송년가족음악회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공연 일 시 : 2011. 12. 28(수) 16:00 / 19:30
·공연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장의 지휘아래 국악 대중화의 선두자 ‘국악보따리’,

·제작/기획 : 경기도립국악단

‘뛰다! 튀다! 타다!’의 연출 이재성, 국악계의 촉망받는 작곡가 황호준의

·공연 장 르 : 국악뮤지컬
·출  연  진 : 이순재, 이주실, 송옥숙, 조영진, 남상일, 하지아, 박애리, 함영선

음악, 홍석환의 대본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더한다.

·예술총감독·지휘/김재영  연출/이재성 작곡/황호준 작가/홍석환

극의 마지막에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사랑스러운 ‘예쁜아이들’의 무대로

·티켓 가격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잔치로 축복과 기쁨을 함께

·할인 정보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동반 1인 50% 할인
- 아트플러스 골드회원, 20인 이상 단체 30% 할인
- 3인 이상 가족권, 아트플러스 일반회원, 전통문화교육강좌 수강생, I-plus카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이 연기 인생 55년만에 첫 선택한
국악음악회로 공연을 함께하는 연인, 친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로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34 예술과 만남

무한돌봄 경기사랑카드, 경기도민원전철365카드, 그린카드 20% 할인
- 경기도내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10% 할인
·관람 연령 : 만 6세 이상
·문      의 : 경기도립국악단 031-289-6471~3 / 인터파크 154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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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소중함과 진심을 전하는 활력의 감동,
인류애와 동화같은 환상이 어우러진 휴메인 뮤지컬
크리스마스 뮤지컬<원더풀 라이프>는
필립 반 도렌 스턴(Philip Van Doren Stern)의 단편소설
- “위대한 선물(The Greatest Gift)”
1946년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It’s a Wonderful Life>로 영화화
해리슨 포드와 헐리우드 스타들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꼭 보고 싶은 영화로 꼽는 작품
‘스필버그’가 극찬한 최고의 영화가 뮤지컬로 탄생!!!

2011 경기도립극단 신작 - 12월 시즌 레퍼토리 프로젝트

“인생, 그 위대한 선물”
크리스마스 뮤지컬<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 동화 같은 환상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휴머니티 뮤지컬
독특하고 색다름, 드라마틱하고 스타일리쉬한 작품구성

인생이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누구에게나 살아볼 가치가 있는 그 무엇.
1946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 주인공은 은행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다.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작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자책하며 자살을 결심한다.

경기도립극단이 준비한 색다른 ‘웰메이드 공연’, <원더풀 라이프> 국내초연

그때 하늘에서 시계수선공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돕는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던 그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멋진 인생’을 외
친다.

<원더풀 라이프>는 “멋진 인생, 위대한 삶”을 이야기한다.
경기도립극단이 지난 6월에 선보인 ‘제59회 정기공연 <늙어가는 기술>’에 이어 12월 ‘제60회 정기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는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우리의 삶에 대한 소중함과 진심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올 겨울 따스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글. 경기도립극단 기획실 이수민

‘웰메이드 연극의 메카' - 경기도립극단 소개
지난 1990년 창단한 이래 경기도립극단은 그동안 100여회의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수백 회에 이르는 순회공연 등을 통하여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공연(연극) 예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해왔다.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곁의
이야기를 보다 성숙하고 진솔하게 전해왔다. 이제 스무 살의 청년이 된 경기도립극단은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2011년“웰메이드 연극
의 메카”라는 비전을 세우고 보다 높고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관객에게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을 선사하고 문화향유의 계층확대와 세계수준
의 문화소양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할 것이다.

경기도립극단 2011년 주요 공연
•4~6월(순회초청) : “제5회 G-mind 정신건강연극, 도내 30개 지역” - 뮤지컬<4번 출구>
•6월(정기) : “혹시, 늙어가십니까?”인생사용지침서 같은 우리의 이야기 - 연극<늙어가는 기술>
•12월(정기) : “크리스마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휴먼드라마”- 크리스마스 뮤지컬<원더풀 라이프>

f
n

I

혹시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o

※ 원작_Frank capora 감독의 <It’s a wondelful life> 를 뮤지컬로 만든 국내초연 大作

실패가 찾아오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어 질 때,

경기도립극단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공연날짜 : 2011년 12월 17일(토) ~ 18일(일)
·공연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공연시간 : 토 7시 / 일 3시
·제작/기획 : 경기도립극단
·극본/연출 : 고선웅

주인공 ‘쟈니 베일리’가 외칩니다.

“ It’s a Wonderful Life !! ”
36 예술과 만남

·공연 런닝타임 : 150분(인터미션 20분)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티켓가격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공연문의 : 031-230-3301~4 (경기도립극단 기획실)
·티켓문의 : 031-230-3440~3442 (인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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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인터뷰 시리즈

경기도립극단
고선웅 예술감독
최근 '원더풀 라이프' 공연준비로 한참 분주한 경기도립극단 사무실을 찾았다. 검정뿔테 안경에
검정 점퍼를 입고 대본에 몰두하고 있는 고선웅 예술감독. 우리가 온지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집중
하고 있는 그에게서 영락없는 작가의 모습이 엿보였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미덕을 온전히 담아
명품공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다.
●글. 중부일보 임세리 기자

“어설프게 각색해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선량한 미덕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 인생, 그 위대한 선물’의 극본·연출을 맡은 고선웅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은 “원작이 가지고 있
는 미덕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열릴 공연준비로 분주한 고선웅 예술감독을 최근 도립극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9월에 부임해 쏜살 같이 시간이 지났다는 그는 “올 1월부터 ‘원더풀 라이프’를 구상했다.”며 “‘원더풀 라이프’야 말
로 경기도립극단과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많은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극단은 바로 도립극단 뿐.”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원더풀 라이프’는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동명영화를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주인공 쟈니가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는 순간 날
개를 얻지 못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그에게 보여준다. 자신
이 '멋진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는 삶에 대한 소중
함을 전하는 이야기다. 극단 창단 이래 첫 뮤지컬 작품이기도 하다.
고 감독은 “1946년에 만들어진 동명 영화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며 “원작처럼 우리 뮤지컬
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멋진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배우들 스스로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연
습하기 때문에 ‘행복한 기운’이 관객석에 전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연말이 되면 '도립극단의 원더풀 라이프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명품 공연’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작
품이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4번출구’, ‘늙어가는 기술’ 등 부임 후 바쁘게 달려온 고 감독은 ‘원더풀 라이프’을 통해 “경기도립극단이 좋은 작
품을 하는 극단, 감동적인 작품을 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극계가 침체기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아직은 못생긴 나무에 불과하지만 언젠간 충분히 매력이 있고 튼튼한 나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 못생긴 나무
에 꽃이 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8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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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cember 24. Saturday 17:00

미인도
미인도는 한 폭의 수채화속에 담겨있는 부채를 든 한국 여인의 청순함, 단아함, 미덕의 모습을 우아한 곡선의 미와 내면에서 느
껴지는 이미지를 무대 위에서 우리춤이 갖는 정, 중, 동의 움직임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역동
남성들의 기백과 용맹을 북의 울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높은 기상의 움직임을 우리 전통 북춤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된 남성
북춤이다.

기원무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동양적 샤머니즘의 무원에서 신령을 움직이게 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오늘 보여 질 기원무는
가무로서 신을 섬기는 무속의례 속에서 삶의 애환과 액운을 춤으로 풀어버리고 인간이 소망하는 삶을 기원하는 형태의 춤이다.

아쟁산조
산조는 한 사람의 독주자가 다양한 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여러 악장을 계속해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으로서 민속악중 기악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주 장소나 주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락을 덧붙이거나 혹은 가락을 덜어내기도 하는 즉흥성이 두
르러진 가변성이 있는 음악임과 동시에 전체적인 구조, 형식적인 측면은 매우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아쟁산조는 아쟁 특유의
강하고 힘이 넘치는 테크닉이 다른 악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애잔하면서도 경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산조이다.

원향살풀이춤
살풀이춤은 우리나라 민속춤으로 전승(傳承)하여 오늘날 한국춤의 모태가 되는 등, 섬세한 동작미와 고도의 세련미를 지닌 여성
적인 춤이라 하겠다. 살풀이춤은 어느 류(流)든 연희자(演戱者)에 따라 기교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춤의 본질은 바로 한(恨)
이다. 그것은 이 춤을 발전시킨 주인공(무당·창우·기녀)들의 어두운 생활사 속에 맺힌 애절한 심성(心性)의 표출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살풀이춤은 깊은 한(恨)을 안고 흐느끼듯, 호소하듯, 여인의 심성을 명주 수건에 실어 풀어내고 달래보는 슬픔의 춤이
다. 그러나 나는 이 춤을 내 영혼, 내 정한(情恨), 내 몸짓으로 슬픔의 비탈을 넘어선 원향(遠香)의 세계를 승화시켜 보려고 한다.

경기도립무용단 「2011 VISION 우리춤」

장고춤
A 여인들의 잘룩한 허리에 장고를 걸러 메고 여러 가지 리듬으로 변화시키며 까치걸음이라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가볍게 발을

여섯 번째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옮기기도 하고 도약하며 추는 매우 흥겨운 작품으로 오늘의 이 춤을 1991년 초연작품으로 조흥동이 음악을 선정하고 춤사위 하
<2011 VISION 우리춤>은 한 해 동안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나하나를 연구하여 새롭게 안무하여 우리 여인의 흥과 멋을 장고에 실어 마음껏 표현한 작품이다.

사랑을 받으며 수차례 매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B 민속무용의 장고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류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보여온 장고춤은 창작성이 강한 동작들

지난 10월 15일에는 예술의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역사적

이 주를 이뤘으나 새로 구성한 장고춤은 보다 더 정적이면서 섬세한 고전적 가락과 춤사위를 중점으로 2010년 9월 새롭게 안

고증과 재현을 통해 구성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

무한 작품이다.

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선보여 이에 대한 관객들

다사다난한 2011년이 어느새 12월 문턱에 이르렀다. 올해
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경기도립무용단의 <2011VISION
우리춤>이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17시를 연다.

의 고정관념을 깨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는 자리가 되

부채춤

었다.

죽선과 한지의 소박하고 운치어린 부채의 움직임은 마치 만개한 연꽃이 물결 따라 춤을 추는 듯 포근함과 우아함으로 감싸주며

이번 <2011 VISION 우리춤>은 9월에 첫 선을 보여 큰 호응

부채를 펴고 접는 꽃부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색조와 화려한 춤사위를 연출하며 고도의 조화와 율동감을 표현하는 무용이다.

●글. 경기도립무용단 기획실 박수연

을 얻어낸 ‘기원무’, 두 가지 버전의 장고춤 매력을 한자리
에서 볼 수 있는 매력까지도 갖춘 자리이다.

비상

또한 쉽게 접해보기 힘든 명인초청 프로그램에는 중요무

새로운 삶의 21세기 비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일을 도약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찬 노래속에 화합과 단결, 사랑과 평화를

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이자 국립부산국악원

우리의 몸짓으로 무대위에 그려본 작품이다.

무용단 예술감독인 엄옥자님의 ‘원향살풀이’ 무대가 준비

40 예술과 만남

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은 경기도립무용단 기획

모듬북

공연을 한층 발전되고 품격있는 공연임을 알리는 좋은 기

근대 공연되는 모듬북 놀이는 서구적인 타악기의 형태로 구성하여 북을 한데모아 1고, 3고, 5고 등 다양하게 배열하며 그 리듬

회가 될 것이다.

역시 우리의 전통 가락과 북 놀이를 중심으로 서양의 타악기 리듬을 혼합하여 다양하게 연주하는 북 놀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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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철학도 출신 지휘자가 ‘차라투스트라’를 만났을 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28일에 예정되었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연주회는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예술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구자범)는 지난 7월 폭우
와 산사태로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연주회를 12월 14일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새로 개최한다.  

램은 물론 협연자와 공연장까지 최초 기획 그대로 진행된다.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 김원철

도 여러 가지 여건 상 국내에서 많이 연주되지 못했던 곡들을 선보임으로써 클래식 음악 팬들이 새로운 레퍼토리를 감

전당 뒷산인 우면산이 일부 무너지면서 연주회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말았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우면산
붕괴 위험과 토사 과다 누출로 관객 안전이 우려되니 공연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7월 27일 저녁에 해왔고, 이에 따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일정을 바꾸어 연주회를 재추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많은 객원단원이
참여한 공연을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았다. 시간과 돈이 모두 문제였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취소된 공연을 오랜 노력 끝에 약 5개월 뒤인 12월 14일에 다시 개최한다. 연주회 프로그
지난 6월 정기연주회에서 국내최초로 ‘레스피기의 로마3부작’을 동시에 선보이며 역시 구자범다운 선곡이었다는 평을
받은 경기필이, 이번에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Also sprach Zarathustra〉, 〈4개의 마지막 노래 – Vier
letzte Lieder〉,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모음곡 – Suite aus der Oper ‘Der Rosenkavalier’〉 등.. 잘 알려져 있으면서
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한번의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구자범 지휘자는 그 동안 경기필하모닉 취임 연주회를 통해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서주와 종주, 슈트라우
스의 오페라 〈살로메〉 중 ‘일곱 베일의 춤‘,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연주하였는가 하면, 6월 정기연주회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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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로마3부작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를 무대에 올렸다. 클래식 음악인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에게 다가서는 그만의 음악적 깊이와 해석이 돋보이는 공연을 통해 음악을 오직 음악으로 해석함으로써 연주가 담아
내어야 하는 사상과 철학 그리고 가장 진솔한 음악적 미를 찾아 전달하고자 하며, 담백하고 진솔한 그의 해석은 슈트라
우스를 알고자 하는 음악 팬들에게 열정적인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Richard Strauss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특히 이번 연주회는 슈트라우스의 작품만으로 구성, 슈트라우스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는 뜻 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

   - 《4개의 마지막 노래》 (협연: 소프라노 전지영) »Vier letzte Lieder«

을 뿐 아니라, 철학자 니체의 작품을 슈트라우스가 완벽하게 교향시로 표현했다고 평가 받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 오페라 《장미의 기사》 조곡 Suit aus der Oper »Der Rosenkavalier«

말했다’를 철학도 출신 구자범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되기에 또 다른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 : 구자범
·협연 : 소프라노 전지영
·연주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자 소프라노 전지영

·공연일시 :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소프라노 전지영은 난이도가 높은 고음역의 소리를 매혹적인 음색으로 소화해내는 성악가다.

·공연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음대 성악과와 뮌헨 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입장권 : A석 3만원 / B석 2만원

졸업한 그녀는, 1999년 독일 하노버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마술 피리"에서 "밤의 여왕"역으로

·연령 : 만18세 이상 관람 권장 (중학생 이상 입장가)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 350회 이상 독일 각 국립극장에서 출연하였다. 대표 출연작으로는 오

·공연문의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031-230-3320, 3322 http://g-phil.kr

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2001년 하노버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 2002년 칼스루에 극
장에서 오페라 "청교도", 2003년 브란덴부르크에서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알텐부
르크 게라에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2003년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등에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베를린 도이체오퍼, 베를린 슈타츠오퍼, 하노버 국립 오페라, 만하임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본, 뒤셀도
르프, 비스바덴, 뮌헨, 부라운슈바익, 스위스 베른, 빈 여름 페스티발, 스위스 빈터투어, 북독일 오스트제 여름 페스티
벌, 킬, 바이마르, 할레, 뤼벡 등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지에서도 콘서트를 열었으며, 최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에 연주하였고, 뮌헨에서 세계적인 거
장 제임스 레바인이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함께 공연하였다.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뛰어난 음색의 목소리를 가진 소
프라노 전지영은 조수미를 이을 한국의 보배이다.

지휘 구자범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철학과 재학 중 도독
독일 만하임 음대 대학원 지휘과 졸업
독일 하겐 시립 오페라 극장, 다름슈타트 국립 오페라 극장 지휘자
하노버 국립 오페라 극장 수석 지휘자
광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42 예술과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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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12월 예술단 공연일정표

음악 이론은 어려워!

일정

●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획실 김원철

'음정'에 대해 처음 배우던 날
선생님이 피아노로 두 음을 짚는다. 딴―
"자, 이게 몇 도죠?" "3도요!" "6도요!" "5도요!"
【오케스트라 꿈나누기】 수업 풍경이다.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새터민, 소년소

지역

장소

예술단

12월 1일(목) 13:10

군포

군포시 노인복지관

경기도립국악단

12월 1일(목) 15:00

군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경기도립국악단
경기도립국악단

12월 2일(금) 13:00

여주

여주군 노인복지관

12월 2일(금) 20:00 / 3일(토) 19:00

고양

고양 아람누리(라트라비아타)

경기필하모닉

12월 8일(목) 15:00

안성

안성시민회관

경기도립국악단

12월 9일(금) 13:00

의왕

의왕 노인복지관

경기도립국악단

12월 10일(토) 17:00

이천

이천아트홀(태권무무 달하)

경기도립무용단

12월 10일(토) 18:00 / 11일(일) 15:00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원더풀라이프)

경기도립극단

12월 12일(월) 14:00

동두천

동두천 노인복지관

경기팝스앙상블

12월 13일(화) 10:30

평택

평택북부노인회관

경기도립국악단

12월 14일(수) 14:00

의정부

의정부 곰두리네집

경기도립무용단

12월 14일(수) 20:00

서울

예술의전당(제127회 정기연주회)

경기필하모닉

12월 15일(목) 13:00

광명

광명시 노인복지관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팝스앙상블

12월 15일(목) 15:30

용인

용인 법무연수원 대강당

12월 17일(토) 19:00 / 18일(일) 15:0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원더풀라이프)

경기도립극단

12월 19일(월) 14:00

여주

세종중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녀가장, 문화배려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월 20일(화) 18:30

과천

기무사령부

경기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구자범) 단원의 예술재능기부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2월 24일(토) 17:00

수원

전당 아늑한소극장(2011 VISION 우리춤)

경기도립무용단

12월 28일(수) 16:00 / 19:30

수원

전당 행복한대극장(송년가족음악회)

경기도립국악단

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다 함께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해 보는 일이 주된 교육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음악 이론 교육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음이름과 계이름, 높은음자리표
와 낮은음자리표 읽기, 음표와 쉼표 길이 구분하기 등을 익힌 아이들은 요즘 '음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음정이란 두 음 사이 간격을 일컫는 말로, 조성음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음정으로는 장3도와 단3도, 장·단 6도, 완전4도와 완전5도 등이 있다. 여기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는 제법 복잡한 규칙이 있어서 처음 배우는 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그
러나 구구단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정에 대한 이
해는 중요하다. 음정은 선율과 화성을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음정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화음(chord)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장3화음과 단3화
음, 3화음의 전위형, 으뜸화음, 딸림화음, 딸림7화음 등을 거쳐 화성(和聲; harmony)과
조성(調聲; tonality)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까지가 음악 기초이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11 December 12

아이들은 실기 교육 과정에 맞는 이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악기 연주에 흥미를
느끼고 연주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끔 교육 과정이 계획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MOU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10월 28일에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서를 체결하
였다. 경기도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 사장, 최
갑선 경영본부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조인재 원장, 현상희 기획팀장 등의 임직원이 참
석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문화·봉사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
적자원, 자료, 시설 등을 상호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헌혈자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도록 하였다.
또한, 이 날 협약식 종료 후 경기도문화의전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헌혈을 실시하여 사회
공헌협약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헌혈에 참가한 전략사업팀 우정호 대리는 “주기적인 헌
혈은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좋고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문화콘텐츠제공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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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정

SUN

MON

TUE

WED

THU
1

GYEONGGI

FRI
2

ARTS CENTER

CALENDER

SAT
3

경기방송 14주년 2011 송년음악회

어린이마술쇼

19:00

14:00 / 16:00

2011

12

4

5

6

7

남진콘서트

수원기독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 18:30

19:30

어린이마술쇼
14:00 / 16:00

8

9

10

윈터페스티벌
체코 소년합창단 「보니 푸에리」
내한공연

수원시립합창단 137회 정기연주회

수원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이루마 THE BEST 콘서트

19:30

19:30

19:00

19: 30

Arts on Screen

제8회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제352회 전국학생장학콩쿨

10:00

09:00

10:00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어름삐리」

경기도문화의전당

「명인을 만나다 - 김덕수」
17:00

11:00

12월공연일정
11

12
제4회 아리오소 정기연주회
17:00

13

14

수원교사리코더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윈터페스티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00

19:30

15
윈터페스티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6

17

프로미스오케스트라

윈터페스티벌
경기도립극단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19:30

19:30

뮤지컬 「개미와 베짱이」

19:00

10:10 / 11:20

책먹는 여우

국악아동극
「줄타는 아이 어름삐리」

11:00 / 14:00 / 16:00

11:00

18

19

20

21

윈터페스티벌
경기도립극단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22
미스테리 과학탐험대
「미술관의 비밀을 찾아라」
~ 2012년 3월 11일

15:00

23

24

윈터페스티벌
내 삶의 선물 같은 콘서트 「동감」

국악아동극
「재주많은 다섯친구」

19:30

15:00

윈터페스티벌
「조관우 콘서트」
15:00 / 19:00

경기 도립무용단
「2011 Vision 우리춤」

에드워드 커티스
「위대한 유산展」

17:00

~ 2012년 3월 11일

행복한대극장
아늑한소극장

국악아동극
「재주많은 다섯친구」

빛나는갤러리

11:00 / 15:00

소담한갤러리
경기도국악당

25

26

27

28

29
윈터페스티벌
경기도립국악단
「송년가족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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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1

예능 꿈나무 발표회
19:00

16:00 / 19:30

엄솔림발레스토리3
19:00

www.gg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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