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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서커스 연출가, 다니엘 핀지 파스카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가 한국 관객을 찾아온다. 이 공연은 201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초연된 이래 이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400회 이상 공연하며, 3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대형 히트작이다. 

우리가 서커스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묘기들을 한 편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라 베리타>는 아크로

바틱하면서도 섬세한 무용수들의 몸짓과 화려한 군무 등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황홀한 조명과 라이브 음악에

어우러져 현실을 초월하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태양의 서커스>부터 소치 동계올림픽까지다니엘 핀지 파스카 DanieleFinzi Pasca

스위스 출신의 연출가 다니엘 핀지 파스카는 세계 최고의 서커스인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와

‘서크엘루아즈(Cirque E´loize)’를비롯해영국국립오페라단(ENO), 러시아 마린스키 오페라 및 두 번의 동계

올림픽(2006 토리노, 2014 소치) 폐막식에서 연출을 맡는 등 연출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무대’를 모두

거치며 거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서크 엘루아즈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 관객들을 만났던 그는 기발한 상상력과

스펙터클한 이미지, 화려한 퍼포먼스와 유쾌한 웃음으로 무장된 <라 베리타>로 다시 한 번 한국 관객들

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 예정이다.

“<라 베리타>는 단순한 쇼나 서커스, 연극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다.”

L’ecodi Bergamo, 이탈리아

“초현실주의에서 시작해 숭고한 경지에 도달하는 작품!”

TheGazette

C o m p a g n i a F i n z i P a s c a L a V e r i t a´

다니엘 핀지 파스카 연출

믿을 수 없을만큼 아름다운 서커스가 온다!

공연이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이 곳에서 어떤 화가의 그림을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림이 그려진 거대한 커튼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Dail)’의 명작, ‘트리스탄과 이졸데’다. 

이 압도적인 이미지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서커스가 시작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색감과 다채로운 모습의 출연자들이 아크로바틱, 연극, 춤, 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마치 달리의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환상적인 비주얼의 이 공연은 세계적인 연출가 

다니엘 핀지 파스카(Daniele Finzi Pasca, 스위스, 1964~)의 

<라 베리타(LaVerrtia, 진실)>다.



| Art Class | 아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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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계절, 

3월에 아트 클래스가 시작하여 음악·

미술·서예·인문학 등 다양한 예술분

야를 느끼고자 하는 많은 수강생들이

문화예술회관 상설교육장으로 모였다. 

이론과 실기 등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문화예술을 즐기며 ‘오랜

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다시 듣게 되어 너무 좋다’ 등의 활기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렇게 3월에는 총 12과목이 진

행되고 지난해 수강생들에게 듣고 싶은 분야 1위로 선정된 인

문학은 각 분야의 명사가 매월 문화예술회관으로 찾아와 우리

의 마음과 눈을 더욱 즐겁게해줄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패션의 인문학(박수경, 울산대 교수)>을 주제로

복식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고 현대패션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패션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한다.

5월에는 <예술, 역사를 만들다(전원

경, 작가)>가 진행되며 유럽을 중심

으로 예술이 역사의 큰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 음악과 

미술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6월에는 <음악회의 탄생(이장직, 음악평론가)>으로 ‘음악회 

가려면 정장 입어야 하나요?’의 저자로 오케스트라의 탄생과

연주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대한 이야기 등 익숙하지만 음악회의

알송달송한 궁금증을 풀어나간다.

이렇게 「아트 클래스」를 통해 각 계 전문가와 만나 문화적 공감

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문학 과목은 매월 4주간 운영되며 회관 홈페

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속의 문화예술교육

아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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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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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erformance | 울산시립교향악단

주의사항
※ 패키지 구매시 선택하신 좌석은 모든 공연의 좌석번호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좌석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키지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료회원이신 경우 할인 가능 매수만큼 패키지 할인이 적용되며, 매수 이하로 구매하셨을 경우 해당공연 일반 예매시 남은 장수만큼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17울산시립교향악단 패키지 상품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PACKAGE

MAESTRO SERIES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품격 높고 
감동이 있는 명품 클래식

패키지 판매기간
2017. 3. 9.(목) ~ 4. 16.(일)  

5. 19.(금) MAESTRO SERIES I
지휘 :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협연 : 백혜선(피아노)

6. 2.(금) MAESTRO SERIES II
지휘 : 레오스 스바로브스키
협연 : 김복수(바이올린)

7. 4.(화) MAESTRO SERIES III
지휘 : 최수열
협연 : 강충모(피아노)

9. 8.(금) MAESTRO SERIES IV
지휘 : 제라드 슈바르츠
협연 : 조영창(첼로)

10. 20.(금) MAESTRO SERIES V
지휘 : 게리트 프리스니츠
협연 : 이경선(바이올린)

11. 24.(금) MAESTRO SERIES VI
지휘 :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
협연 : 이미주(피아노)

| 시간 | 20:00

| 장소 | 대공연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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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1.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ucac.ulsan.go.kr)
2. 모바일 홈페이지(http://mucac.ulsan.go.kr)
3. 전화예매 (052-275-9623)

정상가 (6개 공연)

유료회원 40%할인 

무료회원 20%할인 

   
  

  

   
  

  

   
 

  

   
  

  

   
  

  

   
   

  

R석 180,000원    S석 120,000원    A석 60,000원

R석 108,000원    S석   72,000원    A석 36,000원 

R석 144,000원    S석   96,000원    A석 48,000원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5번 라단조 작품47 Shostakovich / Symphony No. 5 in d minor Op.47

////////////////////////////////////

■ 프로그램
드보르자크 / 슬라브 무곡 작품72 제1번, 제2번, 제7번   Dvořák / Slavonic Dances op. 72,  No.1, 2, 7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7번 라단조 작품70   Dvořák / Symphony No. 7 in d minor, Op.70 

////////////////////////////////////

■ 프로그램
베버 / 서곡 [마탄의 사수]   Weber / Overture from Der Freischütz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Rachmaninov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슈트라우스 / 교향시 [죽음과 변용] 작품24  R.Strauss /  Tod und Verklarung Op.24

/////////////////////////////////////

■ 프로그램
림스키-코르사코프 / 눈아가씨 모음곡  Rimsky - Korsakov's / The Snow Maiden Suite

하이든 / 첼로 협주곡 다장조 제1번  Haydn /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64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64

//////////////////////////////////////

■ 프로그램
베토벤 / 서곡 [코리올란]  Beethoven / Overture "Coriolan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77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슈만 /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97 [라인]  Schumann /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97 "Rheinische

////////////////////////////////////

■ 프로그램
바그너 / 오페라 [리엔치] 서곡  Wagner / Opera “Rienzi” Overture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73 [황제]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in E-flat Major , Op.73 "Emperor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67 

////////////////////////////////////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백혜선

레오스 스바로브스키 김복수

제라드 슈바르츠 조영창

게리트 프리스니츠 이경선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 이미주

최수열
ⓒ박재형

강충모



주의사항
※ 패키지 구매시 선택하신 좌석은 모든 공연의 좌석번호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좌석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키지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료회원이신 경우 할인 가능 매수만큼 패키지 할인이 적용되며, 매수 이하로 구매하셨을 경우 해당공연 일반 예매시 남은 장수만큼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17울산시립교향악단 패키지 상품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PACKAGE

DISCOVERY SERIES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해설이 있는 클래식

패키지 판매기간
2017. 3. 9.(목) ~ 3. 19.(일)

4. 14.(금) 클래식 할 뻔(Fun) I 
모차르트 편
지휘/연출 : 서희태
협연 : 백소프라노 김성혜, 테너 전병호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6. 16.(금) 클래식 할 뻔(Fun) II
하이든 편
지휘/연출 : 서희태
협연 : 첼로 이정란, 트럼펫 한만욱

9. 21.(목) 클래식 할 뻔(Fun) III
베토벤 편
지휘/연출 : 서희태
협연 : 피아노 양성원, 바리톤 김동섭, 바이올린 김재원

| 시간 | 20:00

| 장소 | 소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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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1.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ucac.ulsan.go.kr)
2. 모바일 홈페이지(http://mucac.ulsan.go.kr)
3. 전화예매 (052-275-9623)

정상가 (3개 공연)

유료회원 40%할인 

무료회원 20%할인 

     
 

 
     

 

    
 

 
     

    
 

 
       

전석 30,000원

전석 18,000원

전석 24,000원

■ 프로그램 - 1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미뉴엣과 트리오 사장조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바이올린협주곡 4번 라장조 작품218, 제1악장
▶교향곡 베네치아나

제1악장 Allegro assai
제2악장 Andantino grazioso
제3악장 Presto

▶교향곡 40번 사단조 작품550, 제1악장

■ 프로그램 - 2부
<소프라노 김성혜> 
▶오페라 <마술피리> 중 ‘지옥의 복수심은 내 가슴 속에 끓어 오르고’  
<테너 전병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초상화’
<소프라노 김성혜>
▶콘체르토 아리아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테너 전병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사랑의 산들바람은’
<소프라노 김성혜 & 테너 전병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그의 가슴에 안겨서’
▶교향곡 25번 사단조 1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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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태 김성혜

■ 프로그램 - 1부
▶교향곡 제94번 사장조 ‘놀람’ 제2악장
<첼로 이정란>
▶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교향곡 제45번 올림바단조 ‘고별’ 제4악장
▶교향곡 제45번 올림바단조 ‘고별’ 제4악장

■ 프로그램 - 2부
<트럼펫 한만욱>
▶트럼펫 협주곡 내림바장조
▶교향곡 제104번 라장조 ‘런던’

//////////////////////////////////

서희태 이정란 한만욱

■ 프로그램 - 1부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제1악장
<피아노 양성원>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37 제1악장
<바리톤 김동섭>
▶그대를 사랑해    
▶이 어두운 무덤 속에

■ 프로그램 - 2부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제2악장
<바이올린 김재원>  
▶로망스 바장조 작품50 
<바리톤 김동섭>  
▶오페라 <피델리오> 중 돈 피짜로의 아리아 

"하! 늦진 않았어!"
▶현악사중주 제16번 바장조 작품135 제4악장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제4악장

//////////////////////////////////

전병호 고소현

서희태 김동섭

양성원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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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합창단 대공연장 패키지
구 분 V석 R석 S석 A석

정상가 60,000원 30,000원 21,000원 15,000원

유료회원 40%할인 36,000원 18,000원 12,600원 9,000원

무료회원 20%할인

▶판매기간

3월7일 ~ 4월17일

▶구매방법
홈페이지  ucac.ulsan.go.kr           
전화예매  275-9623

제100회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

프로그램
Mass in Blue / Will Todd
A Littel Jazz Mass / Bob Chilcott 外

※ 패키지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료회원이신 경우 할인 가능 매수만큼 패키지 할인이 적용되며, 매수 이하로 구매하셨을 경우 
해당공연 일반 예매시 남은 장수만큼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8,000원 24,000원 16,800원 12,000원

2017. 5. 17.(수) 오후8시

제102회 정기연주회 미국 포틀랜드 장미축제 참가 기념공연

프로그램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Kyrie(from 아리랑 미사)/박정선
진달래꽃/윤학준 등 外 다수

2017. 10. 17.(화) 오후8시

제101회 정기연주회 울산광역시 승격20주년 기념

울산시립합창단의 역대 지휘자들을 초청하여 재임 간 연주했던 대표적인
합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2017. 7. 18.(화) 오후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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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합창단 소공연장 패키지
구 분 정상가 유료회원 할인 (40%)

전석 21,000원 12,600원

무료회원 할인 (20%)

16,800원

▶판매기간

3월7일 ~ 5월21일

▶구매방법

홈페이지  ucac.ulsan.go.kr           
전화예매  275-9623

 ※ 패키지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료회원이신 경우 할인 가능 매수만큼 패키지 할인이 적용되며, 매수 이하로 구매하셨을 경우 
해당공연 일반 예매시 남은 장수만큼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Ⅰ

프로그램 Caro nome
Ebben ne andro lontana
Regnava nel silenzio 外 다수

※ 해설이 있는 음악회Ⅰ'나는 소프라노다' 의 공연장소는 대공연장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7. 6. 22.(목) 오후8시

기획공연 납량특집

마지막 지휘, 마지막 오디션, 폐가콘서트
아찔한 스토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무더운 여름날 공포, 재미, 감동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2017. 8. 31.(목) 오후8시

해설이 있는 음악회Ⅱ

프로그램 La Donna e Mobile
Che gelida manina
Nessun Dorma
Una furtiva lagrima 外 다수

2017. 9. 26.(화) 오후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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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연희의 진수를 선사하는 최정상급 연희집단 The 광대, 

내드름연희단 ·  동해누리· 태화루예술단 · 버슴새 · 새암 등 

지역 대표 소리패들이 함께 완성하는 대규모 타악 퍼포먼스가 온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북소리가 음악이 되고 두드림이 춤이 되는 통쾌한 무대!!

울산시립무용단은 대규모 타악 연주와 화려한 춤, 그리고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한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수시리즈 공연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_타타타』무대를 통해 4월 13일(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울산시립무용단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_

타타타』는 한국 타악의 역동적인 리듬과 전통무용의 예술적인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문화의 참신한 무대 작품화를 통해 순수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다양한 한국민속 예술을 응용한 창작공연으로 한국의 멋을 세계로 알리는 최정상급 연희

집단이자 옛 광대들의 예술과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그 길을 이어가는 The 광대가 특별출연해 전통연희와 타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동해누리’, ‘내드름연희단’, ‘태화루예술단’, ‘버슴새’, ‘새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타악 단체 및 연주자들

이 대거 무대에 올라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웅장

하면서도 섬세한 작품으로 진한 감동과 여운이 있는

대규모 타악 퍼포먼스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

15

·여명     ·물드럼칠채     ·버나놀이     ·신명_무속풍물가락     ·사자놀음     ·리듬몰이_장생포 카르멘     ·축제

태화루예술단내드름연희단 버슴새 새암

우정출연

프로그램

동해누리

안무/재구성 박 정 은 The 광대

특별출연

음악감독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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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관람등급: 5세 이상 입장가능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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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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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단

객
원
안
무
자

초
청
공
연

태

화

연

2017. 04. 28.(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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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美)를 담은 전통 춤과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울산시립무용단이 국내 정상급 안무자 배상복 예술감독을 

초청해 『太태 華화 宴연』 무대를 정구호 연출로 오는 28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에서 펼쳐보인다.

‘크고 빛나는 연회’의 의미를 담은 『太태 華화 宴연』은 울산 12경 가운데

태화강 물줄기를 따라 십리를 뻗은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무용 ‘축원’, ‘풍류’, ‘자태’, ‘흥취’, ‘태평’ 등 다양하고 소중한 작품을 

오늘의 시각과 감각에 맞추어 총 8장으로 새롭게 엮었다.

이번 공연의 객원안무를 맡은 배상복 예술감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이수하였으며, 서울시립무용단 수석

단원을 거쳐 지도위원, 단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로 활동하며 국내 정상급 안무자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현재는 신무용의 대가로

손꼽히는 古 최현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최현춤보존회 회장, 우리 춤의 맥(脈)과 혼(魂)을 계승하는 BnS 춤컴퍼니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太태 華화 宴연』연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구호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로도 세계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연, 배용준 주연의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의상상, MBC

영화대상에서 미술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최근에는 국립무용단의 브랜드 공연 ‘묵향’, ‘향연’ 등 작품 연출을 맡아 호평을

받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만나 완성하는 이번 무대는 기존 한국춤 정서에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춤의 미학을 보태어 고품격

춤의 진수를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완성도 높은 한국무용공연의 대작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축원    ·풍류    ·자태    ·흥취    ·기상    ·미색    ·한    ·태평

前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최현춤보존회 회장 배상복 안무자 &
국립무용단 묵향, 향연 등 굴지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구호 연출!!
품격이 다른 작품과 참신하고 이색적인 무대연출을 경험할 수 있는 놓쳐선 안될 기회!

프로그램 

객원안무 배 상 복                   객원연출 정 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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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 통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베르가모(Bergamo)

베르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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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등의 대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탈리아 중소도시를 방문해 본다면 

그 지역의 특색과 진정한 이탈리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중소도시 중 밀라노 인근에 위치한 베르가모는 저가 항공사들이 이착륙하는 오리오 알 세리오 공항(Aeroporto Orio al Serio)이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베르가모는 알프스 산맥 남쪽 밀라노에서 북동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밀라노에 숙박을 

한다면 당일치기로 잠시 여행하기로도 적합한 곳이며 이탈리아에서 소박한 중세도시의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 작가는 잠들어 있는 중세를 깨우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베르가모를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구 12만이 조금 넘는 작고 한적한 도시일지 모르지만 과거 롬바르디아 공국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금기를 이끈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오페라 <안나 볼레나>(Anna Bolena)의 

밀라노 공연이 대성공한 이후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로 명성을 얻게 된다. 

이 작품은 유럽 전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의 초석’으로 불렸다. 이처럼 ‘히트작 제조기’가 된 도니체티는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군림했지만 정신 이상이 발병했고 말년에는 조현증(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다가 1848년 53세에 세상을 

떠났다. 도니체티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들은 척수와 대뇌에 매독 균이 감염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의 음악 업적을 기리기 위해 1897년 도니체티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그 곳에는 육필 악보와 악기, 도니체티의 초상화, 편재, 부인의

초상화 등이 있다. 또한 도니체티가 살았던 생가도 베르가모에 있는데 이곳에는 그가 사용했던 책상, 의자, 생활용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한번 구경해 볼 만하다.

Berg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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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베르가모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는 두 개의 시가지로 나누어

도시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는 

언덕 위에 건설된 오래된 중세도시가 꽤 많은데 

베르가모 역시 그 중 하나이다.

해발 365미터의 언덕에 전체 길이 6,200미터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치타 알타>(Citta

Alta: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시)와 동남쪽 낮은 지역

(249미터)의 현대 도시 신시가지 <치타 바사>(Citta

Bassa: 저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언덕에위치한구시가지 쪽에 볼거리가 많다.

고지대인 구시가지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대에 건

설되었고, 신시가지는 19세기 철도 개통 이후에 발

달되었다. 구시가지에는 옛 광장과 성당이 있으며,

신시가지에는 근대적인 건축물이 많고, 아카데미

카라라 미술관이 유명한 볼거리이다.

구시가지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푸니

콜라(funicolare)로 연결이 되어 있어 쉽게 도시를 돌아볼 수 있으며 보통

12-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

1일 교통권을 구매하면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푸니콜라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인만큼 걸어서 이동한다면

골목마다 펼쳐지는 중세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소소한 볼거리, 또한 

작은 공연 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구시가지의 중앙에는 베키아 광장(Piazza vecchia)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광장에는 1780년 베니스의 총독 알비제 콘타리니(Alvise Contarini)가 

증정한 분수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뒤에 있는 스카모찌아노 저택(Palazzo

Scamozziano)은 팔라디오 풍의 건물로 현재는 시립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바로 옆에는 1199년 세워진 재판소(Palazzo della Ragione) 건물이 있는데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용 궁전으로 사용되어지다 

16세기에 재건설 되었다고 한다. 중앙 광장이 있는 곳에서 시계탑의 옆에 난

길로 들어가면 산타마리아 마죠레(Santa Maria Maggiore) 성당이 나오는데

12세기 대성당으로 유럽 여느 성당처럼 내부가 화려하고 특히 황금빛으로

되어 있어 작지만 고풍스럽고 아름답다. 건축물 자체 조각도 아름답지만 

오묘한 색채의 조화가 더욱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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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아 광장

치타 바사

치타 알타



바로 옆 롬바르디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정수라 불리는 콜레오니(Capella

Colleoni) 예배당은 흰색 벽에 금으로 장식을 해 놓아 우아하면서 절제된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이 예배당은 베니스의 한 장군이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다색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주 우아하고 매우

아름다운 순수함을 보여준다.

베키아 광장에서 치타델라 광장(Piazza della Cittadella)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구시가지의 심장부 거리로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과 지역

음식을 파는 식당, 그리고 베르가모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폴렌타

케익(Polenta e Osei)을 파는 빵집들이 있다. 

폴렌타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농

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끓는 물에 옥수수 가루나

곡물가루를 넣고 끊인 죽 형태의 음식이다. 

저렴하면서 포만감이 컸기 때문에 이탈리

아의 대표적인 서민음식이었으며 오늘날

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

이다. 지역별로 요리 방법과 먹는 방법

이 조금씩 다른데 베르가모에

서는 이것을 헤이즐넛 크림을

넣어 빵으로 만들어 먹는데 

이것이 바로 폴렌타 케익

(Polenta e Osei)이다.

구시가지 성벽을 따라 걸어

서 내려오다 보면 포르타 산자

코모 (Porta San Giacomo)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시가지 

도시를 한눈에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해가 질 무렵에 감상한다면 베르가모의 추억이

더욱 깊이 남게 될 것이다.

신시가지로 내려와 구경할만한 곳으로는 아카데미아 

카라라(Accademia Carrara) 미술관이 있다. 1780년 카라

라 백작은 갤러리와 미술학교를 설립하였고, 1785년 만들

어진 아카데미아 카라라 미술관은 14-19세기에 이르는

이탈리아 회화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플랑드르 회화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으며 28개의 전시실에 500-600여점의

회화작품이 있다. 

기슬란디(Ghislandi), 바스케니스(Baschenis) 같은 

베르가모 출신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바로크 양식의 산바르톨로메오(San Bartolomeo)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유명한 로렌쪼 로또(Lorenzo

Lotto)의 그림이 있으니 꼭 감상해 보길 바란다. 대표작

으로는 청년의 초상, 수태고지, 루크레치아로 분장한 

귀부인 등이 있다.

글_ 김진홍

산타마리아 마죠레

아카데미 카라라 미술관 아카데미 카라라 미술관 내부

폴렌타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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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계약서’ (Teatro Regio di Parma )

죠아키노 로시니
Gioachino Rossini

‘생애’‘생애’

1804년 로시니 가족은 당시 이탈리아 음악의 수도라고 불리던 볼로냐로 다시 이주한다. 열두 살 때에 처음 

작곡한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를 위한 sonate a quattro’에는 로시니가 아름다운 멜로디와 정확한 리듬을 구사하면서

일찌감치 로시니의 재능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로시니는 엄마 안나와 이중창 리사이틀을 할 정도로 노래도 잘 불러서 볼로냐에서 로시니는 오페라에 직접 출연하여 알토와 테너로 

노래를 불렀다. 로시니는 아버지를 닮아 호른도 잘 불러서 볼로냐의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기도 했지만 오케스트라 멤버로

서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얼마 후에 그만 두었을 정도였다. 

1790년 후반부터 이탈리아 사회, 특히 예술분야에 여러 변화가 불어 닥쳤다. 아카데미 교육기관에 평민 입학이 쉬워졌으며 공연 티켓

값도 저렴해져서 관객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여자들이 무대에 서기도 쉬워졌다. 사실 이런 변화 때문에 로시니의 어머니 안나가 가수로서

돈을 벌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볼로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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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음악원 시절

1806년 열네살의 로시니는 볼로냐 음악원(Conservatorio di Bologna)에 정식입학을 했다. 볼로냐 음악원에서는 

스타니슬라오 마테이 신부의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로시니는 작곡가로서 꼭 배워야 하는 카논, 푸가의 기법, 화성악 등 

음악 이론들, 각 성부의 작곡과 그 성부들을 어떻게 관현악으로 발전시켜나가는지 등 본격적인 작곡 공부를 하기 시작

했는데 로시니의 학습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로시니는 이 시절부터 하이든과 모차르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로시니는 특히 모차르트를 존경했다. 로시니는

볼로냐에서 별명이 '작은 독일사람'(Il Tedeschino) 즉 작은 모차르트라는 의미였다. 1666년 설립된 유서 깊은 볼로냐

음악원은 18세기까지 유명한 음악학자들과 뛰어난 음악교사들이 포진해있던 전 유럽에 이름을 떨친 유명 음악학교였다. 

저명 작곡가 바티스타 마르티니가 이 학교 교장이었던 시절 14세의 모차르트가 마르티니 문하에서 잠시 공부한 적도

있었다. 모차르트를 가장 존경하는 로시니로서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만년의 로시니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모차르트가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젊은 시절 나에게는 영감의 원천...성숙기에는 절망의 근원..

노년에는 위안의 원천..”

1808년 엄마 안나 로시니가 무대에서 은퇴했다. 1809년 로시니가 17세 되던 해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로

주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볼로냐의 하이든 소사이어티에서 로시니는 일부 공연을 지휘하고 쳄발로 연주도 하는 일자리를

얻게 된다. 같은 해 로시니는 자신의 첫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하게 된다. 

현악기만으로 반주를 맡게 한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는 작곡이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초연을 못했다. 

‘결혼계약서’ (베니스 라 페니체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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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니는 이 오페라를 보완하여 20세 때 로마에서 공연하였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시니의 최초 오페라는 ‘결혼 계약서’가 된다. 

볼로냐 학창 시절 로시니의 좋은 공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1809년에는 당시 스페인 태생의 천재 소프라노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자벨라 콜브란(Isabella Colbran 1785 ~1845)과 유명한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자성악가) 벨루티(Giovanni Battista

Velluti 1780~1861)의 공연을 보게 된다. 파리에서 공부한 콜브란의 경우는 로시니가 그녀를 위해 작곡하고 나중에 

로시니의 첫 부인이 된다.

로시니가 이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벨루티는 흔히 ‘최후의 위대한 카스트라토’

라고 인정받았는데 그의 노래는 이제는 사라질 운명에 처한 카스트라토의 뛰어난 감각과 월등한 발성법, 음역의 남녀 구분 

없는 화려한 기교 등 성악가의 신천지를 로시니에게 내보였다. 소프라노의 콜로라투라 기법은 카스트라토에서 그 발전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벨루티의 놀라운 탄력을 지니면서도 순수한 목소리와 폐부를 깊이 찌르는 듯 한 액센트 등은 로시니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안겨주었고 로시니는 이때 카스트라토 벨루티를 위해 꼭 음악을 작곡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나중에 탄생하게 된 

작품이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1813)이다. 

로시니의 음악학교 시절에는 공연되지 못한 오페라 ‘데메트리오와 폴리비오'외에 칸타타 ’'오르페오의 죽음에 대한 아르모니

아의 눈물'이 이름이 알려져 있다, 1810년 로시니는 음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이 당시 로시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오페라 작곡이었다.  

엄마가 공연하거나 자신이 쳄발로로 반주한 치마로사, 마르티니, 파이지엘로 등의 오페라들 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오페라

들을 작곡하고 싶었다. 1810년 로시니는 부모의 친구부부로부터 베네치아의 기획자 안토니오 세라를 소개 받아 오페라 

작곡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작품이 로시니의 총 39편 오페라 중 공식적인 최초작품으로 단막의 오페라 부파 ‘결혼계약서’이다. 카미요 페데리치 희곡을

바탕으로 가에타노 로씨가 대본을 작성했다. 결혼계약서란  유럽의 오래된 관행으로 결혼할 당사자들은 잘 알지도 못한 채 부모

들의 협의에 의해 결혼하기로 계약을 맺어 놓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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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계약서(La Cambiale di Matrimonio)’



당시 희극오페라에서 유행하던 여주인공의 마음을 묵살하고 돈 많은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보내려는 부친과 이를 기지로 

극복해내는 젊은 연인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빚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채권자와 결혼을

강요당하지만 너그러운 채권자 덕분에 연인과 맺어지고 빚도 탕감 받는다는 내용이다.

'결혼계약서'는 1810년 11월 3일 베니스의 테아트로 산 모이세(Teatro San Moise)에서 초연되었다. 단 며칠 만에 완성한 

로시니는 그 유명한 속성 작곡실력을 이 첫 작품부터 보여주었다. 이 오페라는 유쾌한 줄거리와 함께 육감적인 서정성, 리듬감

넘치는 활기를 지녔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위트 등이 가미된 경쾌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면서 대 성공을 거둔다.

'결혼계약서'는 비록 단막이지만 오늘날에도 자주 공연되고 있다. 로시니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볼로냐로 돌아온 로시니는 가에타노 가스바리 대본으로 두 번째 오페라 '이상한 오해'를 작곡하였다. 로시니가 처음 시도한 

2막짜리 오페라. '이상한 오해'는 1811년 10월 26일 볼로냐의 테아트로 델 코르소(Teatro del Corso)에서 초연되었다. '이상한 

오해'는 부유한 처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가난한 청년, 돈은 많으나 어리석은 부자청년의 삼각관계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군대

병역기피라는 사항을 삽입하고 있는 해피엔딩의 오페라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 3회의 공연을 마치고 경찰의 명령으로 공연이 중지되었다. 나폴레옹 시대에 카스트라토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19살의 작곡가는 카스트라토 기법이 들어간 오페라를 작곡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군대의 탈영을 미화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로시니는 볼로냐의 테아트로 델 코르소에서 도메니코 푸치니(푸치니의 할아버지)의 오페라 드레스

리허설을 지휘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아리아와 합창 부분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로시니의 격한 성미 때문에 곤봉을 휘두르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 로시니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글_ 송종건

‘이상한 오해’ (바젤 오페라) ‘이상한 오해’ (테아트로 로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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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오해'(L'equivoco stravag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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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은 그야말로 놀이동산 같은 곳입니다. 

흔히 뮤지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은 물론이고 클래식에서 오페라, 

발레, 연극, 팝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국내에서 해외 인기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한 공연이 많아졌지만, 현지에서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의 다채로움을 생각하면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인기 공연들을 다 챙겨보겠다고 때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니 아쉬움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공연

‘덕후’들에게 희소식이라면 바로 세계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든, 런던 국립극장의 연극이든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 관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 상영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스크린으로 만나는

세계의 인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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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Live’는 ‘National Theatre Live’를 뜻하는 말로 영국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화제작을

촬영해 전 세계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는 지난 2014년 3월 국립극장이 최초로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워 호스>, 

<코리올라누스>, <리어왕>, <프랑켄슈타인>,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햄릿>,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제인 에어> 등 이름만 들어도 솔깃한 8편의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모두 앞선 연출력과 세련된 무대세트, 뛰어난 연기력으로 공연예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앞으로도 접하기 힘든 공연들인 만큼 상영 때마다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지난 2월 서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 가서 연극 <프랑켄

슈타인>을 관람했는데요. 메리 셸리가 1818년에 출간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프랑켄슈

타인>은 2011년 2월 영국 국립극장 초연 후, 같은 해부터 NT Live로 상영되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립극장 NT Live

프랑켄슈타인(Catherine Ashmore)



우리나라에서도 관객들의 상영 요청이 쇄도했던 작품으로, 지난

2015년 국립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소개됐고 객석 점유율 100퍼센

트를 기록하는 등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영화와 연극에서 주목받는 대니 보일의 감각적인 연출과 영국의

인기 드라마 ‘셜록’ 시리즈로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니딕트 컴버배치,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의 조니 리 밀러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특히 두 배우가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가 만든 피조물을 공연 때마다 번갈아 맡으며 색다르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부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극의 시작과 

함께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기까지의 과정이

꽤 긴 시간 할애됩니다. 이렇다 할 대사도 없고 무대 장치도 없고,

CG나 편집이 아닌, 오롯이 배우의 힘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순간인데요. 그 처절한 움직임에 무대예술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무대를 단순히 영상으로 담았다면 큰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NT Live는 공연에도 영화적인 촬영기법을 

활용해 실제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클로즈 업

되기도 하고, 배우의 시선에 따라 카메라가 화면을 담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글 자막도 있으니 해외에서 공연을 볼 때 장벽이 되는 

언어 문제도 해결되는 셈이죠. 현지에서 장기간 공연되는 작품의

경우 NT Live를 통해 예습을 한 뒤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아무리 영상이 생생해도 공연장의 객석에서 

느끼는 그 쫄깃쫄깃한 감동은 따라올 수 없을 테니까요. 

아직 하반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립극장의 NT Live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작품성이며 연출이며 연기며 무대세트며 모두

혀를 내두를 무대를 만날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잊지 말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전 세계의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메가박스의 ‘클래식 소사이어티’가 대표적입니다.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인기 공연은 물론 브레겐츠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직접 찾아가기 힘든 세계적인 클래식 축제까지 스크린으로 생생

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발레, 뮤지컬, 연극 무대까지 상영

하고 있으니 단연 가장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시작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의

영상화 작업은 메가박스에서 2009년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메트 오페라’ 실황은 국내 여러 공연장에서도 상영됐지만 메가

박스에서는 시즌 패키지 관람권을 출시할 정도로 꾸준히 관련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돈 지오반니>, <이룰 수 없는 사랑>, <나부코>, 

<로미오와 줄리엣>, <루살카>, <라 트라비아타>, <이도메네오>, 

<예브게니 오네긴>, <장미의 기사> 등 9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자막은 물론이고 공연 전 클래식 전문가의 짧은 해설, 

인터미션 때 배우들의 인터뷰까지 포함돼 오페라를 좀 더 입체적

으로,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메가박스에서는 내로라 할 아티스트와 공연장의 

오페라와 콘서트, 발레 공연, 세계적인 클래식 축제 등을 영상으로

메가박스 클래식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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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유니텔 사의 공연 영상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라 트라비아타>,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의 <가면무도회>,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의 <오텔로>, 베를린 국립오페라 쉴러극장의 <탄호이저>, 드레스텐 젬퍼오

퍼의 <로엔그린> 등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메가박스 클래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상영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관람료가 꽤 비싼 편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의 인기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소식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공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싹 온 스크린)’입니다. ‘SAC on Screen’은 2013년 11월,

서울 CGV와 경기 등 지역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토요콘서트>의 실황중계 상영

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외 108곳에서 누적 관계 9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영상으로 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지금은 4K UHD 수준의 고화질 영상과 5.1채널의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무대를 실감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는 국내 작품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한 뒤 전국에서

무료 상영하기 때문에 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죠. 그런가하면 해외교포와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공연

예술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는 해외상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뮤지컬 <명성황후>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SAC on Screen’을 통해 지금까지 24개 작품이 상영됐는데요. 지난 3월에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특별상영회를 통해 2017년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9편의 신작 

가운데 연극 <보물섬(연출 이대웅)>, 연극 <페리클레스(연출 양정웅)>, 유니버설발레

단의 창작발레 <심청>, <밤베르크 교향악단 콘서트> 등 4편이 무료로 상영됐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인 <윤동주, 달을 쏘다>를 시작으로, 예술의

전당 기획 시리즈인 SAC CUBE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연출 

김재엽)>와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이 공동 주최하는 오페라 <라 보엠> 등을 영상

으로 담을 예정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국내 주요 작품들과 해외 인기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무료 상영회인 만큼 ‘SAC on Screen’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글_ 윤하정
<사진출처_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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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 혹은 어떤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왜 이것은 예술이고 저것은 예술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요. 사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학문의 체계를 갖추면서 19세기 후반에는

예술학과 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났지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던

집니다.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대개

이런 답을 듣습니다. 감상을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익혀 교양을 쌓고, 

감동을 받고, 훌륭한 예술 작품을 접하며 취향을 세련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단한 일상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예술이란 아름다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9세

기에 들어 이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현대미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 도전했지요.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을 겪으며 19세기 유럽 사회는 전에 찾아 볼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합니다. 이에 대한 예술적 반응은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

는데, 이 중 낭만주의는 이성에 토대를 둔 합리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한

예술 사조입니다. 추(醜), 공포, 죽음, 격렬한 감정 등 이전의 고전주의 미술

에서는금기시되던 요소들이 나타났고, 이국적이거나 중세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도판 1. 메두사 호의 뗏목의 생존자인 알렉상드르 코레아르(Alexandre Corréard),
<메두사 호의 뗏목 도면(Plan of the Raft of the Medusa)>, 1818년. 동판화,
20.4×12.5cm, 런던 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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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당대의 사건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부조리를 통렬히 고발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메두사 호의 뗏목>은 당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입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알아볼까요. 1816년 세네갈을식민지로 삼기 위해 출항한 프랑스의 군함 메두사 호가 항로를 벗어나 난파했습

니다. 배에는 40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보트가 부족했습니다. 

선장과 상급 선원, 일부 승객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했지만, 나머지 150명의 선원과 승객은 급히 만든 뗏목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도판 1). 배를 떠날 때 선장은 이 뗏목을 자기네 구명보트에 매달아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를 잘라내고 도망갑니다. 하루 만에 식량은 동이 났고, 물통도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뗏목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공포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기아와 탈수, 질병, 광기는 죽음을 부릅니다. 

마지막에는 식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일간의 표류 끝에 우연히(정부는 구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될 때 

생존자는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인재이기도 했기 때문

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사실 20여년간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는 무능한 왕당파 귀족이었습니다. 

왕정이 복고된 이 기회에 식민지에서 한 몫 단단히 잡으려는 욕심에 청탁을 하여 선장으로 임명된 것이요. 이 사건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던 메두사 호의 외과 의사가 이 비극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를 출판할 때까지 사건의 많은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판 2. 테오도르 제리코(Théodore Géricault), <메두사 호의 뗏목(The Raft of
the Medusa)>, 1818-19년. 캔버스에 유채, 4.91×7.16m, 파리 루브르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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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젊은 화가 제리코는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는 이 비극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기로 했습니다(도판 2). 준비 과정에만 몇 년이 걸린 야심찬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관련 기록을 모으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또한 정신병원에 가서 광인들을 보았고, 병원과 시체 안치소에서는

죽어가는 사람과 이미 죽은 이들의 몸을 연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실제 

크기의 뗏목을 제작하고 밀랍으로 실제 사람 크기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작된 그림은 강렬하고 충격적입니다. 

제리코는 이 사건 중 가장 극적인, 생존자들이 수평선 저 멀리서 배를 

발견하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바다는 검고 뗏목은 거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캔버스에 그려진 인물들은 등신대, 혹은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본 관람자는 뗏목을 내려

다보고 바로 눈앞에서 조난자들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이들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왼쪽 하단 전경에는 한 아버지가 무릎에 

놓인 죽은 아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데, 슬픔조차지나간 그의

절망은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림을 보는 시선은 이제 점차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막 저 먼 곳에서 배를 보았고, 간절히 구조를 청합니다.

그림의 어두운 색조가 이들의 비극과 고통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살롱에 출품된 <메두사 호의 뗏목>은 호평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

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한 이들은 주제와 표현 방식 모두에 불편

함을 드러냈지만, 그를 옹호한 이들은 제리코의 작품이 드러내는 현대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 쥘 미슐레는 “우리 사회 전체가 메두사의 뗏목에 타고 있다”

고 하며 제리코가 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평했

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조차 제리코의 명성을 높였고, <메두사

호의 뗏목은>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글_ 황주영

테오도르 제리코



33

가사가 없는 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개인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목소리를 높여 나의 주장을 펼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무언의 침묵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다. 

단어는 사전적인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주관

적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의미와 느낌들을 갖는다. 꼭 말로 표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랑을 고백할 때. 하지만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미사어구를 붙여본들 오히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왜소해

지고 진실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듣고 있는 음악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불평을

한다. 그리고 가사가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멘델스존은 반대로 언어의 전달 능력 그리고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마음과 정신으로 채워진 음악이야

말로 진심을 더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쉽다고 생각했다. 음악이

주는 무언의 감정의 전달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청중들에게

뜨겁게 다가온다. 내면의 울림 그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다. 

내 마음의 소리, 멘델스존

| Art & Story | 김용진의 Piano Forte

멘델스존 거실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멘델스존은 1830년부터 평생을 걸쳐 피아노 작품인 ‘무언가(Song without Words)’를

작곡한다. 15년 이상이나 걸린 이 곡은 전체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권에 8곡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집인

6권(Op.109)에는 피아노와 첼로의 무언가 1곡이 더 추가되어 총 49곡이다. 멘델스존은 그가 생각한 온전한 생각과 감정의

전달을 이 ‘무언가’를 통해 이루어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표현을 음악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집인 

셈이다.

꽃보다 멘델스존

멘델스존은 다른 작곡가들이나 음악가들과는 다르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은행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별다른 고생 없이 살았다. 심지어 집에 오케스트라 악단이 있을 정도였다. 모차르트처럼 연주여행을 

다니며 귀족들을 즐겁게 해줘야 할 이유도 없었고,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가정환경이었기에 그의 음악은

어둡지 않았다. 고생이 없었다는 이유로 멘델스존 음악의 깊이를 낮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는 낭만

시대 음악의 한 획을 그었던 천재였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 그럴까? 멘델스존의 외모는 작곡가들 중

에도 가장 귀티나게 생겼다. 간혹 쇼팽과 헛갈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점잖으면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화려

함은 쇼팽과는 다르다. 얼핏 여자아이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어린 시절 모습은 마치 순정만화 주인공과 

비슷하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멘델스존의 음악을 적어도 한번은 듣게 된다. 안 들었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혹은 독신주의자들도 평생 몇 번은 결혼식장에

가게 된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행진에 사용되는 ‘축혼 행진곡’이 바로 멘델스존의 곡이다. 뿐만 

아니라 ‘노래의 날개 위에’,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3중주’, ‘봄노래’ 등 귀에 익은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다.

무언가(Song without Words)

멘델스존의 음악에서 전통을 파괴하는 신선한 충격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화성이나 선율, 리듬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도 없다. 상상력의 영역이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음악을 형성하는 뼈대는 고전

적이다. 멘델스존은 고전적 전통을 간직하면서 한편으로 낭만주의의 온건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작곡가다.

초기 낭만주의 피아노 작품들의 특징은 소품들이 많이 작곡되었다는 것이다. 소품은 복잡하고 거창한

음악 형식을 갖춘 곡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감흥을 담은 곡이다. 많은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지만, 멘델스존의 ‘무언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멘델스존의 ‘무언가’는 부드럽고 유쾌하며 서정

적이다. 대중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고, 심각하지 않으며 비전공자들도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다. 

이러한 특징은 멘델스존 음악의 한 정수를 보여준다.

‘무언가’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은 사냥의 뿔 피리를 연상케 하는 ‘사냥의 노래’, 베니스 여행 당시 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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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스존 어릴때

멘델스존 무언가



떠다니는 곤돌라를 보고 작곡한 ‘베니스 곤돌라의 노래’, ‘이중창’, 물레를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실 잣는 노래’ 그리고 화창한 봄의 햇살과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를 표현한 ‘봄노래’가 있다. 이러한

곡들 말고도 숨겨져 있는 명곡들이 많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다.

벌써 4월

2017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말’(사람이 하는

말이든, 사람이 타는 말이든)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다. 진실은 말에 가려

지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진실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옛 선조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말이 많으면 진실성이 떨어진다’.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헐뜯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이런 저런 말보다는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이 아닐까? 

날씨도 풀리니 책 한두 권과 멘델스존의 ‘무언가’ 49곡을 가지고 말이 없는 조용한 곳

으로 쉬러 가는 것이 좋겠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러.

글_ 김용진

멘델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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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mancha)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그저 큰 목소리의 

승부를 통해 각자의 판단 속에 갇혀있는 정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결국 누군가 대신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조차 승복이네 불복이네 엉켜버려 정의는 혼란 속에서 점점 건져 올리기 힘들어 

집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메말라 가고 꿈은 멀어져 가고 이상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점점 현실을

벗어난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를 판단해 현실적이지 않은 전투에 나가 부정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찾는 이상주의자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변

하지 않는 근본적인 아름다움, 혹은 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려고 모험의

길을 나섭니다. 바보 같은 기사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대 문호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이야기입니다. 

● 다 아는 이야기

너무도 유명한 소설이니 소설에 대한 이야기 보충은 굳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돈키호테 이후에 쓰여진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나 그 일부를 쓴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문예사조 안에서 유명한 작품인 돈키

호테는 기사의 꿈에 빠져든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잊고 이상을 지워버려 건조해진 우리의 인생에 촉촉한 꿈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과 이상의습기를 뿌려줍니다.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 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 이미지는아마도

무척 오래전에 만들어진 뮤지컬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생각 되실 겁니다. 하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보다도 한참 늦게 나온, 어쩌면 

고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쑥스러운 시기인 1965년 초연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듬해 토니상을 휩쓸었고, 1972년에피터 오툴과 소피아

로렌이 연기한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유명한 스페인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도 뮤지컬에 출연했을 만큼 

주인공 세르반테스의 역은 남자 배우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돈키호테가 아니라... 세르반테스라.. 여기에 이 

작품의 절묘한 재미가 시작됩니다. 

● 조금은 낯선 이야기

이 작품은 돈키호테의 이야기지만 돈키호테를 각색한 작품이 아닙니다. 

작가 데일 와서만(Dale Wasserman)의 특별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로 진행되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바로 돈키호테를 쓴 작가 세르반

테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한때 세금 징수관으로 일했던 세르반

테스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한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먼저 죄수들 사회에서 있는 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르반테

스의 짐을 약탈하던 죄수들은 짐 속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불에 태우려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죄수들에게 그 종이 뭉치에 적힌 이야기를 듣고 유죄

라면 태우고 무죄라면 돌려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무료해 진 죄수들은 세르반테스의 진행에 따라 연극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연극이 바로 돈키호테의 이야기라는 설정입니다. 연극을

진행해 가면서 죄수들은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통해 암울하고 어두운 중세 어둠의 시대 (Dark age)속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본다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돈키호테라는, 우리 모두의 속사람에 돈키호테처럼 정의롭고 꿈과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접할 때 처음 느끼는 낯선 풍경은 무대의 단조로움입니다. 보통 대극장의 무대를 상상하게 되면 정신

없이 드나드는 커다란 덩치 구조물을 상상하게 됩니다만 이 작품은 무대가 단일 구조의 무대입니다. 바로 지하 감옥을 형상화 한 단

하나의 무대로 공연은 세르반테스가 감옥에 들어와서 극중극을 펼치다가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장소의 이동도 없고 그저 꽉 막힌 감옥 속에서 오로지 배우와 관객의 상상력만으로 공간을 바꿉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현실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 새롭고 낯선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권하는 연출의 의도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관객들은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이끄는 대로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 풍차와도 싸우고 아름다운 성을 만나며 근엄하신 성주님과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 둘씨네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감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 극중 알론조의 대사처럼 “참 재미난

꿈을 꿨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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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재미있는 발견은 극중-극중 극, 즉 감옥이라는 현실세계에서 시골 지주 알론조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알론조의 상상 속 세계인 돈키호테의 세계로 들어가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뮤지컬 가스펠

(Godspell-1971)과 같은 새롭고 실험적인 공연에 영향을 주었는데 화려한 세트와 의상, 그리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에 지친 브로드웨이에 충격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배우들뿐입니다. 그렇기에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엄청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극중 세르반테스는 시골지주 알론조로 갔다가 그 속에서 돈키호테로 또 한번 변신합

니다. 돈키호테를 연기하는 중간 중간 수염을 떼고 세르반테스로 돌아가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와 알론조로 

죽음을 맞이하다가 다시 돈키호테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원한 모험의 세계로 떠나갑니다. 

돈키호테가 거울의 기사, 아니 조카의 약혼자인 카라스코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알론조로 돌아왔을 때 공연이 허망하게

마칠까봐 조마조마 하던 관객들은 갑자기 찾아온 알돈자, 아니 둘씨네아 

공주로 인해 다시 기억을 되찾고 (돈키호테의 기억을찾는 것은 현실의 기억을

잊는 것입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때 관객들은 알 수 없는 감동과 격정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잊고 살았던 이상이, 꿈이,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며 그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돈키호테뿐만 아니라 모든 배역이 감옥의

죄수에서 세르반테스의 이야기 속 인물로, 그리고 돈키호테의 상상 속 인물로

변화하며 극 속에서 여러 차례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객은 단조

로운 세트 속에서 다양하고 빠르고 복잡한 무대 전환을 보게 됩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미치

레이(Mitch Leigh)의 음악으로 완성된 명곡들입니다. 처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로 변하며 부르는 “나는 돈키호테(I, Donquixote)는 유명 배우들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로 많이 

불려 졌고 그 유명한 가사-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나 돈키호테가 일어나 악을 쳐부

수리라-를 통해 우리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노래합니다. 또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백미인 이룰 수 없는 꿈(Impossible

Dream)을 통해 이루지 못하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나의 저 별을 향해 나아간다고 선언을 하여 결코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꿈이, 정의가 죽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게 됩니다. 

뮤지컬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잊고 지낸, 지워져 버린, 아닌 희미해져 가는 

무언가를 일깨워 변화를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 한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뮤지컬 맨 오브라만차를 통해 지워진, 혹은 희미해진 꿈을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이길 수 없어도, 이룰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 현실이라도 나의 저 별은 저기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_ 오세준

사진출처_ 오디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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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연극 컨템퍼러리 삼신할매

공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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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여성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으로, 소주제들인 외모와 능력 
그리고 생명의 각 항목에 따르는 
개연적 성찰을 삼신할매의 우화적
극적 구성과 현대적 관점으로의 
비판을 통해 연출해 낸 공연

울산시공합창단 정기공연

공연정보 4. 1.(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시설공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창단

연주회 공연으로 울산시민에게
첫 무대를 보이는 공연이며 
합창, 중창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

울산청춘합창단 정기공연

공연정보 3. 2.(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청춘합창단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7080,8090)음악과 대중가요,
탱고음악 등으로 합창연주하는
공연

피아노 조인트 리사이틀

공연정보 4. 4.(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개인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대학교 객원교수 1인의 

클래식 피아노 독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연

2017년 사랑의 효 잔치

공연정보 4. 4.(화) 14: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 을신문화방송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고령화로 소외되어 가는 지역 

노인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에 
효행정신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창작 뮤지컬 「고래의 꿈」

공연정보 4. 7.(금)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피에로
입 장 료 A석:10,000원

Performances 4월 공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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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블록버스터 라이브 액션뮤지컬 
히어로 피터팬

공연정보 4. 8.(토) 11:00  13:00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마술램프, 극단챔프
입 장 료 R석:30,000원, S석:25,000원

A석:19,000원
공연개요 3D영상과 액션배우가 함께 만들

어 내는 라이브 액션뮤지컬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8.(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지역주민에게 실내악의 즐거움

을 선사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
하고자 연주

제11회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11.(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피아노 아카데미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80분 

분량의 클래식 11곡을 20명이
연주

울산시민과 함께 하는 일청국악예술단의
국악한마당 춘春2

공연정보 4. 11.(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일청국악예술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선소리 산타령, 경기민요, 전통

춤, 사물 등의 연주를 통해 울산
시민 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017서덕출창작동요제

공연정보 4. 16.(일) 16: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방송(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다양한 동요 무대를 구성함으로

써 잊혀져가는 동요에 대한 관심
을 이끌수 있는 행사

제20회 울산연극제

공연정보 4.19.(수) 19:00   4.21(금) 19:00
4.23.(일) 19:00   4.25(화) 19:00
4.28.(금) 19:00   4.30(일) 19:00

공연장소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연극협회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대한민국연극제 울산지역예선

FUN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29(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FUN오케스트라
입 장 료 A석:5,000원
공연개요 울산의 문화 예술발전과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각기 다른 문화
예술을 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주 및 공연을 하고자 함

제5회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4. 30(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열린하모닉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연주회를 통하여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곡 선정도 친숙한 음악
으로 준비한 공연

[기획공연] 뒤란

공연정보 4. 12(수)  4.26(수) 19:30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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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준
높은 음악공연 중심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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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느린 걸음으로 전

전시기간 3. 29.(수)~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그룹 드리머즈
전시내용 서양화, 한국화, 사진, 설치작가들

의 모임 프로젝트 그룹 5인전으로
각자의 시간들을 한데모아 나름의
해석과 발언을 통해 우리들의 현실
과 행복한 삶은 어떠한가를 이야기
해보는 전시. 미술작품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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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빈서우회 한글서예전

전시기간 3. 29.(수) ~ 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규빈서우회
전시내용 한글서예작품으로 간결하면서

짧고 좋은 글귀의 내용을 타일에
새겨 전시함. 서예40점

서정원 야생화 사진전

전시기간 3. 29.(수)~4. 3.(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서정원 - 개인
전시내용 첫 개인전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분과위원 활동 및 취미로 촬영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자
사진작품 총 80여점 전시

제22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전시기간 4. 5.(수)~4. 10.(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울산에 거주하는 순수 아마추어

작가들의 미술 전시회로 풍경화,
정물, 수채화, 인물화, 한국화, 
문인화 등을 다양하게 구상. 
미술작품 총 500여점 전시

제14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전시기간 4. 12.(수)~4. 17.(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화예술진흥회
전시내용 입상작품 전시를 통하여 울산 서예

문인화 수준 향상 대상 1명, 최우
수 1명, 우수8명, 특선･입선 문화
상 2명, 초대작가 (한글, 한문, 문인
화)작품 총 340여점 전시

|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Exhibitions 4월 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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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 30년전

전시기간 4. 19.(수)~4. 24.(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사노동역사관
전시내용 1987년 사회민주화 30년을 

맞아 개최하는 기획전시,1980
~2000년대에 이르는 울산부산
경남지역 민중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변화를 
포착하는 미술작품 전시. 유화,
판화, 설치미술, 조각소품 실내
전시 등 미술작품 총 40점 전시

제10회 좋은 사람들 전

전시기간 4. 19.(수)~4. 24.(월), 6일간
전시장소 제2, 3전시장
전시주최 좋은사람들
전시내용 좋은 사람들 회원 약 40명이 1년

간의 작품실적 발표를 위한 전시
로 미술작품 총 100여점 전시

주한경 개인전

전시기간 4. 19.(수)~4. 24.(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주한경 - 개인
전시내용 우리 주변 들풀을 모티브로 한 대작

위주(100호 이상)의 미술작품 총
15여점 전시

주분교 문인화 개인전

전시기간 4. 26.(수)~5.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주분교 - 개인
전시내용 생활 속의 문인화를 수필 및 시

와 접목하여 먹으로 표현한 그림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2회 문보경 개인전

전시기간 4. 26.(수)~5.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문보경 - 개인
전시내용 미색의 종이와 동판을 통해 개인

이 사회가 만든 구조에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미술작품 총 20여점 
전시

제3회 특급소나기 대작전

전시기간 4. 26.(수)~5. 1.(월), 6일간
전시장소 제1, 4전시장
전시주최 특급소나기
전시내용 서울, 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꾸준한 작업으로 활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
의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이야
기를 풀어가는 시각분야 작가
30명의 작품들로 각기 다른 담
론과 시각을 제시한 특급소나기
단체의 100호 이상의 대형 미술
작품 총 60여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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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hip | 유료회원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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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샤브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번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신라스테이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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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점 이용방법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1 2

4 5

3

46



47

가입 방법 

유료회원
혜택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 분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만 19세 이상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한가족

기업체 또는 단체 (10명 이상)

20,000원

10,000원

40,000원

10,000원 (1인)

50,000원

25,000원

100,000원

25,000원 (1인)

80,000원

40,000원

160,000원

40,000원 (1인)

150,000원

75,000원

300,000원

75,000원 (1인)

2명

1명

4명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가입기준
연회비

1년 3년 5년 10년
혜택인원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예매일자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