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3Vol. 202
2017 / March

뮤지컬 토‘몬테크리스토’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3 Vol. 202
2017 / March

04 | 기획공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06 | 기획공연
빈 필하모닉 앙상블 콘서트

Special
Performance

08 | 기획전시Ⅰ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7
「3~4월의 작가 김소리 展」

10 | 기획전시Ⅱ
원로작가 초대전

12 | 아트 클래스
상반기 교육과목

Special Exhibition
+ Art Class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3월호 / 통권 202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13 | 울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14 | 울산시립합창단
봄의 향연

16 | 울산시립무용단
청 청 청

18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베토벤 포에버

20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봄음악회

Art &
Performance

22 | 이탈리아 통신
이탈리아 북부

25 | 예술을 말하다Ⅰ
죠아키노 로시니G

28 | 예술을 말하다Ⅱ
런던의 곳곳을 품은 뮤지컬

32 | 예술을 말하다Ⅲ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

35 | 김용진의 Piano Forte
입춘대길(立春大吉)

Art & Story

38 | 3월 공연·전시가이드

41 | 3월 공연·전시일정

43 | 임시·신규 단원모집
울산시립예술단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45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47 | ARTS FREND 회원 가입 안내

Information

Contents



4

|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5



6

|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7



8

| Special Exhibition | 기획전시Ⅰ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ㆍ2017

3ㆍ4 월의 작가 김소리展

● 기간 : 2017. 3. 1(수)~4. 29(토), 60일간
● 장소 : 갤러리 쉼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지역작가

들에게 개인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울산 전시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2017년도「올해의 작가 개인전」을 

기획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5명의 참여작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1~2월 올해의 작가

개인전「기증작품전」을 시작으로 3ㆍ4월의 김소리, 

5ㆍ6월의 곽은지, 7ㆍ8월의 이정빈, 9ㆍ10월의 김용규,

11ㆍ12월의 천유리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첫 선발주자로 나서는 김소리 작가는 장지에 채색하는

기법을 이용해 파라다이스를 주제로 일상적인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혼합하여 표현한다. 

상점 안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쇼윈도는 작품 속에 등장하여 이상적인 자연과 현실 

공간을 잇는 매개체로 사용되었고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이

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여름 썸머, 73x73cm, 

장지에 채색
바캉스, 116x91cm, 장지에 채색 파라다이스, 162x112cm, 장지에 채색

웰컴, 39.6x60cm, 장지에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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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 리KIM SO RI

-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6 파라다이스 (갤러리201, 울산)
2015 쉴;휴 김소리개인전 (갤러리201, 울산)

<단체전>
2017 Stay With Me (현대백화점 Gallery H, 울산)
2016 우리의 거리 우리의 한글전 (가다갤러리, 울산)
Basic&리얼리즘 ART ULSAN(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야외 특별전시장, 울산)
아트프로젝트2016 (성남동거리 특별전시장, 울산)
각인각색 (ck갤러리, 울산)
반구대 문화유산 아트페어 (중구문화의전당, 울산)
2015  ART VIAION (갤러리201, 울산)
제주아트페어 (샛물골 여관길-달빛머금은, 제주도)
울산 2015 사랑 & 情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야외 특별전시장, 울산)
아트클리닉 展 (새오름 개관기념 특별초대전, 울산)
2014  반구대 추격자 (울산/ck갤러리, 울산)
2013  명품민화 (울산/ck갤러리, 울산)
아껴둔 민화 (도도갤러리, 부산)
응답하라 동양화 (무거갤러리, 울산)
과학관 옆 반구대 (울산과학관, 울산)
탄탄대로 (동경 긴자 Gallery Art space, 일본)
2011  울산미술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0  탈옥 2010 (갤러리 스페이스 파우제, 일본) 그 외 다수

<수상>
2016 2016 안견사랑 전국미술대전 입선
2014 제 26회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입선
2012 제 24회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입선
2011 제 1회 국제청년예술제 국제 청년 조직 위원장상

또한, 작품 속 독특한 소재인 플라밍고는

작가 자신 또는 현대인으로 표현되었지만

무리지어 생활하는 특징이 있는 플라밍고

와는 달리 혼자 유유자적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어 현대사회를 비춘 반어적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과 작가의 기억이 하나가 되어 이상적

인 자연으로 비추어 졌을 때,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현실공간에

서 확장되어 평범한 공간이 낙원이 되는 그곳,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청할 것이다.

작가는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끔은 속도를

줄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휴식을 즐기길 바라며, 작품을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삭막함을 해소하고 지친 일상에 한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울산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 울산 전시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작가 프로필

낙원, 116x91cm, 장지에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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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Exhibition | 기획전시Ⅱ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원로작가 초대전」

사진, 서예부문 지역 원로작가 작품 초청으로
색다른 흑과 백의 콜라보 전시

● 2017. 3. 22(수)~3. 27(월), 6일간
● 제1,2,3,4전시장(전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도시 울산의 튼실한 기틀을 

다져온 지역 원로작가들을 조명하는 예술창작지원 「원로작가

초대전」이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전시장 전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도시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뜻 깊은 자리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의

전통성과 뿌리를 찾아보고, 울산의 전시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펼쳐온 원로작가인 사진부

문 홍양원, 서예부문 이영상 작가가 초청되었으며, 제1전시장

에서는 2인의 합동전과 제2ㆍ3ㆍ4전시장은 사진ㆍ서예부문

작가들의 개인공간으로 나누어 개인전이 마련된다.

제2ㆍ3전시장에서 전시하는 홍양원 작가는

'흑백은 이 시대의 색이기보다 기억과 추억을

표현하는 흘러간 색이다'라는 어느 사진가의 

말에 영감을 받아 자연풍경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하고, 잊혀진 

기억에 대한 작가 마음 속 잔상을 사진으로 표



현하려 했다. 

작가는 일상적인 소재의 풍경을 실버프린트(silver print)기법을

이용하여 은은하게 발색되는 흑백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선명한

색상으로 인화된 사진 보다 작가의 감정이 자제된 듯 작가의 개성을

더욱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제4전시장에서 전시하는 이영상 작가는 한글과 한문 서체를 

오가며 다양한 서예작품을 선보이며, 붓글씨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또 한번 다른 색의 붓글씨로 써내려 감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서예라는 장르가 어렵지 않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 담겨진 간결한 서체는 가로, 세로의 서예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매우고, 아름다우면서도 긍정적인 글귀들로 현대인

들의 지친마음을 격려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진다.

흑과 백은 대조적인 색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컬러풀함과

터치패드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이 먹과 흑백

사진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이번 전시는 울산 전시예술분야 예술가들의

장르 간 상호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기에

예술가들은 서로 교류하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울산예술의 저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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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Class | 아트 클래스

문화예술회관 상설교육장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아트 클래스」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의 문예회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연과 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

민들에게 여유로움을 선물하고자 기획했다.

우선, 이론과목은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인 클래식과 미술사를 10주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가장 알고 싶은 분야 1위를 차지한 인문학은 

매월 새로운 명사를 초청하여 4주간씩 진행된다. 

실기과목의 교육은 오랜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분야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시각예술 위주로 서예 문인화ㆍ한문ㆍ서간체ㆍ한글과 한국화, 민화, 유화, 수채화, 현장 스케치 총 9과목이다.

따뜻한 봄 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새로운 생각과 열정을 발견하고 잠시나마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과정

구분

이  론
(정기)

이  론
(단기)

실  기

계 15과목

과 목 명 기간 장소 횟수 요일 시간 인원 지도강사

클 래 식  레 시 피

아 하 ! 미 술 사

현 대  고 전 읽 기

패 션 의  인 문 학

예술,역사를 만들다

음 악 회 의  탄 생

서 예  문 인 화

서 예  한   문

서 예  서 간 체

서 예  한   글

한 국 화  그 리 기

민   화  그 리 기

유   화  그 리 기

현   장  스 케 치

수 채 화  그 리 기

3~5월

〃

3월

4월

5월

6월

3~6월

〃

〃

〃

〃

〃

〃

〃

〃

이론

〃

〃

〃

〃

〃

실기

〃

〃

〃

〃

〃

창작

〃

〃

10

10 

4 

4

4 

4

17

17

17

17

17

17

17

17

17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

10:00

10:00

19:00

19:00

14:00

19:00

19:00

19:00

19:00

10:00

10:00

10:00

10:00

14:00

19:00

30

30

30

30

30

30

15

15

15

15

15

15

10

10

10

조희창 (음악해설가)

김석모 (미술사학자)

송병선 (울산대교수)

박수경 (울산대교수)

전원경 (작가)

이장직 (음악평론가)

이재영 (서예가)

이종민 (서예가)

조동래 (서예가)

김숙례 (서예가)

조현남 (한국화가)

김명지 (민화작가)

이상민 (서양화가)

권영태 (서양화가)

최정임 (서양화가)

Special Life Time 아트 클래스
상반기 교육과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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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무대를 휩쓴 동양인 지휘자 이영칠의 지휘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메조소프라노 고찬희
테너 정능화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 로시니 – 서곡 세미라미데 <메조소프라노-고찬희>

● 생상 –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마음 열리고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테너-정능화>

 ● 김동진 - 목련화  
● 라라 - 그라나다 <메조소프라노-고찬희, 테너-정능화> 

● 레하르 – 메리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 휴식 -
●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왈츠 ‘봄의 소리’ 작품410
● 슈만 – 교향곡 제1번 ‘봄 ’작품38 

Program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신춘음악회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으로 전하는 따스한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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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연장 개선공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공연으로서 

더욱 안락하고 쾌적해진 공연장 환경과 발맞추어 함께

진화를 반복하며 성숙해가고 있는 

울산시립합창단이 

3월을 맞이하여 봄의 향취를 만끽하며 

힘찬 출발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웅장하고 경쾌한 프로그램으로 

‘봄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

”

PROGRAM

스테이지 1.

Carmina Burana / Carl Orff  (2 piano와 Timpani를 위한 version)

제1부 Fortuna Imperarix Mundi, Primo Vere

스테이지 2.

Liebeslieder Waltzes, Op.52 / Johannes Brahms
(사랑의 노래, 왈츠 작품52) 

- 휴식 - 

스테이지 3. 봄의 이야기

Le quattro stagioni – La Primavera / Vivaldi
(사계 中 봄)

스테이지 4. 봄을 주제로 한 한국가곡 모음

봄이 오면 / 김동진 곡

봄처녀 / 홍난파 곡 신동수 편곡

스테이지 5. 봄을 노래하다

IO SON LA PRIMAVERA / William Hawley

I BELIEVE IN SPRINGTIME / JOHN RUTTER

LA PASSEGGIATA (G.Rossini) / Edited by Kenneth Jenning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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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관현악곡 <청靑청淸청聽> / 작곡_ 김창환

▪경기민요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 노래 - 박미서, 서순화

▪노래곡  <너영나영> <진도아리랑> / 노래 - 오정해

▪노래곡 <고장난 벽시계><장타령> / 노래 - 남상일 

▪국악관현악곡 <판놀음> / 작곡_ 이준호 *협연_ 내드름연희단

▪남도민요 <신뱃노래, 액맥이타령> / 소리 -  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큰태평무

▪강강술래 / 소리 - 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오고무

*본 공연은 만5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춤사위와 신명나는 국악선율로 전통의 향기를 전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0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

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계 디바 오정해와 국악계 아이돌 남상일의 입담 넘치는 진행으로 펼쳐지는 2017년 첫 무대

『청靑 청淸 청聽』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한 해의 힘찬 출발과 화려한 비상을 위해 ‘푸르고 맑은 소리를 듣자’는 의미에서 마련되는 『청靑 청淸 청聽』은 유명 

국악인 오정해와 남상일을 비롯해 박미서, 서순화, 김소영, 김미경, 엄영진 명창 등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울산시립무용단 위촉곡으로 2016년 11월 『LOVE STORY』무대에서 초연한 국악관현악곡으로 울산의 푸른 하늘과 

생생한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김창환 작곡자의 ‘청靑 청淸 청聽’으로 경쾌하게 막이 오르는 이번 무대는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등 경기민요와 제주도 창민요‘너영나영’, 저작거리를 통해 전해지는 ‘장타령’ 등 흥겨운 퓨전 노래곡

으로 흥을 돋운다.

또한, 궁중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었던 ‘큰태평무’와 휘몰아치는 북소리가 화려한 춤이 되고 음악이 되는  ‘오고무’

등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전통 춤의 대향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17

“ ”
국악계 디바 오정해 & 국악계 아이돌 남상일의 재치있고 입담 넘치는 진행!!
화려하고 웅장한 춤사위와 신명나고 아름다운 국악 선율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울산시립무용단 2017 첫 무대, 푸르고 맑은 소리를 담은 『청靑 청淸 청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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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5회 정기공연 

“베토벤 포에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5시

|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료 : 전 석 천원

| 관람등급 : 만 5세 이상 입장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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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G R A M 

특별출연 시공합창단 (지휘:김성아)

- 산유화 (박지훈곡) 

- 꽃밭에서(이기경편곡)

- 꽃타령(김수민편곡) 

- 세시봉 메들리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Op.67 ………… L. van Beethoven

Symphony No.5 c minor Op.67

- 1st mov. Allegro con brio   

- 2nd mov. Andante con moto-piu mosso

- 3rd mov. Allegro            

- 4th mov. Allegro-Presto

지휘 송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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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35회 정기공연 

“ 봄 음악회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35회 정기공연

“ 봄 음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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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뮤직 카렌다  / Michael luker

1월

2월

3월

소프라노 이지은 acc. 김아영

•내 맘의 강물 - 이수인 작곡 

•Quel guardo il cavaliere from Opera 'Don Pasquale' - G.Donizetti 작곡 

합창으로 듣는 기악명곡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터키 행진곡(Turkish March)  / 모짜르트    

•알파벳 노래(Alphabet song)   

•피가로의 결혼서곡(The Marriage of " Figaro" overture)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 지휘 김지원

•도라에몽 주제가 

•Rock around the clocks

•보헤미안 랩소디

뮤지컬 명곡합창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acc. 김나리

•The Last Night of the World (이세상의 마지막밤) … 
뮤지컬 미스 사이공 中 / Claude- Michel Schonberg

•Rebecca(레베카) 뮤지컬 레베카 中 - Sylvester Levey

•Le Temps des Cathedrales(대성당들의시대) …   노틀담의파리 中 / Josh Gro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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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 Story | 이탈리아 통신

이탈리아 북부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국경지역은 알프스 산맥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까지 이어져있다. 3천미터 이상의 봉우리들이 즐비하며 

프랑스 국경에 있는 4,809m의 몽블랑(Mont Blanc 프랑스) 또는 

몬테비안코(Monte Bianco 이탈리아) 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알프스 산에는 많은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계

절마다 제각각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알프스 산을 처음 대면하면

누구나 대자연의 위대함과 위용에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반면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을 멈출 수가 없다. 

사계절 모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한국과 마찬

가지로 특히나 여름과 겨울은 성수기로 숙소의 예약도 쉽지 않다.

여름에는 산악 하이킹과 사이클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휴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겨울

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세계 각지에서 방문을 하는데 북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도 휴양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

려고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숙소에서 만난 이탈리아

한 가족은 이탈리아 남부 중 최남단인 브린디지(Brindisi)

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하며 매년 스키를 즐기기 위해

천 킬로미터가 넘는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방대한 알프스 산맥에는 많은 스키장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국제 스키 대회가 여기서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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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마다 스키학교가 있어 

숙련된 스키 선생님들로부터 스키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3~4살부터

부모와 함께 스키를 타는 이탈리아 

어린 아이들을 보며 왜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스키 코스도 초보자 코스부터 상급자

코스까지 다양한데 색상으로 코스를 구별

한다. 초보자 코스를 블루(Blu, Blue)라고

하며 중급자 코스는 롯쏘(Rosso, Red), 상급자

코스는 네로(Nero, Black)에 해당한다. 

스키장 대부분의 네로 코스는 한국의 스키장

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찔한 경사로 스키어

들을 맞이하는데 아마 한국에서 잘 탄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리프트와 코스만해도 보통 스키장마다 20개가 넘게 있어 내 실력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겨울에 유럽을 여행한다면

스키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다.

또한 빠소토날레(Passo Tonale) 스키장은 

초보자 코스가 많아 스키를 입문하는 스키어에게 안성마춤으로 누구든 스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빠소토날레 스키장은 트렌토(Trento) 지역과 브레샤(Brescia) 지역의 경계에

있으며 해발 1,884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옆 도시인 폰테디레뇨(Ponte di Legno) 

스키장과 스키코스 및 곤돌라가 연결되어 있어 더 많은 코스를 즐길 수가 있다. 

폰테디레뇨(Ponte:다리 Legno:나무) 도시는 이름과 같이 <나무로 된  다리>라는 뜻을

가진 마을이다. 작지만 마을 한가운데로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 흐르며 

그 위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어 도시 이름이 왜 폰테디레뇨로 유래되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마을 중심에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장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작은 콘서트도 열리고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광장을 중심으로 기념품을 파는 

작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있는데 이곳 또한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토속적인 지역 음식을 파는 식당

들이 관광객을 맞이 한다.

이 지역 산을 여행할 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는 피초케리(Pizzoccheri)라는 파스타를 

맛 볼 수 있다. 피초케리(Pizzoccheri)는 주로 발텔리나(Valtellina) 산악 지역에서 먹는 탈리아

텔레(Tagliatelle)의 일종으로서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8:2에서 2:1정도의 비율로 섞어 만드는 

평평한 모양의 파스타로 푸른 채소와 감자 등과 함께 요리되어 나온다. 그 맛은 우리나라 메밀국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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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섞은 맛과 비슷하다. 또한 이탈리아 소시지인 살시챠(Salsiccia)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폴렌타(Polenta)를 곁들여 먹는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산악 지역이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주로 칼로리가 높은 고기 또는 치즈가 섞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또한 끊인 포도주인 빈브룰레(Vin Brulé) 또한 이탈리아 북부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이다. 빈부룰레(Vin Brulé)는 독일어로는 글뤼바인(Glühwein), 프랑스에서는 

뱅 쇼(Vin Chaud), 영어로는 멀드 와인(Mulled Wine)이라고 한다. 11월 중순부터

열리는 유럽 각 지역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는 

북부 산악 지역에서 주로 마신다. 빈부룰레(Vin Brulé)는 적포도주에 설탕, 계피, 

오렌지와 레몬 껍질 그리고 정향나무 열매 등을 넣고 끊여서 만든다. 어떤 지역에서는

백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끊일 때 대부분의 알코올은 증류가 되고 포도주의 향과 여러

향신료의 향이 섞여 풍미로움이 더해진다. 스키를 타다 산정상에서 마시는 빈브룰레는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달콤한 맛은 잊을 수가 없다.

아다멜로 브랜타 자연공원(Parco Naturale Adamello Brenta)에 속해 있으며 핀졸로(Pinzolo) 도시에 속해 있는 마돈나 

디 깜삘리오(Madonna di Campiglio)는 브랜타 산(Dolomiti di Brenta)과 아다멜로 산(Alpi dell’Adamello)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

며 해발 1,550미터이다. 많은 고급 호텔들과 명품샵들이 즐비하여 이탈리아 산악 도시 중 럭셔리한 도시로 손꼽힌다. 마을 한 

가운데에 호수가 있으며 그 주위로 공원과 호텔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가지에는 기념품 상점들과 의류 상점들이 주를 이루고 

여름에는 건물마다 발코니에 알록달록한 꽃으로 장식이 되어있어 마을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해 준다. 여름에는 휴양으로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60개의 스키 리프트와 총160km에 달하는 스키 코스가 있다. 여러 코스와 긴 스키 

코스로 인해 스키어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스키장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사이클팬들

에게는 유명한 지로 이탈리아(Giro d’Italia) 1999년에는 이탈리아 사이클 영웅 마르코 

판타니(Marco Pantani)가 코스 우승을 차지하여 말리아 로자(Maglia Rosa: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분홍 티셔츠)를 마지막으로 입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마르코 판타니는

마약 스캔들에 휩싸이며 안타깝게 선수 캐리어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된다. 2015년

16년만에 마돈나 디 깜삘리오가 다시 지로 이탈리아 코스로 돌아왔을 때는 스페인

선수 미켈 란다(Mikel Landa)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글_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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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랭스로 가는 길’

지난호 오페라 ‘팔스타프’를 마지막으로 베르디의 생애와 오페라 작품들에 관해서는 끝맺었다. 이번 호부터는 베르

디와 같은 위대한 오페라의 거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 죠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 1792~1868)의 생애와 그의 오페라 작품들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오페라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제목을 알 정도로 유명한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이다.

19세기 전반  가에타노 도니체티, 빈첸초 벨리니와 더불어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예술성을 꽃피운 로시니는

이탈리아 페사로 출신이다. 아드리아 해가 눈 앞에 펼쳐지는 수려한 풍광의 페사로 어디를 가더라도 로시니와 관련된

음악, 물건, 요리를 접할 수 있다. 로시니는 유명한 작곡가임과 동시에 뛰어난 미식가이며 요리사였다. 

페사로는 1년 내내 로시니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음악 학자, 음악애호가

들이 줄을 잇는다. 페사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로시니는 어린시절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교육받고 활동하였지만 

페사로에는 로시니 기념관, 로시니 극장, 로시니 아카데미아가 있고 매년 여름에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발이 열린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인 로시니는 14세 때 첫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초연은 로시니가 20세

때 됨)를 시작으로 37세 마지막 오페라 ‘귀욤 텔’(윌리엄 텔)까지 39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어떤 것은 이름만 기록

되어 있을 뿐, 악보를 찾지 못하여 빛을 보지 못한 것들도 있다. 

죠아키노 로시니Gioachino Ross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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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사로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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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니는 오페라 세리아

(비극오페라)와 오페라 부파(희극

오페라)를 골고루 작곡했다. 로시니는

자기의 오페라가 대히트를 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목도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올렸다.

그의 오페라 멜로디는 감미롭고 재치가 있고 재미

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성실

하고 인간적이며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오페라가 대성공을 하면서 유럽의 각지에는 ‘로시니 

팬클럽’이 생겨날 정도로 당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최대 최고의 작곡가였다.  그러나  마지막 오페라 이후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간 로시니는 더 이상 오페라 작곡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오페라 연구가들과 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별다른 결론은 얻지 못했다. 심신 피곤설, 모친과 매우 가까웠던 로시니가 모친의

서거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작곡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설, 과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그랬

다는 설, 돈을 많이 벌어 더 이상 작곡으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 작곡을 중단했다는 설, 젊은 신진 

작곡가들이 자기 스타일을 뒤 쫓아 작품들을 내놓는 바람에 경쟁에 질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후대 오페라 전문가로서는 만일 로시니가 계속 작곡생활을 했다면 세계 오페라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자.

로시니는 교황령(Papal States: 1870년까지 교황이 다스린 중북부 이탈리아의 지역)이던 페사로의 음악가정에서 1791년

태어났다. 죠아키노의 부친 주세페 로시니는 루고 태생의 떠돌이 호른주자였다. 주세페 로시니는 페사로 극장에 한시즌 동안 

호른주자로 고용되었을 때 도시의 타운 크라이어(towncrier: 포고 사항을 알리고 다니는 도시의 관원)직을 얻게 된다. 

페사로에서 하숙을 하던 주세페는 1791년 하숙집 큰 딸 안나(Anna Rossini)와 결혼했고 5개월만에 부부의 유일한 아들 

죠아키노 로시니가 태어난다. 젊은 시절 우리의 로시니는 엄마 안나의 매력적인 우아함과

여성적인 외모가 많이 나타나며 죠아키노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훗날 로시니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대담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감정은 엄마와

아빠를 향한 나의 사랑이며 부모님들은 나의 이런 사랑에 대해 고리대금업자의 이자보다

더 높게 나에게  되돌려주셨다”고 표현했다. 

아무튼 로시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또한 어릴 때부터 최초의 음악교사 역할을 한 아버지 쥬세페에게서 음악훈련을 받

았다. 그리하여 로시니는 이미 여섯살 때에 아버지가 조직한 앙상블에서 트라이앵글을 땡

땡 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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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아트로 로시니 내부

>>>>> 로시니 생애의 수수께끼

>>>>>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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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니의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공화주의자로서

프랑스 혁명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 당시 이탈리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관련된 

복잡한 정치 사정은 정치에 관심 많은 시민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결국 주세페 로시니는 정치문제로 1799년 당시 

페사로를 다스리던 오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1년간 

감옥 살이를 하게된다.

로시니의 어머니 안나는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린

로시니를 데리고 볼로냐로 가서 여러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했다. 

안나는 노래를 잘 불러서 극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오페라 작곡가로서 로시니가 적은 

어머니 안나에 대한 글을 보면 “안나는 희극 오페라  약 15 작품에 출연하였고 그녀의 외모처럼 달콤하면서도 타고난 표현력을

지닌 목소리였다. 안나는 악보를 읽을 줄 몰랐지만 청음 능력과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주세페 로시니도 볼로냐에 있는 어떤 극장의 오케스트라에서 혼을 불며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주세폐 

로시니는 혼 주자로만은 먹고살기 힘들어 도살장 감독관도 겸했기 때문에 어린 죠아키노 로시니는 자연적으로 일찍부터 고기

맛을 알게 되었고 후일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미식가가 되었다. 

어떤 때는 로시니의 어머니가 오페라에 출연하고 로시니의 아버지는 무대 아래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혼을 부는 날도 많았

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동안 로시니는 아버지의 도살장 감독관 경력 덕분에 어린 나이에 

도살장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여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런 중에도 부모는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지방학교에 다니면서 기본적인 공부 이외에도 어린 아들이 주세페 프리

네티라는 맥주 장사를 부업으로 하는 음악 선생에게서  쳄발로를 배우도록 했다. 로시니가 10살 되던 1802년 그의 가족들은 

주세페의 고향 루고(Lugo)로 이사한다.

로시니는 1802년부터 1804년까지 루고에서 유명한 음악교사 겸 오르가니스트인 쥬세페 말레르비

로부터 작곡과 노래, 연주, 읽기 등을 배웠다. 로시니는 말레르비 가문의 도서관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

작품 악보를 접하는 등 루고 시절은 어린 로시니가 훗날  대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

게 된다,

로시니는 12살 때 안나와 함께 모자가 2중창 리사이틀도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해에 중요한 사건은 로시니의 작곡가로서 경력이 시작된 일이다. 

젊고 부유한 상인이며 나폴레옹 추종자이며 훗날 로시니의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는 아고스티노 트리오시를 위해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를 위한 sonate a

quattro’를 작곡하였다. 

글_ 송종건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발>

로시니 생가(페사로)

테아트로 로시니 외부

죠아키노 로시니

>>>>> 루고(Lugo) 시절

>>>>> 볼로냐(Bologna) 시절



28

| Art & Story | 예술을 말하다Ⅱ

BBC에서 시즌제로 방영한 드라마 <셜록>. 19세기 소설 속에 

등장한 명탐정 셜록 홈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불러낸 <셜록>은 

지난 2010년 시즌 1부터 최근 시즌 4까지 세계적인 관심 속에 방영

됐는데요. 뮤지컬 무대에서도 <셜록홈즈>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게다가 뮤지컬은 국내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창작뮤지컬

최초로 시즌제를 도입해 지난 2011년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을

초연한 뒤, 2014년에는 두 번째 시즌인 <셜록홈즈: 블러디 게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은 

탄탄한 드라마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셜록 홈즈를 다룬 소설이나 

드라마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런던 최고의 명문인 앤더슨

가에서 상속자의 약혼녀가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거짓과 

런던의 곳곳을 품은 
뮤지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배경이 된 멋진 장소를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명소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뮤지컬 중에도 각 나라의 
명소를 담은 작품이 많습니다. 물론 세트를 통해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대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보다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그 상징성 역시 공연예술의 중요한 
장치인 만큼 작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공연을 관람하면 
보는 재미가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전편에서 살펴본 <지킬 앤 하이드>에 이어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뮤지컬, 
그 작품 속의 런던을 함께 살펴볼까요? 

뮤지컬 <셜록홈즈> - 
베이커 스트리트(Baker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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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담았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고 추리를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제한된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뮤지컬 <셜록홈즈>는 무대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영상과 조명을 통해 빠른 사건

전개와 셜록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펼쳐지는지를 효과적

으로 보여줬습니다. 

드라마 <셜록>에서도 자주 등장

하지만 뮤지컬 <셜록홈즈>에서도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셜록의 사무실입니다.

바로 ‘베이커 스트리트 221b’인데요. 베이커 스트리트는 쇼핑의

거리인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런던에서도 가장 볼거리 많은

공원인 리젠트 파크 입구까지 펼쳐진 큰 길입니다. 

특히 베이커 스트리트 역에서 리젠트 파크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은 무척이나 특이한 장소인데요. 바로 셜록 홈즈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지만, 이곳에서는 셜록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 동상을 시작으로 셜록을

모델로 한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이 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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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히 221b 건물은 아예 박물관으로 꾸며져 사무실이 

그대로 재현돼 있을 정도입니다. 

침실이며 서재, 셜록이 즐겨 사용했던 파이프와 모자, 왓슨

에게 보낸 편지 등 다양한 소품도 전시돼 있는데요. 물론 실존

인물도 아닌 소설 속 셜록 홈즈의 유품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박물관이 위치한 221b는 소설이 쓰일 당시

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소니까요. 하지만 런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셜록 홈즈를 만나기 위해 베이커 스트리트를

방문합니다. 

세계적인 소장품을 자랑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마저

무료인 영국에서 비싼 입장료까지 내가며 ‘셜록 홈즈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셜록 홈즈 박물관’은 시쳇말로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셜록을 사랑한 세계의 팬들이 허구를 실제로 구현해낸 

장소니까요. 그래서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거짓이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셜록 홈즈 박물관에서 그의 흔적과 

함께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스위니 토드>.

1979년 미국에서 초연된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국내에서는

2007년에야 처음 선을 보였지만,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여느 대극장 뮤지컬과 달리 파격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는 벤자민 바커라는 남자가 15년 만에 런던에 돌아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발사였던 벤자민 바커는 아내,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그의 아내를 탐낸 터핀 판사에 

의해 누명을 쓰고 추방당했습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벤자민 바커는 스위니 토드로 이름을

바꾸고, 그에게 연정을 품은 러빗 부인과 함께 복수를 시작

합니다. 터핀 판사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요. 신기하게도 복수가 시작되면서 줄곧 

파리만 날리던 러빗 부인의 파이 가게 역시 손님들로 발 딛을

틈이 없게 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잇달아 시체가 나오고... 

무대에서는 이렇게 잔혹한 스위니 토드와 러빗 부인의 핏빛

살인이 이어지지만 객석은 이 작품이 초연됐던 9년 전과는 

달리 무척이나 흥미롭게 무대에 빠져듭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그에

걸맞은 어둡고 괴기스러운 음악과 조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렇다 할 전환 없는 미니멀한 무대가 인상적

인데요. 이 무대가 상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입니다. 

<스위니토드>는 미국에서 초연됐지만 작품의 배경은 산업

혁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던 19세기 영국 런던인데요. 국내 공연에서는 가사가 바뀌어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지만, 2007년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영화 제목을 보면 ‘Sweene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꽤 낯선 플리트 스트리트는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진행됐던 세인트 폴 성당 인근에동서로

뻗은 거리입니다. 

런던을 여행하면서 딱히 플리트 스트리트를 찾아나서는

관광객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플리트 스트리트는 과거 신문

사와 잡지사, 출판사 등이 몰려 있어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 산업의 중심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노동시장이 개편되면서 이곳의 언론사들 역시

뮤지컬 셜록홈즈

스위니토드-미니멀한 무대

플리트 스트리트셜록 베이커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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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스위니 토드> - 
플리트 스트리트(Fleet Street)  



좀 더 저렴한 동쪽 지역의 새 건물들로 옮겨갔습니다.). 

노동력이 집중됐던 만큼 음식점을 비롯해 수많은 주점과

상점이 자리했던 곳이죠. 결국 <스위니 토드>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타자기와 잉크를 통해 신문으로 인쇄되던 곳,

그 많은 이야기들이 글자는 물론이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던 곳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셈입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배경인 된 플리트 스트리트에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뮤지컬 <잭더리퍼>의 무대인 

‘화이트 채플’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초연된 뮤지컬 <잭더리퍼>는 체코에서

초연된 라이선스 뮤지컬이지만 스토리, 음악, 무대 등 90%

이상을 우리 정서에 맞게 수정해 ‘원작을 뛰어넘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희대의 살인마 잭과 살인에 

연루된 외과의사, 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와 특종을 

노리는 신문기자의 이야기가 퍼즐처럼 치밀하게 얽혀 있어

극을 쫓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1888년대 런던 화이트 채플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입니다. 19세기

중반 런던의 동쪽 끝자락인 화이트 채플은 빈민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몰려든 이민

자들과 난민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됐고, 빈민층 여성

들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로 전락했는

데요. 당시 연쇄 살인사건의 희생자 역시 모두 매춘부

였습니다. 

지금은 금융가인 시티 지역이 확대되면서 화이트

채플 갤러리 같은 미술관과 다양한 카페, 마켓 등이 

형성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화

이트 채플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여행

객들이 주로 찾는 웨스트엔드와는 전혀 다른 런던을

보여줍니다. 

글_ 윤하정

사진제공_ 알엔디웍스/오디컴퍼니

대

셜록홈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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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잭더리퍼> - 
화이트 채플(White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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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파라

오의 무덤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가 

현대에도, 그것도 프랑스 파리 한 복판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루브르 박물관의 

입구로 쓰이고 있는 유리 피라미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도시 파리의 명소

중 하나라 그런지 아직 지어진 지 30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는 1980년대

박물관을 증축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전 세계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나 <밀로의 비

너스> 등을 포함한 인류의 보고를 보러 루브르를

찾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존의 궁전 형태의

건물로는 이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

이지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그랑 루브르’(거대한/위대한 루브르)라는 루브르

박물관 개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는 건물의 한쪽에 있던 재경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건물 전체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중정에 

새 입구를 짓는 것을 포함합니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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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가 ㄷ자 형태의 궁의 한쪽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으면 관람객들은 각자 보고 싶은 전시관

으로 보다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입구를 새로 짓는 건축가는 미테랑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이오 밍 페이(I. M. Pei)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는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명 건축가이지요. 페이는 중정을 파서 지하에 입구를 짓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전시실 간의 연결을 쉽게 하고, 작품을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 매표소와 편의시설, 상업공간까지 새로 들여 루브르를 찾은 관람객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의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로, 기자의 피라미드와 동일한 비율

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든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수많은 돌들을 

쌓아 올려 만든 전통적인 건축물이라면, 루브르의 피라미드는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을 상징하는

철골과 유리를 주 재료로 지은 현대 건축물입니다. 요트 등에 사용되는 구조역학을 활용하여

중앙의 지지대 없이도 16개의 케이블을 연결해 높이 21.64미터의 거대한 구조물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은 불투명한 벽이 아니라 유리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추며

채우고 있습니다. 

영화로 각색되어 더 유명한 소설 <다빈치 코드>에는 이 피라미드에 666장의 유리가 쓰였고,

이는 성경의 묵시록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설적 재미를

위해 작가가 조금 각색한 것이고, 실제로는 총 673장의 유리가 쓰였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유리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는 듯하지만, 사실 루브르에는 총 5개의 유리 피라

미드가 있습니다. 우선 큰 피라미드가 있고, 주변의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7개의 삼각형 수반에

높이 4.92미터의 작은 피라미드가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쇼핑몰 등이 입점한 카루젤 

드 루브르의 한 복판에 뒤집힌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와 꼭짓점을 마주한 

작은 대리석 피라미드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이지만, 건설 당시에는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루브르 박물관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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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테스에서 파리지로, 다시 파리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파리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세기부터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며 루브르는 왕실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

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을 지으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예술가들이 루브르에서 작업했고, 왕립 아카데미의 활동도 루브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미술 관전의 시초가 된 아카데미의 전시회(살롱)는 루브르의 전시실(정사각형의 방이라는

뜻의 살롱 까레[salon carré])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던 왕실

소장품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이것이 루브르 박물관의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비 프랑스인, 그것도 동양계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자극하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피라미드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의 정수 한 복판에 이질적인 모더니즘 건축물, 그것도 

고대 이집트의 무덤 형태의 건축물을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테랑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두 가지 건축 양식은 의외로 잘 어울

립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지하 공간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피라미드를 통해 보이는 외부의 고전적 공간도 훌륭합니다. 

마치 두 가지 건축 양식이 대화를 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라미드가 놓인 중정의 이름이 나폴레옹 중정이라는 점도 숨은 

재미입니다. 

프랑스의 이집트학이 1798년의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계기로

시작했고, 그의 영광을 기리는 피라미드를 이 중정에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 건축가가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글_ 황주영

<



>봄의 소리
바야흐로 봄이다.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연하디 연한 새순들이 돋아

난다. 그 동안 들리지 않던 새소리도 들려온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공기의 

냄새조차 다르게 느껴진다. 코에 바람이 들어가는 계절이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유치원 병아리부터 대학교 새내기까지 이곳 저곳에서 활기찬

기운이 넘쳐난다.

많은 작곡가들이 ‘봄’의 기운을 받아 작곡을 하였다. 이러한 곡들은 특별히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서정적이고 따뜻한 멜로디가 돋보

인다. 비발디 “사계” 중 ‘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멘델스존 “무언

가” 중 ‘봄 노래’, 슈만 교향곡 1번 “봄” 등. “봄 처녀 제 오시네~”로 시작하는 ‘봄처

녀’,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로 여는 “봄이 오면”등의 가곡들. 이렇게

작곡가가 ‘봄’을 주제로 쓴 곡도 있지만, 작곡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후세 

사람들에게 ‘봄’과 관련 지어져 붙어진 제목의 곡들도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이다. 

1801년에 작곡된 이 곡은 베토벤의 엄격한 음악적 표현 방식과는

다르게, 풍부한 선율과 충만한 서정성으로 가득 찬 곡이다. 아마도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줄리에타에게 빠져있던 

시기였고, 참고로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를 이 여인에게 헌정

하기도 했다. 

입춘대길(立春大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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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장조
베토벤은 총 10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다. 그 중 9개는 베토벤의 전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1, 2, 3번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4, 5번은 베토벤의 개성이 한창 두드러지는 시기에 작곡된 곡으로서, 그 중 5번은 모차르

트나 하이든의 색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바이올린 소나타 형식상 최초로 4악장으로

구성된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곡이다.

베토벤이 남긴 바이올린 소나타 중 대중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5번은 베토벤이 

30세때 작곡한 곡으로서, 밝고 유려한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되는데, 1악장 알레그로 

부분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합주가 대단히 낭만적이다. 여리고 여린 바이올린의 

멜로디를 피아노가 다시 받아서 연주하는 부분은 마치 연인들이 속삭이듯 주고 받는

대화인 듯하며,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들떠있는 기분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봄 내음을 물씬 풍기며 희망적이고, 밝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봄”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2악장의 느낌은 따스한 햇볕이 가득 찬 공원에서 편안하고 느린 걸음으로 

거니는 모습이 상상이 되며, 3악장의 당김음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과 베토벤의 유머를 느낄 수 있으며, 4악장은 베토벤의

강인함 속에 숨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베토벤은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특히 숲이나 밤하늘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은 

베토벤에게 있어서 신의 현존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곡의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일반적인 베토벤 

음악의 특징인 매우 감정적이고 다이나믹한 긴박감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 곡은 베토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베이스 가수였던 할아버지와 테너 가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일찍이 모차르트의 소문을 들었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기 

위해 골방에 가둬놓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습을 시켰다. 

베토벤은 8살이 되던 해에 최초로 공개 연주회를 하게 되지만, 바지바람(?)이 극성이었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이 6살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부끄러움이 많고 과묵한 소년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과 시에 푹 

빠져 지냈다.”(뮬러)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유년시절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는 금새 소문이 나게

된다. 유년시절 내내 베토벤은 피아노와 더불어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도 함께 했다. 

심지어 20대 중반에는 당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슈판지에게 정규 레슨까지 받을 만큼, 
어린이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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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였다.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피아노 파트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파트까지도 충분히 연주 가능했고, 실제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베토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전문 연주자처럼 다룰 수 있었고, 각 악기에 대해

깊은 이해심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작곡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전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바이올린의 역할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연주하면 바이올린이

피아노의 멜로디 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역할이었다. 하지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잠재적 능력을 확신했던 베토벤은 피아노만큼의 대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바이올린을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된다.

피아니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베토벤. 한때 그는 본의 

궁정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연주한 적이 있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 솜씨는 피아노

연주 실력만큼 뛰어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베토벤의 열광적인 숭배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도 

비판할 정도였으니, 바이올린에 대해 잘 모르고 곡을 썼다는 비판도 많았다. 

당시 유럽에서는 살롱 음악회가 많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좋아했다.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한 여파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은 바이올린 소나타를 많이 작곡할수록 수입이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베토벤도 처음에는 단지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하게 된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작곡을 하였든, 순수한 마음의 작곡이었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현존하는 수많은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적 완성도로 사랑 받고 있다.

>입춘대길(立春大吉), “봄이 되니 크게 길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받은 선물, 그것이 바로 ‘봄’이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 더 추웠다.

날씨의 온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 역시 영하를 밑돌았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겨울이었다. 춥고 힘든 겨울을 이겨낸 만큼 올 봄은 더 따뜻하고,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모두 “대길”

하는 봄이었으면 한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을 들으며, 진짜 

봄이 왔음을 느껴보자.

글_ 김용진

{ }

17세의 베토벤

30세의 베토벤

37



38

|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한사랑실버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4(토)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사랑실버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한사랑 실버합창단 합창 및 

손자·손녀 합창

제2회 Die Cellisten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5(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Die CellIsten
입 장 료 A석 10,000원
공연개요 경남권역의 첼리스트들이 모여

연주하는 앙상블

제3회 울산중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7(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중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청소년들의 클래식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연주

2017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1(토)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YMCA소년소녀합창단
입 장 료 R석:20,000원, S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소년소녀합창단의 널리

알려진 명곡과 친숙한 노래들 
합창

2017년 신인음악회

공연정보 3. 15(수)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서울내셔녈심포니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인재 발굴과 신예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한 신인무대

국악한마당

공연정보 3. 16(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박미경 국악원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자연스럽게 우리소리를 접하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악공연

제5회 울산광역시영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8(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영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등 연주

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9(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YMCA합창단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클래식, 월드뮤직, 대중음악

합창

유니 플루첼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19(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유니플루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플루트 앙상블 연주

Performances 3월 공연가이드

아가페 합창단 제36회 정기연주회 /
심장병 어린이돕기

공연정보 3. 25(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아가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성악 합창, 중창, 독창, 연주 및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공연

울산CBS 창립13주년기념 특별공연

공연정보 3. 30(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CBS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가수, 성악그룹, 재즈밴드가 

들려주는 하모니로 새봄의 희망과
기쁨을 선사

구립교항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3. 31(금)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항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신춘음악회 클래식 및 오페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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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연극 컨템퍼러리 삼신할매˝

공연정보 3. 31(금) 20:00 소공연장
4. 1(토) 17:30 소공연장
4. 2(일)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향연
입 장 료 A석:20,000원
공연개요 순수 창작 공연으로, 현대여성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고찰을 시도
하는 것으로, 소주제들인 외모와 
능력 그리고 생명의 각 항목에 따르
는 개연적 성찰을 삼신할매의 우화
적 극적 구성과 현대적 관점으로의
비판을 통해 연출해 낸 공연

[기획공연] 뒤란

공연정보 3. 15(수), 3. 29(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전석 1만원
공연개요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중앙의 게

스트가 함께 만들어 가는 수준
높은 음악공연 중심의 무대

울산솟대장승협회 기획전

전시기간 3. 1(수)~3.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솟대장승협회
전시내용 우리민족의 전통 솟대와 장승이

전해주는 좋은 의미의 바람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솟대 장승작가 10인의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7회 철때반죽 회원전

전시기간 3. 1(수)~3.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철때반죽
전시내용 사진집단 철때반죽 회원들의 

정기회원전으로, 회원 각자 표현
하고 싶은 이야기의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5회 울산카메라동호회 사진전

전시기간 3. 1(수)~3.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카메라동호회
전시내용 풍경, 인물, 은하수 등 회원들의

1년여 동안 사진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친목 및 화합을 도모
하는 자리로 사진작품 총 40여
점 전시

Exhibitions 3월 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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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전아트센터 사진전

전시기간 3. 1(수)~3. 6(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아트센터
전시내용 우리나라와는 아직 수교가 되어 

있지 않은 낯선 공산국가인 쿠바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하고 아름
다운 쿠바의 모습과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쿠바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5회 대한민국반구대암각화서예대전

전시기간 3. 8(수) ~ 3. 1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4전시장
전시주최 우리글 써주기운동본부
전시내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면서도 세상에 널리 알려
지지 않은 반구대 암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전국의 서예
작품을 공모, 심사하여 서예, 문인
화 등 입상작품 총 280여점 전시

남광진 사진전

전시기간 3. 15(수) ~ 3.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남광진)
전시내용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명산을

오르면서 촬영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즐기면서 나누고 싶어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제20회 드로잉 드로잉전

전시기간 3. 15(수) ~ 3.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드로잉드로잉회
전시내용 창작활동의 순수한 단체로, 하나

의 완성된 작품으로 드로잉이 또
다른 미술의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며,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
하고자 미술작품 총 35여점 전시

제9회 청강 유재룡 개인전

전시기간 3. 15(수) ~ 3. 20(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유재룡)
전시내용 한국전통 미술의 활성화 및 현대

와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서예
작품 총 30여점 전시

제26회 대봉수석회 회원전

전시기간 3. 17(목) ~ 3. 19(일) 3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대봉수석회
전시내용 출품한 수석 중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수석동호인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석작품
총 50여점 전시

|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조용히 느린 걸음으로 전

전시기간 3. 29(수) ~ 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그룹 드리머즈
전시내용 사람들의 삶을 바탕으로 작업해

온 각자들의 나름의 해석과 발언
을 통해 현실과 행복한 삶이 어떠
한가를 보여주고자 마련되는 전
시로, 평면작품 총30여점 전시

제1회 박민자 사진전

전시기간 3. 29(수) ~ 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박민자)
전시내용 점점 사라져가는 해녀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하는 마음으로 긴 숨비소리
를 사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사진작품 총 35여점 전시

서정원 야생화 사진전

전시기간 3. 29(수) ~ 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서정원)
전시내용 첫번째로 마련하는 개인 사진 

전시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자 평소 틈틈이 촬영한
사진작품 총 80여점 전시

규빈서우회 한글서예전

전시기간 3. 29(수) ~ 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규빈서우회
전시내용 한글서예 수업으로 자기개발 

학습결과를 짧고 간결한 좋은 
글귀의 한글서예 작품을 타일에
새겨 전시(40여점)

Exhibitions 3월 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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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립예술단 
임시단원 모집

울산시립예술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임시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전형일시 및 장소

소  속

울산
시립무용단

- 반주(타악) 2017. 3. 11.(토) 13:00
- 악기 및 무대장치관리요원 2017. 3. 11.(토) 15:00

※ 실기 응시자는 당일 전형시간 40분전까지 응시자대기실(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 집결
※반주(타악)분야 의상: 사물복 일습, 악기 및 개인소품은 각자 지참/상모 및 부포 포함

3. 합격자 발표 2017. 3. 14.(화) 14:00이후, 개별연락 및 회관 홈페이지(http:/ucac.ulsan.go.kr)공고

4. 응시자격 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국·공립단체에서 처벌 또는 징계에 의해 해촉 된 자는 해촉 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다. 관련학과 졸업자
라. 원서일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울산시립무용단 임시단원 경력이 있는 자는 임시단원 지원 불가

※ 2016. 1. 1. ~ 2016. 12. 31. 중 울산시립무용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지원불가

6. 근무조건 가. 신    분 : 임시단원(근로기준법 적용) 
※ 『울산광역시립 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른 단원신분은 아님

나. 채용기간 : 2017. 3. 20. ~ 2017. 12. 20.
다. 근무시간 : 무용단 상임단원과 동일 
라. 보수 :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 1호봉에 준하는 보수지급 - 본봉 및 각종수당 포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6. ~ 2017. 3. 10. 09:00~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방문: 울산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

- 우편: (우:44702)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달동, 문화예술회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② 기본증명서(남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악기 및 무대장치관리요원 응시자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1부. 

채용분야

반주부문
(타악)

악기 및 무대장치관리요원

채용인원

○명

○명

전   형   방   법

● 공통실기Ⅰ : 앉은반 설장고       
● 공통실기Ⅱ : 선반 개인놀음 中 택1

● 서류 및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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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예술문화를 책임지는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가. 모집인원: ○명(전 파트)

나.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또는 주소를 둔 자
(만 28세 이하로써, 초등학교 4학년이상인 자)

다. 응시곡목: 자유곡 1곡(무반주)

2. 전형일시 및 장소 2017. 3. 25.(토) 14:00 울산문화예술회관 교향악단 연습실

3. 합격자 발표 2017. 3. 29.(수) 14:00 이후, 개별연락 및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공고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3. 13.(월) ~ 3. 23.(목) 09:00 ~ 18:00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방문: 울산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관리동 2층)

우편: (우:44702)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달동, 문화예술회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응시곡목 악보 1부

5. 활동특전 가. 연습시 소정의 교통비 및 연주수당 지급

나. 전문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

다. 우수단원에게 시립예술단 공연시 합동연주 및 협연 기회 제공

라. 시립예술단 일부 연주회 단체 관람 제공

6.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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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협약점
현황

롯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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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울산점)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밀레(달동점)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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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쉼 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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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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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점 이용방법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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