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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RTIST SERIES Ⅲ 

진정성 있는 연주, 화려한 기교, 
깊이 있는 음악성!

모리스 슈테거 
& 장 롱도

Harpsichord

Recorder

2016. 11. 22(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만원(유료회원 30%) / 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모리스 슈테거 Maurice Steger

모리스 슈테거 Maurice Steger | Recorder

‘리코더의 파가니니’, ‘세계적인 리코더 거장’이라고 언론

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리코더 연주자 모리스 슈테거는  

현재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연주자이며, 지휘자이고, 그리고  

교육자 중 한 사람으로 세계 여러 무대에서 개성 넘치는  

다양한 공연으로 그는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모리스 슈테거는 즉흥적이며 넘치는 에너지와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연주자이다. 활기 넘치는 매너, 강렬한 음색,  

그리고 놀라운 테크닉까지 지닌 ‘리코더의 마법사’는 리코더

라는 친숙한 악기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2015년 에코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 해의 연주자’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모리스 슈테거는 공연마다 청중에게 새로운 해석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 여정을 선사한다. 때로는 솔로이스트로,  

때로는 지휘자로, 아님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베니스 바로크오케스트라, 잉글리쉬  

콘서트, 그리고 이 바로키스티 등과 같은 세계 정상의 고음악  

앙상블과 함께 연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베를린 바로크 솔로이스츠(베를린 필하모닉),  

캐나다의 레 비올롱 뒤 로이, 그리고 NDR라디오필하모니 

등을 포함한 근대 오케스트라와도 끊임 없이 협연 무대를 

가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모리스 슈테거는 교육자로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

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티노 플루티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캐릭터를 연기하며 수백회의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를  

기획, 연주하였다. 또한 ‘피노키오와 리코더 연주자’라는 

음악동화극을 만들었다. 그는 매년 수 차례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그슈타드 메뉴힌 페스티벌의 

그슈타드 바로크 아카데미의 대표로 취임했다.



장 롱도 Jean Rondeau

장 롱도 Jean Rondeau | Harpsichord

장 롱도는 블랑딘 베를레에게 10년 이상 하프시코드를  

사사하였으며, 프레데리크 미셸과 피에르 트로 셀리에르 

(통주저음), 장 갈라드(오르간), 파리고등음악원에서 커린 

클로스카와 필리프 탐보리니(피아노), 실뱅 알레비(재즈 및 

즉흥연주), 뱅자맹 무세(재즈, 즉흥연주), 디디에 루이(합창

지휘)를 사사하였다.

그는 파리국립음악원에서 그랑프리 드 클라브생(Prix de 

Clavcin)과 불로뉴음악원에서 그랑프리 드 바소 콘티누오

(Prix de Basse Continue) 등을 수상하였다. 장 롱도는  

파리고등국립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21살의  

나이로 브뤼주 국제 하프시코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수상과 함께 유럽연합의 젊은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EUBO 개발신탁상을 수상하였다.

Program

프란체스코 마리아 베라치니	 리코더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a단조	
Francesco Maria Veracini
	 Sonata	for	Recorder	and	Basso	continuo	in	a	minor

Overtura
Allegro
Paesana
Largo
Giga	"Postiglione"

마르코 우첼리니	 심포니아	제14번,	'라	포스치나'
Marco Uccellini	 Symphonia	No.14,	'La	Foschina'

살라모네 로시	 신포니아	제9번	in	Eco
Salamone Rossi	 Sinfonia	No.9	in	Eco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을	위한	토카타	작품집	1권	중	토카타	제1번	g단조
Girolamo Frescobaldi
Toccata	Prima	in	g	minor	from	Toccate	d'intavolatura	di	cimbalo	et	
organo,	Book	1

조반니 바티스타 폰타나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류트를	위한	소나타	제2번(리코더와	하프시코드	연주)
Giovanni Battista Fontana
Sonata	No.2	for	Recorder,	Viola	da	Gamba,	and	Lute
(performed	on	Recorder	and	Harpsichord)

아르칸젤로 코렐리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e단조,	Op.5/8(리코더와	하프시코드	연주)
Arcangelo Corelli
Sonata	for	Violin	and	Basso	continuo	in	e	minor,	Op.5/8
(performed	on	Recorder	and	Harpsichord)

Preludio
Allemanda
Sarabanda
Giga

I N T E R M I S S I O N

주세페 삼마르티니
	 리코더와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제4번	G장조,	Op.2
Giuseppe Sammartini
	 Sonata	for	Recorder	and	Basso	Continuo	No.4	in	G	Major,	Op.2

Andante	
Allegro
Affettuoso
Allegro	assai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Domenico	Scarlatti

건반	소나타	d단조,	K.213	 Keyboard	Sonata	in	d	minor,	K.213

건반	소나타	D장조,	K.119	 Keyboard	Sonata	in	D	Major,	K119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	 	'스페인의	라	폴리아'에	의한	즉흥연주
Alessandro Scarlatti	Improvisation	upon	the	Partite	di		'La	Follia	di	Spagna'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닝콘서트

소믈리에 이승훈, 그리고 음악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와인 & 클래식 ITALIA  
이탈리아 와인과 
오페라의
환상적인 만남! 

2016. 11. 22(화) 11: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울산문화예술회관의 11월 모닝콘서트는 아주 특별한 공연으로 꾸며

진다. 연주자가 아닌 소믈리에가 진행하는 공연이다. <이승훈 소믈리에와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와인 & 오페라 여행>이 그것이다. 소믈리에  

이승훈은 프랑스 농식품수산부(MAAP)가 주최하고 프랑스 농식품 

진흥공사(SOPEXA)가 주관하는 <한국소믈리에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11, 2012년 연속 우승한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다. 부산에서 ‘비나포’

라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너 소믈리에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하고  

각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를 선곡하여 소프라노 

서운정과 테너 이동명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마침 11월 17일이 ‘보졸레  

누보’ 출시일이라 연말까지 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부쩍 높아지는  

시기이다. ‘보졸레 누보’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그해 9월 초에 

수확한 포도를 4~6주 숙성시켜,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출시하는 

‘햇’와인이다. 

두 해 전인 2014년 11월에는 프렌치 와인과 샹송의 마리아주

(mariage)를 선보여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그 후속편인 셈이다.  

전편이 프랑스 와인과 샹송을 주로 다뤘던데 비해 2편은 이탈리아  

와인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만남을 선보인다.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와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그리고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등장하는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Brindisi)’ 등 대표적인 아리아들을 

감상할 수 있다.

보다 특별한 것은 관객 중 일부를 무대에 불러 직접 와인을 테이스팅

하고 무대 위에서 연주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대 한 쪽에 

차려진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치 소믈리에의 집에 초청 받아 작은 

하우스 콘서트를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와인과 아리아에  

대한 감상을 소믈리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쌍방향 토크 콘서트의  

면모도 보여준다.

이승훈  Sommelier



이승훈  Sommelier
와인 비스트로 VINAFO의 오너 소믈리에이며, 미국와인교육자협회(Society of Wine Educator)에서 인증하는  

와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양산대학교 관광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협회 공식

인증강사로서 보르도 <에꼴뒤뱅> 강의를 진행 중이다. 

서운정  Soprano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최우수로 졸업했다. Freiburg  

시립극장 게스트 솔리스트를 역임하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갈라 콘서트에 초청받았다.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하였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에 출강 중이다.

이동명  Tenor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 입학, 졸업하였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탈리아 2006 최고테너상을 세계적인 테너 까를로  

베르곤지로부터 수여받았고, 이탈리아 몬테베르디 콩쿨1등, 부스꼴도 콩쿨1등 등 무려 20여 개 콩쿨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다. 오페라, 협연 등 국내외 공연에 700여 회 출연하였다.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예슬  Pianist
추계예술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수료하였다. Spain Tenerife International  

Music Academy를 졸업하였고, 여러 오페라와 콘서트에 전문 반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세종 

대학교, 선화예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출강 중이다.

Profile

Program

Giacomo Puccini					O	mio	babbino	caro

Giacomo Puccini					Quando	men	vo

Giuseppe Verdi							La	donna	e	mobile

Giacomo Puccini					Nessun	dorma

Giuseppe Verdi							Brindisi

서운정  Soprano 이동명  Tenor 이예슬  Pianist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아름다운 선율! 
깊어가는 가을밤 벅찬 감동의 무대 ! 

전석 만원 (유료 회원 및 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랑이 

뮤지컬로 승화되어 관객들을 만난다!

주요내용

하늘로 오르는 고래로 상징되는 암각화의 대업을 이루려는 마루는 반구대에 영혼이 실려 있는 신성한 고래 형상을 암각  

하는 마지막 대업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사금채취를 목적으로 대곡을 침략한 부리칸에 의해 마루의 대업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한편 여울은 미리별을 찾아가 마루가 부리칸에게 잡혀 처형당한다며, 그를 살리는 것은 부리칸의 품으로 가는 것뿐이라  

설득한다. 미리별은 마루를 살리기 위해 부리칸의 곁으로 가지만 본색을 드러낸 부리칸은 마루에게 반구대의 하늘로  

오르는 고래 그림을 파괴하라고 협박한다. 

암각화를 파괴하라는 부리칸의 명령에 맞서 마루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버린다. 여울은 마루가 처형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거짓으로 알리자 미리별은 슬퍼하며 그녀도 마루와 같은 죽음의 길을 택한다. 마루는 차디찬 주검의 미리별을  

안은 채 오열한다.

김형묵(마루) 최윤정(미리별) 서지유(여울) 배준성(부리칸)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최윤정!
뮤지컬 「외솔」의 서지유!

두 여주인공이 펼치는 비극적인 사랑의 선율
파워 넘치는 매혹의 연기파 김형묵!

잔인한 저주의 운명을 몰고 오는 남자 배준성!
창작뮤지컬 「스톤플라워」- 문명이 꽃 핀 바위는 
영원한 감동의 물결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객석에 선사합니다!

대곡 소도 신녀의 

딸로 마루를 사랑 

하 는  미 리 별 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북방의 지배자 

부리칸의 정혼녀가  

되지만, 마루와  

미리별은 서로를 

잊지 못해한다. 

어느 날 미리별은 부리칸으로부터  

도망쳐 마루를 찾아오지만 마루를  

짝사랑하는 여울은 그 상황을 질투하고  

부리칸에게 미리별과 마루 관계를  

밀고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리칸은  

분노하여 마루를 잡아와 처형하려  

하지만 신하들은 아직 사금을 채취하고  

미리별의 마음을 회유시키기 위해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마루의 

처형을 유예시킨다. 



전시	안내ㆍ설명인인	도슨트	Docent는	원래	라틴어로	대학의	전임	교원이	아닌	강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1987년부터	랜덤하우스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전문	지식이	있는	가이드로	특히	박물관에서	이용객에게	

전시의	해설을	담당한다'고	정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박물관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나	

설명인(Guide)이	박물관	교육부	직원,	학예사	등	박물관	연구	직원과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전시	안내,	설명인은	박물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	봉사자들이다.

이번에	기획한	‘도슨트	양성과정’은	미술교육	기능이	강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미술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슨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자질을	배우는	심화	교육과정이다.	관람객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작품해석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하였다.

문화예술회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슨트 
양성과정을 
마무리하며...



이	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총	5회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현대미술의	이해,	한국	미술의	동향,	매체와		

미술	등	미술	이론	강좌와	도슨트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교육,	작품을	설명해보는	프레젠테이션	수업,		

스피치	교육	등의	실무	강의로	진행되었다.

미술을	전공했거나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는	문예회관	기획전시에		

도슨트로	활동할	우선	자격이	부여되며,	도슨트로	활동	시	소정의	경비와	도슨트	활동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일	자 과	정 주	제 강	사 현		재

10.	1(토) 스	피	치 의사	전달과	스피치	훈련 유영미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10.	8(토) 미술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후의예술 우정아 포스텍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10.15(토) 재료이해 매체와	미술 장정렬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0.22(토) 미술비평 현대미술의	비평과	해석 안원현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0.29(토) 실전교육 전시해설을	위한	도슨팅 황호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장 수 은	/	11ㆍ12월의	작가Profile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중

<개인전>
2015	점령	(무거갤러리,	울산)

<단체전>
2015	 Healing	(한빛갤러리,	울산)
	 특급소나기	(문화예술회관,	울산)
	 전국대학미술	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갤러리	도트	(루이스반디,	울산)
	 울산대병원	아트클리닉	展	(새오름갤러리,	울산)
	 제2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성산아트홀,	창원)
	 아트울산	‘사랑&情’	(울산대공원,	울산)
	 1998	(문화예술회관,	울산)
	 두고보자lll	(갤러리mun,	중국)
2014	 날:것	(문화예술회관,	울산)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TEAF	(문화의	거리,	울산)
	 제1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GIAF	(세종문화회관,	서울)
	 날:것	(갤러리H,	울산)
	 날:것	(우림갤러리,	서울)
	 제1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홍익대	아트센터갤러리,	서울)
	 Heart	Project	(About	J,	울산)

<아트페어>
RED	DOT	ART	FAIR	(미국)
제2회	가다미니	아트	페어	(가다갤러리,	울산)
울산	아트페어	(KBS,	울산)

<수상>
2015	제2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입선
2014	제1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특선
2013	제34회	신라미술대전	입선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ㆍ2016의 마지막 주자인 

「11~12월의 작가 장수은展」 이 11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개최된다.

장수은 작가는 울산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수학하며 수도권 및 울산, 경남지역의 다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다. 

작가는 제한된 구역이라는 주제로 천이나 종이를 자르고 붙이거나 

그리고 칠하는 콜라쥬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감을 캔버스에 

담아낸다.

이러한 표현법에 대해 작가는 “주차장의 주차선과 접근금지를  

나타내는 러버콘을 소재로 제한된 구역 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세상의 모든 공간들과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울산  

전시예술 발전에 밑거름되는 전시가 될 수 있게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한다. 

2016. 11. 1.(화) ~ 12. 30.(금) 60일간  /  갤러리 쉼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11~12월의 작가 장수은展
올해의 작가 개인전ㆍ2016

01

02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중

<개인전>
2015	점령	(무거갤러리,	울산)

<단체전>
2015	 Healing	(한빛갤러리,	울산)
	 특급소나기	(문화예술회관,	울산)
	 전국대학미술	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서울)
	 갤러리	도트	(루이스반디,	울산)
	 울산대병원	아트클리닉	展	(새오름갤러리,	울산)
	 제2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성산아트홀,	창원)
	 아트울산	‘사랑&情’	(울산대공원,	울산)
	 1998	(문화예술회관,	울산)
	 두고보자lll	(갤러리mun,	중국)
2014	 날:것	(문화예술회관,	울산)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TEAF	(문화의	거리,	울산)
	 제1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GIAF	(세종문화회관,	서울)
	 날:것	(갤러리H,	울산)
	 날:것	(우림갤러리,	서울)
	 제1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홍익대	아트센터갤러리,	서울)
	 Heart	Project	(About	J,	울산)

<아트페어>
RED	DOT	ART	FAIR	(미국)
제2회	가다미니	아트	페어	(가다갤러리,	울산)
울산	아트페어	(KBS,	울산)

<수상>
2015	제2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입선
2014	제1회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특선
2013	제34회	신라미술대전	입선

01	 점령│90x162cm,	Oil	on	Canvas

02	 점령│20x17cm,	Collage	

03	 점령│20x17cm,	Collage	

04	 점령│17x20cm,	Collage

05	 점령│17x20cm,	Collage

06	 점령│17x25cm,	Collage	

03

04

05

06



2016. 11. 18(금) 오후8시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 10인 이상 20%, 초,중,고 50%
8세 이상 관람가
052-275-9623~8 www.ucac.or.kr

울산시립
교향악단



독일의 대표적인 거장 브람스의 4개 교향곡을 시리즈로  

준비한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제4번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마제스틱 시리즈의 막을 내린다. 11월 늦가을의 분위기에  

걸맞는 브람스의 애절한 선율을 감상하시면서 감동적인  

우수에 젖어보시길 바란다.

베버 /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Overture to "Freischutz" / Weber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 Tchaikovsky 
 <바이올린 백주영 / Violin Ju-Young Baek>
  

Intermission (휴식)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다단조 작품98

Symphony No.4 in c minor op.98 / Brahms

PROGRAM

브람스의 여정 시리즈, 그 네 번째

지휘 강석희

바이올린 백주영



울산시립
합 창 단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전공
· New York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합창지휘 박사
· 프리마돈나 앙상블, 광주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당진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 등 객원지휘
· 북미음악대학협의회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
·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PROGRAM

지휘  민 인 기

정 연 실 김 정 권 이 병 웅  

합창 Stage Ⅰ
Una De Dos / Carlos Guastavino
Tango to Evora / arr. Jon Washburn
La Musica / Jay Althoues
Libertango / Astor Piazzolla

Special Stage Ⅰ  
Ten.김정권 M.Sop. 정연실

Special Stage Ⅱ
Bar. 이병웅 Sop. 김나정

합창 Stage Ⅱ
Los Marcianos (Cha-Cha-Cha) / Rosendo Ruiz
Milonga del Angel / arr. Javier Zentner
Tango in 5 / Sandra Milliken
La Cucaracha / Mesican Traditional arr. Gwyn Arch

김 나 정



울산시립
무 용 단



은은하고 감미로운 국악 선율과 밴드 음악이 어우러져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퓨전음악과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 울산시립무용단과 함께 하는 <LOVE STORY>

울산시립무용단이	깊어가는	가을	저녁을	감미로운	국악	선율로	물들이는	<LOVE	STORY>를	오는	11월	4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마련한다.

이번	무대에서	초연되는	김창환	작곡가의	울산을	주제로	한	위촉곡	국악관현악『靑(청),	淸(청),	聽(청)』을		

비롯해,	퓨전국악가요,	국악으로	듣는	영화음악	등	은은하면서도	신명나는	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LOVE	STORY>는	재치있는	진행으로	떠오르는	국악계	디바	서진실과	국악방송	진행과	왕성한	연주활동으로		

잘	알려진	김용우,	소리에	향기를	더하는	소리꾼	전태원	등	국내정상급	젊은	국악인들의	특별출연으로	더욱		

참신하고	신명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프러포즈,	다양한	고백	등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사전에	접수받아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장식하여	울산시립무용단만의	차원이	다른	이벤트를	통해	역시	멋진	추억으로	남을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위촉곡『靑(청), 淸(청), 聽(청)』/ 작곡 김창환

   영화음악『러브레터,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노래곡 『열두달이 좋아』/ 노래 서진실

   노래곡『선녀와 나뭇꾼』/ 전태원

   노래곡『사랑가』/ 노래 전태원, 서진실

   노래곡『임진강, 너영나영』/ 김용우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람.

음악감독_ 이경섭 지휘_ 박상욱 진행_ 서진실 특별출연_ 김용우 특별출연_ 전태원



피에몬테
김진홍의 ltalia 통신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피에몬테(Piemonte)주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접해 있으며 알프스 

산맥과 아펜니노(Apennino)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주도는 공업도시 토리노(Torino)이며 피아트

(Fiat) 자동차 본사와 공장이 있다. 북서쪽으로 뻗은 알프스 산과 그 아래로 흐르는 포강의 강물은 대규모  

벼농사와 낙농업을 발달시켰다. 특히 베르첼리(Vercelli)를 중심으로 광대한 평야는 쌀 생산의 요충지로  

이탈리아 쌀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생산한다.



피에몬테 명품 와인 바롤로(Barolo)와 바르바레스코(Barbaresco)

랑헤 와 몬페라토 구릉지대에는 포도가 재배되며 알바 지역을 중심으로 베르두노, 그린차네 카부르, 디아노 달바, 

노벨로, 로디, 라모라, 바롤로, 세라룽가 달바, 몬포르테 달바 등지에서 이탈리아의 슈퍼 와인 바롤로가 생산된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4대 명품 와인으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키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꼽는데, 이 중에서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가 피에몬테 지방에서 생산된다.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는 네비

올로 품종으로 생산되며 최소 알코올 함유량이 13도에서 최고 15도까지 이르는 와인으로 최소 18개월 간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며 38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바롤로 와인을 음미할 수 있다. 5년간 숙성시킨 와인은  

리제르바라고 부르며 바롤로 와인은 병입 후 6년을 둔 다음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좋은 빈티지는 8년 

이상을 두어야 본래의 맛을 보여준다.

바롤로 와인은 진하고 드라이하며 묵직한 느낌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지역이나 생산자에 따라 그 맛의 차이가 

심하고 네비올로 품종 자체가 타닌 함량이 많아 늦게 숙성되기 때문에 발효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1850년대 프랑스의 와인 양조가인 루이 우다르와 카부르의 공동 노력으로 의해 훌륭한 와인이 만들어졌으며  

초대 국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 의해 바롤로 지역이 따로 만들어졌다. 이후 1980년 DOCG(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 인증을 받고 최근 현대적인 기호에 맞게 좋은 빈티지와 온도 조절 장치,  

작은 오크통 도입 등으로 새로운 기술이 전통적 기법과 결합되어 최고의 와인으로 변모했다.

세계 3대 진미 타르투포 비안코(Tartufo Bianco)

피에몬테 지역은 와인과 함께 송로버섯(Tartufo)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어로는 타르

투포(Tartufo), 영어로는 트러플(Truffle)이며 크게 검정색과 흰색 두 종류가 있다. 송로버섯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만 채취가 되며 거위간, 캐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진미에 해당된다.  

프랑스 페리고르산 타르투포 네로(Tartufo Nero)와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타르투포 비안코

(Tartufo Bianco)가 유명하며 흰색 송로버섯이 검정 송로버섯보다 몇 배나 비싸다. “땅 속의 다이

아몬드”라고 불리는 흰색 송로버섯 가격은 100그램당 약 500유로 정도이며 2007년 12월에 열린 경매

에서는 1.5킬로그램의 흰색 송로버 섯이 자그마치 3십 3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6천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렇 게 송로버섯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하고 생산량 도 적어 희소성이 높은 이유이다.  

떡갈나무 숲의 땅속에 자라는 송로 버섯은 감자처럼 생겼으며 5~30

㎝ 땅속에서 자라며 더러는 1m 깊이에서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땅 속 에서 자라 눈에 잘 띄지 않아 동물의 도움 없이는 캐낼 수 없다. 

이전에는 돼지를 이용해 송로버섯 채취를 했으나 식욕 앞에 물불을 가

리지 않는 탓에 요즘은 주로 훈련된 개를 이용하여 채취한다. 매년 10월

이면 알바 지역을 중심으로 송로버 섯 전시회 및 와인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86번째 타르투포 비안코 박 람회(86° Fiera Internazionale 

Tartufo Bianco d’Alba)가 알바 지 역에서 10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된다. 이 축제기간에는 세계 미식가들과 요리사들이 이곳 알바 지역에 

모여든다. 이 기간 알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요리에 송로버섯이 첨가된 특별 메뉴를  

제공하며 진정한 피에몬테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송로버섯의 향은 매우 강해 조금만 음식

에 넣어도 그 향이 다른 재료의 향을 압도한다. 그래서 작은 대패로 종이처럼 얇게 저며  

향을 느낄 정도의 소량만을 음식 위에 뿌려 먹는다. 흰색 송로버섯의 경우는 음식 

위에 뿌린 무게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식사 후 영수증을 보고 놀라지 않으려면 주의를 

해야 한다.

tartufo	bianco(흰색	송로버섯)

tartufo	nero
(검은색	송로버섯)



전세계인을 중독시킨 마약 초콜릿 누텔라(Nutella)

알바 지역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 페레로 

(Ferrero)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1946년에 알바에서  

작은 초콜릿 공장으로 시작한 창업주 피에트로 페레로

(Pietro Ferrero)는 토리노의 전통 초콜릿 “쟌두이아”

(Gianduia)가 카카오에 헤이즐넛(Nocciole)이 첨가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헤이즐넛을 넣은  

초콜릿 파스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미켈레 페레로

(Michele Ferrero)는 누텔라(Nutella)라는 상품으로 개발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매년 약 36만5천톤의 

누텔라가 생산되며 현재 페레로로쉐, 킨더, 틱탁 등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역사와 전통의 토리노 왕립극장(Teatro Regio di Torino)

피에몬테의 중심 토리노(Torino)는 로마의 식민도시로서 

번영하였으며 이전부터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했으며 16

세기 중엽부터 오페라 활동이 있었다. 당시 오페라 극장이 

없었던 토리노시는 당대의 건축가 필리포 주바라(Filippo  

Juvarra)에게 오페라 극장 건축 계획을 의뢰하였으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1738년 카를로 엠마누엘 3세

(Carlo Emanuele III) 치하에 이르러 베네데또 알피에리

(Benedetto Alfieri)에 의해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다. 토리노 

왕립극장(Teatro Regio)은 1740년 12월 26일에 프란체 

스코 페오(Francesco Feo)의 <아르사체>(Arsace) 공연으로  

오픈되었다. 극장은 1,500석 규모에 139개의 박스를  

가진 화려한 극장으로 공연을 이어가다 1792년 왕명으로  

극장은 문을 닫았고 창고로 사용하게 되었다. 얼마 후  

나폴레옹이 토리노를 점령하였을 때 이 극장은 국립극장 

(Teatro Nazionale)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가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자 제국극장(Teatro 

Imperiale)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후 1814년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자 제국극장은 원래의 이름인 토리노 왕립극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리노  

왕립극장은 1870년 토리노시가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1936년 화재로 소실되어 완전 복구까지는 40여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1973년 새롭게 단장한 토리노 왕립 

극장은 좌석수를 1,750개로 확장하였고 반면 박스는 37개로 

줄였다. 재개관 기념 공연은 베르디의 <시실리의 만종>(I 

Vespri Siciliani)이였으며 주연은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와 주세페 디 스테파노(Giuseppe Di Stefano)가  

열연을 하였다.

시즌은 10월부터 6월까지이며 이번 2016-2017 시즌 개막 

공연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La Boheme)으로 10월 23

일에 시즌을 오픈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바리톤 조병익

(Benjamin Cho)이 쇼나르드(Schaunard)역으로 노래한다.

글/ 김진홍

Teatro	Regio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운하는 25년이 걸려 1869년 완공을 하게 된다. 운하 완공에 맞추어 이집트 총독  

이스마일은 대규모의 카이로 케디비알 오페라하우스(Khedivial Opera House)를 건립하였고 개통 기념식에  

공연할 오페라를 베르디에게 의뢰한다. 그러나 베르디는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돈 카를로’에서 같이 작업하였던 프랑스의 대본가 까미유 뒤로클이  프랑스의 이집트학자인 오귀스트 

마리에트가 멤피스 신전 발굴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각한 줄거리를 토대로 적은 짤막한 초고를 가지고 다른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한 대본을 베르디에게 보여주었다. 완강히 거절하던 베르디도 이 내용은 마음에 들어 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던 베르디이지만 당시 정치가와 종교지도자들의 보수 반동적인 태도와 선동정치에 환멸을  

느껴 동시대 세상에 염증을 느끼던 차에 아득히 먼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내용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이집트 총독은 베르디에게 당시 15만 프랑이라는 거금을 작품료로 지불하였다. 작곡 착수 시기가 늦어

져서 카이로의 케디비알 오페라하우스개관 공연은  베르디의 ‘리골레토’로 이루어졌다.

개 설

오스트렐리아발레단

OPEAR
AIDA아이다



뒤로클의 프랑스어 대본을 가지고 기슬란초니가 이탈리아어  

운문가사로 번안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베르디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었다. 카이로에서의 초연은 1871년 1월로 예정하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1870년 7월 프러시아

(독일)와 프랑스간에 전쟁이 발발하여 11월에는 파리가 점령당

하여 오페라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아이다’의 무대 장치와 의상 등은 뒤로클과 마리에트의 고증과  

감독 하에 파리에서 제작해 카이로까지 배편으로 가져가기로 

했으나 전쟁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10개월이나 

늦게 1871년 12월24일 죠반니 보테시니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 

졌다. ‘아이다’ 초연은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고대  

이집트의 화려함을 재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무대로 

초연의 관객들은 물론 이집트 당국은 대만족했다. 

그러나 베르디는 이집트 당국이 초연에 정치인, 비평가, 귀족들 

만을 초청하여 일반 대중들은 아무도 관람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여 초연에 불참하였다. 베르디는 카이로 초연  

6주후 1872년 2월 8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프랑코 파치오 

지휘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초연을 사실상의 '아이다' 초연으로 

간주하였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기록적인 32번의 커튼콜을 했다. 베르디는  

라 스칼라의 초연시 무대장치의 세세한 사항까지 관여하므로서 

‘아이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보여 주었다. 이후 ‘아이다’는 

공연하는 곳마다 대성공을 이루었다. 

베르디는 58세 때 ‘아이다’를 완성했다. ‘아이다’는 가창과  

선율 중심의 이탈리아 오페라특징과 번호 오페라형식을 취하

면서 극적인 효과와 정경 및 감정 표출에 중점을 두었다. 과거 

23개의 오페라를 총결산한 작품으로 이제 그 이후 ‘오텔로’와 

‘팔스타프’에서는 종래의 오페라 기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진보적인 음악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다’는 그래드오페라 스타일답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전쟁이라는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에티오피아 공주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와 신분을 숨기고 이집트 왕궁에서 노예로 일하는 

여주인공 아이다,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 라다메스를 사랑하는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의 삼각관계가 주된 줄거리이다. 1,2막에

서는 ‘아이다’를 유명하게 만든 스토리와는 관련없는 볼거리 

위주의 장면이 많이 나와 눈을 현혹시키지만 에술 작품으로서 

‘아이다’의 묘미는 3막과 4막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들의 

갈등과 긴장으로 팽팽해지면서 진한 감동을 몰고온다. 

대본 집필과 초연의 우여곡절

작품 특징

캘거리오페라단



제1막(멤피스왕궁 & 불칸 신전)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잡아온 포로들중에는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가 있다. 아이다는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의 노예가 되는데 그녀의 신분은 아무도 모른다, 젊은 용사 

라다메스는 암네리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노예 처녀 아이다

만을 사랑한다. 에티오피아가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고 이집트 군 사령관이 

된 라다메스는 출정한다, 

제2막(암네리스의 방 & 테베 성문 앞)  암네리스는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챈다. 암네리스는 아이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라

다메스가 전사했다고 얘기하고 충격을 받은 아이다는 영원히 라다메스를 

사랑할것이라고 고백한다, 이에 암네리스는 아이다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라다메스가 이집트 군대와 함께 당당하게 테베로 개선

한다. 이집트 왕은 전승한 라다메스 장군이 무슨 소원을 말하던지 들어줄 

것이라고 선언한다. 끌려온 포로들 중에는 에티오피아 왕인 아모나스로가 

있어 아이다 부녀는 감격적인 만남을 가진다. 신분은 숨기고 있는 아모나

스로는 이집트의 왕에게 자비를 구한다. 

아이다를 사랑하는 라다메스는 이집트 왕에게 포로들을 석방할 것을  

간청하고 이집트 왕은 라다메스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며 라다메스의  

청원을 수락한다. 그러면서 라다메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선언하고 암네

리스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에티오피아인 포로들은  

아모나스로와 아이다만 남겨두고 모두 석방된다.

제3막(나일강변 & 이시스 신전 부근)  암네리스와 라다메스의 결혼식 날 

저녁,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혼자 기다리

는 아이다 앞에 나타난 아모나스로가 등장하여 라다메스를 통해서 이집

트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라고 강요한다. 아이다는 조국과 라다메스의  

사랑사이에서 갈등한다. 잠시 후 라다메스가 나타나자 아모나스로는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 

라다메스는 아이다와 결혼할 것이라며  함께 멀리 도피하자 며 들키지  

않은 안전한 길로 가자 이집트군이 공격할 지점을 얘기한다. 그러자 아모

나스로가 나타나서 자기가 에티오피아 왕임을 밝히자 라다메스는 이집트의 

장군으로서 명예가 떨어지게 된 것을 한탄한다. 이때  암네리스와 람피스가 

라다메스가 적들과 내통하는 모습을 본다. 아모나스로와 아이다는 라다

메스에게 어서 함께 도망가자고 말하지만 라다메스는 거절한다. 

제4막 (재판장 & 신전 지하감옥)  암네리스는 라다메스를 구하고 싶어  

라다메스에게 적들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부인해 달라고 간청한다. 라다

메스는 이를 거절하고 아이다가 무사히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 라다메스에게 생매장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이 언도된다. 라다

메스는 신전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간수들이 지하감옥의 입구를 봉인한다. 

그런데 아이다는 라다메스와 함께 죽기 위해 미리 감옥에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얄궂은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라다메스는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한다. 감옥의 위쪽 불칸 신전에서는 암네리스가 이시스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흐느껴 울고 있다. 아이다는 라다메스의 팔에 안겨 죽는다.

글/ 송종건

주요아리아 

정결한 아이다

Celeste Aida (1막1장, 라다메스)

가자! 신성한 나일 강가로 

Su! del Nilo al sacro lido (1막2장, 합창) 

오라, 승리자들이여 

Vieni, guerriero vindice (2막2장, 합창) 

지상이여, 안녕히 

O terra, addio (4막2장, 아이다 & 라다메스)

작품 특징

1872	아이다	성악악보

1872	아이다	성악악보



연극 <클로저>  

<클로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가	떠오릅니다.	역시	영화의	영향이겠죠.	줄리아	로버츠,		

주드	로,	나탈리	포트만,	클라이브	오웬	주연으로	지난	2004년		

개봉한	 <클로저>는	사실	패트릭	마버의	대표작으로	영화에		

앞서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연극으로	초연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상연되며	사랑의	다양한	빛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거침없는	행동과	적나라한	마음을	드러내며	관객	

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먼저	성공해	영화로도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흔히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라고	하죠.	이렇게	한	작품이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로	표현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전작의	흥행을	바탕으로		

스토리에	대한	공감과	관객들의	호응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보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

거나	감상에	영향을	받는,	저를	비롯해	수많은	관객들이	저지르는	

우(愚)를	범하기도	합니다.	

<클로저>는	영화나	연극이나	보고	나면	일단	찜찜합니다.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안나,	댄,	엘리스,	래리	등	4명의	인물이	서로	얽히며	

각자	사랑이라고	믿는,	또는	각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감정들을	

거침없이	나열하는데요.	사랑의	빛깔과	방법이	달랐을	뿐	피해자나		

가해자도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감추고	싶은	감정의	밑바닥을	들춰내서인지,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사랑	방식을	일반적이라고	강요해서인지	보고	있는	사람

이	불편할	정도인데요.	어쩌면	원래	사랑이	그런	것인지도	모

르겠습니다.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된다

는	말처럼	제목인	‘Closer’와	달리	극의	전개와	함께	‘Stranger’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전체

적으로	영화가	좀	더	강약이	있고,	여백의	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작은	극장,	바로	앞에서	전해지는	감정의	역동은	무대가		

훨씬	직접적이죠.	물론	작품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직업,		

캐릭터,	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영화가	자연스러운	맛은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무대에	오른	연극	<클로저>를	보기	위해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초연된	뒤	

공연	때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객석에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영화를	

연극으로	봐서	좋았다,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또는	영화를	그냥	무대에	옮겨놓았을	뿐	별다른	게	없다,’	등	영화와	연극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연극에	앞서	영화로	<클로저>를	접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객이	바뀐	느낌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로	이	작품을	접했겠지만,	제한된	무대를	벗어난	영화가	연극보다	재밌는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클로저>는	영화에	앞서	연극으로	상연돼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공연의	성공

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작품,	‘영화보다	공연이	먼저’인	작품들을	2회에	걸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보다
공연이 먼저라고!

연극 <날 보러 와요>   

영화에	앞서	공연이	먼저	흥행했던	또	한	편의	연극은	바로	<날	보러	와요>입니다.	현재	20주년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미해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연극	<날	보러	와요>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입니다.	연극		

<날	보러	와요>는	화성에서	첫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던	지난	1996년	2월	초연됐는데요.	당시	극작과	연출을	맡은	김광림	한예종		

교수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10건의	관련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팀과의	면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사건을	고증한	뒤	작품을	만들

었다고	합니다.	1996년	초연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그	후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마저	끝나버린		

것이죠.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날	보러	와요>의		

무대에서는	흔해	빠진	휴대전화는	구경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경찰서	내	전화는	당겨	받는	기능도	없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에는	SNS가	아니라	엽서나	편지를	보내고,	젊은이들은	시를	지어	

낭독하고,	신문이	미디어의	중심이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이	200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연극	무대에서는	덜	재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연극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는	더욱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의	작품이	시대극이	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촌스러운	무대와	어설픈	모든	환경	속에서도	배우와	

관객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탄탄한	대본과	짜임

새	있는	연출,	배우들의	호연은	20년을	관객들과	긴밀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연극	<날	보러	와요>의	버팀목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연극	<날	보러	와요>의	무기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살인사건과	마주하는	긴장과	공포가	아닐까	합니다.	작가	김광림	

씨	역시	당시	범인이	객석	어딘가에	앉아서	자신을	잡지	못하는	

사회를	조롱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목을	‘날	보러	와요’

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	그	꺼림칙한	공포와	피폐함은	배우들을	통해	고스	

란히	소극장	안을	떠돌며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	

겠죠.	어쩌면	객석	어딘가에서	연극을	함께	보고	있을	범인의		

조롱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듯	연극	<날	보러	와요>의	무대	위에는	

21세기를	대변하는	어떠한	특수효과도	없지만,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영화보다	무섭고	찜찜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	윤하정



마르셀 뒤샹의 샘

도판	1

현대 미술을 보고 “이것도 그림이냐?”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5월호에서 

다루었던 휘슬러처럼 공개적으로 혹평을 당했던 화가도 있고요. 이후 20세기 초의 미술사를 보면 이런 사건

들이 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술)작품이냐?”라는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20세기의 

미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줄기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fine arts)에 대한 관념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

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볼까요. 아름답고,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고, 작가가 손수 만들었고, 독창성을 지닌 작품을 예술이라고 보지요. 사실 이는 르네상스 이래  

자리 잡은 생각입니다. 그저 손재주, 기술로 여겨지던 조각과 회화가, 인문학적  학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고귀한 예술의 반열에 오른 것이지요. 이런 예술에 대한 관념은 19세기 후반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미술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뒤샹은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화가입니다. 화가인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은 항상 그림과 음악, 

독서, 그리고 뒤샹의 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체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6남매 중 뒤샹을 포함해 네 명이 예술가가 

되었고요. 뒤샹은 어린 시절부터 기발한 상상력으로 주변을 즐겁게 했고, 이는 노르망디의 주도 루앙에 있는 

기숙학교로 진학 한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학업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수학과 미술에서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형처럼 화가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정식 미술학교 대신 파리 줄리앙 아카데미로 갑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습득했습니다. 독특한 유머와 말장난, 전위적인 예술 양식  

등으로 뒤샹은 작품마다 화제를 모았고,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유명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1917년 독립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샘>(도판 1)이란 작품으로 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심사 

없이 출품료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에서 거절된 유일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유명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걸까요? 이미지를 보고 단박에 알아차린 분도 있을 텐데, 이는 

MARCEL     
    DUCHAMP



파르마극장

남성용 소변기를 90도 회전시켜 좌대에 놓은 것입니다. 

뒤샹은 미국의 대중적인 변기업체인 머트 사의 변기를 

구입했고, 여기에 자신의 이름 대신 ‘R. MUTT 1917’

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이 가명은 변기 제조사인 머트 사

(혹은 당시 유명한 만화 캐릭터인 머트)에다가 프랑스

어로 부자를 뜻하는 은어 리샤(Richard)의 첫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뒤샹이 한 일을 요약해보면 기성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가명으로 서명을 하고, 전시회에 출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뒤샹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뒤샹이  

손수 만든 것도, 뒤샹의 이름으로 출품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많고 많은 변기와 이  

<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다른 소변기는  

그저 위생용품이고, <샘>은 예술작품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뒤샹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는 예술 작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왔고, 예

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이라고 명명하는 일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는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그가 뉴욕의 한 옷가게에서 ‘기성품(ready-made)’ 

이라는 명칭을 ‘발견’하여, 이를 작품 제작에 적용한데서 유래합니다. <샘> 이전에도 그는  

<병 건조대>(도판 2)와 <부러진 팔 앞에서>(도판 3)이라는 제목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유리병을 엎어 말리는 도구와 눈 치우는 삽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을 붙이고 서명한 것입니다. 

뒤샹은 <샘>이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시를 거절당한 뒤,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반박문을 잡지에 게재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샘>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용품을 고르고,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여 원래의 물건에 있던 실용적인 면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소변기라고 하는 기성품에  

작가의 서명이 들어감으로써, 즉 작가가 이를 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이 소변기는 이제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됩니다. 게다가 이는 여러 개의 복제품이 만들어지면서 단 한 점만 있는 유일  

무일한 존재도 아니게 되지만, 작가에 의해 모두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온 예술 작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킨 <샘>은 오늘날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비예술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경계를 허문 뒤샹의 창조성은 이후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샘>은 

그의 후예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이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혹은 

뒤샹이 전복한 예술의 개념을 다시 전복하는 ‘행위예술’의 대상이 되어, 몇몇 행위예술가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뒤샹의 <샘>에 소변을 보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망치로 파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하다 체포된 피노첼리라는 사람은 자신만이 뒤샹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뒤샹도 자신의 행위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했으니 예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글/ 황주영

도판	1
마르셀	뒤샹,	<샘(Fountain)>,	1917/1964년.	
유약을	칠한	도기에	검은	페인트,	
38.1×48.9×62.5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도판	2.
마르셀	뒤샹,	<병	건조대(Bottle	Rack)>,	
1914/1964년.	
아연	도금한	철제	병	건조대,	
높이	64.1cm,	호주	국립미술관.
	
도판	3.
마르셀	뒤샹,	<부러진	팔	앞에서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1915/1964년.	
나무와	아연	도금한	철로	만든	눈	삽,	
높이	132cm,	뉴욕	현대미술관.	

도판	2

도판	3



깊어가는 가을

길고 뜨거웠던 여름과 10월 태풍을 지나 옷장 속에 묵혀두었던 트렌치 코트를 꺼내는  

계절이 왔다. 누웠던 깃을 한껏 세우는 계절, 바로 가을이다. 부쩍 높아진 하늘,  

독서, 사색, 고독 등 가을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으뜸은 바로 추남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고독이 깊어지는 가을, 그리고 국경일 하루 없는 11월은 일년 중 가장 지루한 달이다. 

연말을 앞두고 분주할 법도 하겠지만, 내 경우엔 가장 딴 생각이 많이 나는 달이기도 

하다. 일에 지치면 지치는 대로 딴생각, 즐거운 일이 많아도 딴생각,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추남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자고로 흔들리지도 말고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하며, 자상함을 바탕으로 조금은 무관심해야 하고, 참견보다는 

과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잡생각이 많은 걸 보니 벌써부터 가을을 

타나 보다)

남자 중에 남자, 그리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숭고한 사랑을 했던 19세기 가장 뛰어난 작곡가 

브람스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함부르크 촌사람

7살 때부터 음악을 배웠던 브람스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작곡 공부를 병행하게 된다. 

1848년 15살이 되던 해 첫 데뷔 연주회를 하게 되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순  

없었다. 꽃미남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브람스는 자신의 고향인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게 된다. 전전긍긍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20살  

브람스에게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아힘이다. 

브람스는 헝가리 출신 음악가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연주를 다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유명한 <헝가리 무곡>을 작곡하게 된다. 헝가리의 민속음악을 수집하여 

작곡한 이 곡은 원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케

스트라나 다양한 악기들로 편곡이 되어서 더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유명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5번. 예전 TV 화면조정시간에 배경음악

으로 듣던 곡이다. 하지만 이 가을엔 <헝가리 무곡 1번> (Hungarian Dance No.1)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저음부의 멜로디가 추남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남자도 가끔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가을남자에게 추천하는

브람스 의 세 곡



어린 독수리

브람스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에 감탄했던 요아힘은 그의 절친이었던 슈만에게 브람스를 소개하게 된다.  

당시 슈만은 작곡가, 지휘자 뿐만 아니라 ‘음악신보’라는 음악잡지사의 사장이기도 했는데,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클라라의 남편이기도 했다. 독일 음악계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슈만 부부와의 만남은 

20살 브람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전환점이기도 했다.

슈만 부부 앞에서 자신의 첫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1번> (Piano Sonata No.1, C Major Op.1)을 연주하게 

되는데, 브람스에겐 아마도 그 어떤 연주보다 가장 긴장되고 힘든 연주였을 것이다. 총 4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젊은 브람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묵직하고 꽉 찬 화음들로 인한 넘치는 에너지와 현란한 

기교를 보여주는 곡이다. 브람스의 첫 작품과 피아노 연주를 들은 슈만은 브람스의 첫인상을 ‘어린 독수리’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연주와 작곡실력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천재가 나타난 것을 기뻐한 슈만 

부부는 한달 동안 브람스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독일의 유명 인사들에게 소개한다.

음악가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브람스. 한달 동안의 스승 부부와의 생활을 통해 브람스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바로 14살 연상의 클라라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클라라에 대한 연정은 브람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가깝게 지내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다. 정신병으로 사망한 슈만을  

떠나 보내고 오랜 기간 미망인으로 살면서 클라라는 젊은 브람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고,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도 했다. 스승과의 의리를 지키며, 젊은 날의 풋풋한 사랑을 숭고한 정신적 

사랑으로 승화시킨 브람스를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뚝심의 남자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인터메조(Intermezzo)

‘투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브람스와 잘 어울린다. 서정적인 선율이 잘 흐르다가도 묵직한 화성이 선율을 

가로 막기도 하고, 잘 들려야 하는 멜로디가 왼손에 숨어 있기도 하다. 소박하게 숨겨져 있는 멜로디는 고독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킨다. 

브람스의 후기 소품 중 <인터메조 2번>(Intermezzo No.2 Op.118)이 그러하다. 간주곡이라고 불리는 이 곡은 

총 여섯 개의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곡을 가을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 곡에는 빠르기말이 이렇게 쓰여있다. ‘안단테 테네라멘테’(Andante Teneramente). ‘천천히 그리고 

온화하게’ 혹은 ‘천천히 애정을 담아’. 부드러움과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곡은 외로움과 고독의 

경계, 여유로움을 보이다가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억 저편,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옛사랑의 그녀, 화려했던 젊은 날의 추억,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을 돌이키며 

깊은 가을, 가을남자의 우수에 젖어보자. 브람스와 함께.

글/ 김용진



울산광역시 레이디 싱어즈 
제3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레이디싱어즈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여성	
	 합창으로	삶의	풍요롭고	정서적	
	 으로	문화예술공연의	시간을		
	 제공함

2016울산광역시대표청소년어울림
마당 동아리대축제 "위대한동아리"
공연정보	 11.	20(일)	16: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흥사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연을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에		
	 기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한마당

제36회 울산예술제 한국 가곡공연

공연정보	 11.	8(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음악협회	회원들의	
	 한국	가곡	공연

박종원 댄스컴퍼니의 '댄스뮤지컬'

공연정보	 11.	27(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박종원댄스컴퍼니
입 장 료	 R석	30,000
공연개요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공포를		
	 주기도	하고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고스트들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단편을	볼	수	있다.		
	 탄탄한	창작스토리에	다양한		
	 장르의	춤이	망라되고	노래와		
	 연기가	함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춤공연인	'댄스뮤지컬'

울산학춤보존회 제14회 정기공연
"굿판 보러가자"
공연정보	 11.	30(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학춤보존회
입 장 료	 R석	20,000원
공연개요	 허계굿과	풍어굿을	울산학춤과		
	 함께	어우러	예술적	굿	판을		
	 마련하는	공연으로	조상의	의미를		
	 기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굿	춤판을	연다.

[기획공연] 뒤란

공연정보	 11.	9(수),	11.	23(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전석	1만원	
공연개요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중앙의		
	 게스트가	함께	만들어	가는		
	 수준	높은	음악	공연	중심의		
	 무대

백합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0(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백합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아카펠라	합창곡을	시작으로		
	 하여	쉽게	접할수	있는	가요	
	 음악과	우리의	귀에	익은	영화	
	 음악과	세계민요를	합창곡으로		
	 연주한다.

제36회 울산예술제 연예 예술인협회 
어울림콘서트
공연정보	 11.	6(일)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빅밴드연주회는	팝,	재즈,	영화	
	 음악,	국악,	합창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주곡을	소개합니다.

Performances  11월 공연가이드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한국누드사진협회 울산지회전

전시기간 11. 2(수)~11. 7(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한국누드사진협회
전시내용 누드예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며 인체에 대한 아름 
 다움을 표현한 드로잉과  
 카메라 렌즈에 담은 미술,  
 사진 혼합작품 총 80여점 전시

제8회 모자이크전

전시기간 11. 2(수)~11. 7(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모자이크
전시내용 서울산새마을금고 문화센터 회원들이  
 열정을 다해 작품화한 그림 서양화 
 (유화, 수채화, 추상화), 서예(한글,  
 한문)등 그간의 소질과 기량을 발휘한  
 작품 총 70여점 전시

제8회 울산여성사진가회 
한ㆍ일 교류전
전시기간 11. 2(수)~11. 7(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여성사진가회
전시내용 울산여성사진가회와 일본 후쿠오카  
 여성사진가회 회원들의 연례 회원작품  
 교류 전시로, 울산여성사진가 10명과  
 일본여성사진가 9명 등 총 19명의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제6회 안현미 개인전

전시기간 11. 9(수)~11. 14(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안현미)
전시내용 울산지역의 수묵과 채색을  
 접목한 현대적 기법의 수묵화  
 위주의 고래그림 총 40여점  
 전시

서순애 한국화 개인전

전시기간 11. 9(수)~11. 14(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서순애)
전시내용 한국의 아름다운 산수화를  
 화폭에 담아 동양의 미를  
 알릴 수 있는 작품 총 40여점  
 전시

한국분재협회 울산지부 회원전

전시기간 11.11(금)~11. 13(일), 3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한국분재협회 울산지부
전시내용 회원들이 작품 활동과 그동안  
 소장해 온 소나무, 향나무,  
 꽃나무 등 작품 총 60여점  
 전시

Exhibitions  11월 전시가이드

제15회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11. 9(수)~11. 14(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매일
전시내용 울산매일 사진기자들이 1년  
 동안 각종 현장들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할 수 있는 작품 총 40여점  
 전시

울산ㆍ부산 현대미술 교류전

전시기간 11. 16(수)~11. 2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전시내용 울산 현대미술과 부산 현대미술의  
 예술정신을 보여주는 교류전으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남  
 미술의 문화적 주축으로 성장 발전 
 시키고자 작품 총 143여점 전시

울산사진써클연합회 합동전

전시기간 11. 23(수)~11. 28(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써클연합회
전시내용 울산사진써클연합회 13개 단위써클  
 500여명 회원들이 한해 동안 활동한  
 대표작품들을 모아 문화교류의 장  
 마련 및 저변 확대와 볼거리를 제공 
 코자 대표작품 총 300여점 전시

제45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일요화가회
전시내용 순수 아마추어 미술동호회인  
 울산일요화가회 정기전으로, 울산  
 근교의 산과 들, 태화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현장 사생  
 유화작품 총 50여점 전시

호연생활민화연구원 회원전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호연생활민화연구원
전시내용 민화를 공부하는 회원 작품  
 전시회로 일반한지, 염색한지,  
 일반천, 천연 염색천, 옻종이 등  
 다양한 재료에 채색한 생활민화,  
 소품 등 총 150여점 전시

제16회 뉴비전사진동호회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사진동호회
전시내용 문화재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역사성과 소중함,  
 아름다움, 우리 문화에 깃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작품  
 총 30여점 전시







협약점 현황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문의 : 226-8242

Ulsan	Culture	&	Arts	Center

품격있는	휴식과

집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최상의	평온함을

세계적인	도시들의	중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비교할	수	없는	명성과	세심한	서비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대상│유료회원	 위치│남구	삼산로	282	 문의│052-960-4300

롯데호텔
울산

객실 슈페리어(DB/TW)	150,000원(부가세	등	포함)
페닌슐라(뷔페)
도림(중식) 주중,	주말	상시	20%	할인	(식사,	음료)

델리카한스
(베이커리)

케이크	및	빵	15%	할인
※	19:30	이후	케이크	30%,	빵	50%	할인	

롯데시티호텔
울산

객실 스탠다드(DB/TW)	88,000원(부가세	등	포함)

C-CAFE(뷔페) 주중,	주말	상시	15%	할인	(식사,	음료)
※	가족모임(돌잔치	등)	제외

전	좌석	가죽시트로	쾌적한	영화	관람이	가능하며
최적의	관람	환경을	자랑하는	PREMIUM관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가박스가	당신의	꿈을	개봉합니다!

메가박스(울산점)

대상│유료회원			위치│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1544-0070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달동점은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항상	편안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밀레(달동점)

대상│유료회원			위치│남구	삼산로	126	
문의│052-260-0022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 할인 정상가의 10% 할인(용품 제외)



협약점 현황

커피,	그	이상의	가치!
전용	주차장까지	완비된

120석	규모의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카페베네만의	깊고	풍부한	아메리카노	향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대상│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남구청	맞은편		문의│052-267-1736

최상의	재료와	맛을	보장합니다.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	명품	아메리카노와
프랑스산	천연향	시럽을	사용한	에이드를

벨기에	명품	수제	와플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THE ALLEY COFFEE(엘리 커피)

대상│유료회원		위치│남구	신정로33번길	30			
문의│010-8348-4800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레스토랑,	쉼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돈까스와	한식은	물론

다양한	커피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모임,	기념회	등	단체행사도	가능합니다.

쉼터

대상│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회관	전시동	1층		문의│052-274-4393

단팥빵부터	고로케,	츄러스	그리고	조각	케이크까지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를	아메리카노와	함께

매장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좋은	녹차	롤,	

딸기,	티라미수	케이크도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대상│유료회원
위치│회관	앞(남측)		문의│052-272-8279

제주롯데호텔	12년	경력의	셰프가	만들어	낸
세상에	없던	레시피,

한	번	맛보면	빠져드는	그	맛!
극강	비주얼의	매콤한	딱새우	링귀니	파스타를
고르곤졸라	피자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백스 쿠치나

대상│유료회원
위치│태화동주민센터	앞		문의│052-243-3334

맛과	정성을	다하는	안동찜닭	전문점!	
웃음이	넘치는	집	소풍가는	국내산	생닭과	신선한	재료로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착한	음식문화를	추구하는	소풍가

소풍가

대상│유료회원		위치│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문의│052-275-3579

전 메뉴 10% 할인 (중복할인 불가)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이용금액 5% 할인 (음료메뉴 제외)



협약점 이용방법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회관 방문 후 인식증 발급 및 인식증 사용 (발급비용 없음.)

스마트폰 미사용자

※ 유의사항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052-226-824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캡쳐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화면 예시

스마트폰 사용자

네이버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검색 후 주소 클릭

마이페이지 클릭

마이페이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로그인 후 유료회원 여부확인

1

2

3

4
유료(일반)회원 / 유효기한 '17. 1. 21.

회관이 지역 소재 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의 패밀리 카드 소지자와
메가박스 울산점의 멤버십 회원(메가티즌),
밀레 달동점 구매 영수증(공연일 기준 3개월 이내) 소지자
께서는 회관 주관 공연 예매 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별로 할인율이 다르므로 예매 시 사전 문의바랍니다.



새롭고 품격높은 공연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2월

공사대상 :	회관	대공연장	

공사내용 :	①	객석의자	확장ㆍ교체	및	재배치,	바닥교체	 ②	냉난방	시스템	교체

	 ③	FOH(음향조절실)	설치	 ④	무대시설	개선	등

연 락 처 :	 경영관리과	(☎226-8223,	275-9623)



WORLD ARTIST  SERIES 

피아니스트

티켓 전석 3만원(유료회원 30%)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52-275-9623 ucac.or.kr 1544-1555 ticket.interpark.com 

2016. 12. 9(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러시아 협주곡의 거장!

니콜라이 데미덴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