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5Vol. 204 
2017 / May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5Vol. 204 
2017 / May

05 |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

08 | 기획전시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10 | 기획전시Ⅱ
올해의 작가 개인전 2017
「5·6월의 작가 곽은지展」

12 | 기획전시Ⅲ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울산展

04 | 인사말

Special Performance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5월호 / 통권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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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14 | 울산시립교향악단
음악친구 시향이
마에스트로 시리즈Ⅰ

16 |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가족음악회
「JAZZ IN ULSAN 2017」

18 | 울산시립무용단
가정의달기념 어린이 무용극
「동물의 사육제」

Art & Performance



20 | 이탈리아 통신
절벽으로 연결된 지중해의 아름다운 
다섯마을 친퀘테레

23 | 예술을 말하다Ⅰ
죠아키노 로시니3

26 | 예술을 말하다Ⅱ
뮤지컬 <쓰릴 미> 보셨나요?

30 | 예술을 말하다Ⅲ
호가스의 <선거 연작>

33 | 김용진의 Piano Forte
피아노는 가구가 아니다

37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레미제라블

Art & Story

40 | 5월 공연·전시가이드

43 | 5월 공연·전시일정

45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Information

Contents



4

| 인사말 |

울산문화예술회관이 1995년 10월 개관하여 2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우리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2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예술인을 육성하는 등 울산 문화예술의 길잡이가 되어왔고, 시민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

하고 울산을 예술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성년이 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품격높은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으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대공연장의 관람의자 간격을 90센티미터에서 100센티미터로 10센티미터 넓히고 지그재그 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넓고 탁 트인 관람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동시에 

의자 하단에 재배치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의 바닥을 

안정감있고 따뜻한 느낌의 목재로 변경하여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공연장의 공기정화기

성능을 10%이상 향상시켜 객석 간 온도편차를 줄이는 공사를 7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시설개선에 걸맞는 품격있는 문화예술 실현과 시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하여 ‘지킬 앤 하이드’· ‘영웅’

등과 같은 대형 기획공연과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울산전’ · ‘미디어 아트 인 울산’ 등 다양한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직원들의 문화마인드 향상 속에 투명한 회관운영은 물론 회관 종합안내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예술

단체의 공연 시 무대 인력서비스 지원, 지역예술작가들의 창작 지원 확대,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도심 속의 열린 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운영, 울산지역 예술회관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미래 청사진 제시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5월

울산문화예술회관장   진  부  호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5



114만명의 열광, 전석 매진, 전회 기립의 신화창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OVERVIEW

글로벌 프로젝트의 서막, <지킬앤하이드> 월드 투어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울산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프로젝트

한국 공연 대단원의 마지막을 울산에서 장식한다.

결코 놓칠 수 없는 브로드웨이 캐스팅

가장 완벽한 조합의 월드 투어 군단 결성!

다시 없을 캐스팅으로 선보이는 강렬한 무대

‘지금 이 순간’의 전율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탄탄한 스토리와 선과 악을 오가는 이중적인 캐릭터, 

폭발적인 흡입력의 작품

SYNOPSIS

1885년 런던,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헨리 ‘지킬’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사회의 전원 반대로 무산된다.

지킬의 변호사인 어터슨은 그를 위로하며 웨스트엔드의 

한 클럽으로 데리고 간다.

클럽에서 일하는 루시가 학대 당하는 모습을 본 지킬은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넨다.

임상실험대상을 구하지 못한 지킬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를 결정하고, 정신이 선과 악으로 분열되면서 

악으로만 가득 찬 제 2의 인물 하이드가 내면을 차지하게 되는데…

실험이 진행될수록 지킬은 약혼자인 엠마와 점점 멀어지고

어느 날 상처 입은 루시가 실험실로 찾아온다.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하이드라는 것을 알고 불안함에 휩싸인 지킬

루시는 지킬의 친절한 치료에 감동하고 사랑에 빠지고

실험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하이드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했던 임원들을

하나하나 살해하기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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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스토리와 선과 악을 오가는 이중적인 캐릭터, 

폭발적인 흡입력의 작품

CHARACTERS

지킬(Jekyll) / Kyle Dean Massey(카일 딘 매시)

정신 분열증을 앓는 아버지를 위해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하고자 실험
을 강행한다. 유능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강단 있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엠마를 대할 때 보이는 나쁜 남자의 면모로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이드(Hyde) / Kyle Dean Massey(카일 딘 매시)

지킬박사 내면의 악의 정신세계가 만든 인물로 지킬이 복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살해한다.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본능의 존재로 가장 원초적이지만 그로 인해 매력이 
배가되는 캐릭터로 누구나 마음 속에 한 번쯤은 품어 봤을법한 숨겨진 감정을 충족
시켜주며 지킬보다 관객들에게 더 큰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루시(Lucy) / Diana DeGarmo(다이애나 디가모)

런던의 클럽에서 일하는 무용수.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는 밑바닥 삶을 살며 
처음 받아본 타인의 친절에 인생의 또 다른 면을 엿보게 된다. 남들과 다르게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 준 지킬을 짝사랑하지만 하이드의 사랑을 받으며 고통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엠마(Emma) / Lindsey Bliven(린지 블리븐)

지킬의 약혼녀이자 지고지순한 사랑의 소유자. 혼란 속에 빠진 지킬을 위로하며 그가 
예전처럼 돌아오길 기다린다. 수동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누구보다 진심
으로 지킬을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 싶어 한다.

공 연 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기간 | 2017년 5월 26일(금) ~ 5월 28일(일)

공연시간 | 평일 7시 30분 / 주말 2시, 7시

티켓가격 | VIP석 15만원 /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 A석 6만원

러닝타임 | 2시간 50분(인터미션 포함)

관람등급 | 8세 이상 관람가(미취학아동 입장 불가)

주       최 | 울산광역시

제       작 | OD COMPANY, LOTTE ENTERTAINMENT

주       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파워엔터테인먼트㈜

공연문의 | 파워엔터테인먼트㈜ 053-762-0000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제 작 진 | 프로듀서 신춘수 / 연출 David Swa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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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근, 골드맨/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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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Exhibition | 기획전시  

강이수, 원시-기호-현대

이송준, 그들의꿈-말

김숙빈, 등산화와 스틱

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최희원, 깊은숲 맑은물

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변숙경, 새벽일기 & SS13-05

문화예술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기간  2017. 4. 18.(화) ~ 8. 15.(화), 120일간

장소 야외전시장 일원

최혜광, 프리 허그

이호동,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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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야외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공장소의 특수성을 살린 야외조각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기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강이수, 김숙빈, 김원근, 변숙경, 이송준, 이호동, 최혜광, 최희원이 참여하며 개성 있고 독창적인 공공조각 작품

총 16점이 전시된다.

강이수  작가는 철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호와 그 사이의 관계성,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며 그 의미를 

기호화 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김숙빈 작가는 역동감이 넘치는 도마뱀의 형상과 긴꼬리를 이용해 벤치의자를 

만들어 내 야외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동심을 자극한다.

짧은 머리와 진한 눈썹의 남성 캐릭터를 출품한 김원근 작가는 콘크리트를 이용해 인체의 굵직한 덩어리를 

잡고 페인트로 채색하여 현대 사회의 인물상을 위트 있게 표현하였고,<Daybreak diary>라는 주제로 변숙경 

작가는 새벽에 발견한 거미줄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기하학적 구조를 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스테인레스 그릇을 이어 붙여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이송준 작가는 사실적인 색과 전혀 다른 은색 색감을 통해

동물의 역동적이고 강인함을 더욱 돋보이게 표현하였고, 이호동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붙이고 떼어내는 흥미로운

오브제 형태로 거대 작품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혜광 작가의 작품은  동물형상을 주제로 따뜻함과 웃음을 유발시키며 어린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이라 기대하며 최희원 작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물고기를 모티브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은 밤에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고 잔잔한 음악과 다양한 야외조각품들이 조화를 이뤄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

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                ”
4월 18일 ~ 8월 15일까지 120일간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일원

봄을 맞아 참신하고 재밌는 작품으로 새롭게 단장

한밤에도 문예회관 오면 미술작품 볼 수 있다.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

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ㆍ

2017의 두 번째 주자인 「5~6월의 작가 곽은지展」이

5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

에서 개최된다.

곽은지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와 

아트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공간의 사이 속에서 다양한 시선을 은유한다”

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사이’라는 주요 개념으로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관찰하고 사람과의 관계 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언어로 표현할 때, 무수한

단어들을 나열하더라도 대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 기간 : 2017. 5. 1.(월)~6. 29.(목), 60일간
● 장소 : 갤러리 쉼

그림자 사이에서,  

91.0 x 116.8cm, oil on canvas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사이,  145.5 x 112.1cm, oil and pastel on canvas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ㆍ2017

5ㆍ6 월의 작가 곽은지展

10

| Special Exhibition | 기획전시Ⅱ



못할 때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대상들은 평면적이기 보다 

입체적이며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다”며

작가는 우리가 보는 것 너머의 무언가에 더욱 집중하여 작품활동을

펼친다.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

기도 한다. 곽은지 작가가 그리는 이미지들은 어긋나 있기도 하고 

비워있기도 하며, 그것은 뚜렷하지 않고 서로를 침범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미지 속의 그 곳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공간이 아니며 작가는 

이 공간을 통해 설명이나 묘사로 메워질 수 없는 그런 빈 공간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울산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마련

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곽 은 지 Kwak EunJi 

2013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단체전>

2016 월 프로젝트-Wall Together (유중아트센터, 서울)

2015 제 8회 ASYAAF 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문화역서울 248, 서울)
곽은지・정연지 전 (최정아 갤러리, 서울)

2014 아트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홀,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학위 청구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신진작가전 Raw Regard (최정아 갤러리, 서울)
밝은 미래 展 | A Midsummer Day’s Dream (SBS⁺프리즘타워, 서울)
미쓰-展 (예술공간자유, 고양)
외외-히展 (포네티브아트스페이스, 파주)

2013  제 3회 JW중외 YOUNGART AWARD (갤러리블루, 서울)
제 14회 GPS | 도°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제 6회 ASYAAF 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문화역서울 248, 서울)
제 32회 ROOT 展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전시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1  PIÑATAPOCALYPSE, Helsingin Yliopiston Ylioppilaskunta (Helsinki,  Finland)
Stories from The Baltic Sea, Harakka Artist Residence (Helsinki, Finland)

<작품소장>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가 프로필

붉은 커텐 앞에 앉은 소년,
145.5 x 112.1cm, oil and pastel on canvas

사선의 시선,  45 x 45cm, oil on canvas

사선의 시선,  45 x 45cm, oil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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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예술가 모두 경계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미술축제인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울산展」이 5월 24일

부터 6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 1,2,3,4전시장(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시각문화향유 고취를 목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축제의 장을 제공하고 좀 더 활력 

넘치고 창조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은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라는 전시로 조직위원회 내부 심사를 

거쳐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시대 미술작가 

86명을 선정했고 4월 20일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를 시작으로

5월 24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진다. 

전준, 신종섭, 신광석, 이남찬, 이태길, 정명희 등의 국내의

원로작가를 비롯하여 삶과 예술의 밀접한 관계를 인간의 신체

형상으로 풀어내는 그리스 작가 Christina Tzani, 유년시절 

경험을 기반으로 영상작업을 펼치는 중국 작가 Tiger Chengliang

Cai, 인도의 국민작가 Kalicharan Gupta 등이 참여한다.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예술을 선보이는 「광화

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울산展」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수도권과 지역예술을 이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초청기획 전시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울산展
● 기간 : 2017. 5. 24.(수)~5. 29.(월), 6일간

● 장소 : 제1,2,3,4전시장(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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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ine R. Defibaugh / Greece

(좌) Egg Hunt, 114x79cm, Acrylic Paint, Mixed on Mylar,

Translucent Paper Overlaid on Arches

(우) Paisley, 114x79cm, Acrylic Paint, Mixed on Mylar,

Translucent Paper Overlaid on Arches

Sarawut Chutiwongpeti / ThailandOne to Another_Switzerland, Photograph 

송인호
꼭두(16-17 Series), 120x90cm, Clay 

고유진
같은이름 다른장소-중앙공원, 80x120cm, Len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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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시향이”

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 곰세마리, 헬로카봇, 꼬마버스 타요 등 이름

만 들어도 신나는 캐릭터들의 노래를 시향이가 연주하는 음악과 영상

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멋쟁이 삐에로와 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공굴리기 이벤트, 풍선이벤트, 시향이 악기 체험 까지~!! 

와우~정말 풍성하고 가득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어머! 이건 꼭 예매해야쥬~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학부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및 울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지휘_ 송유진

울산시립교향악단 어린이날 특집

| Special Performance | 울산시립교향악단

시향이(울산시립교향악단)

제1부

제2부

제3부

2017. 5. 5. (금)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할인_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20% 학생(초,중,고)50% 할인   문의_ http://ucac.ulsan.go.kr  052-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전석
5천원

프로그램

시향이와 떠나는 만화세상 

★ 히어로(태권브이, 로보카폴리,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또봇, 번개맨)… 편곡/양상진

★ 프린세스(리틀프린세스 소피아, 안녕? 자두야, 카드캡터체리, 소피루비, 프리파라)… 편곡/문현주

★ 우리친구(뽀로로, 코코몽, 아기공룡 둘리, 꼬마버스 타요, 포켓몬스터)… 편곡/정요엘

시향이는 내 친구 - 어린이 명곡

★ 디즈니 셀렉션 (라이언킹 & 미녀와 야수)… 편곡/정요엘

★ 겨울왕국 (소프라노 박인경_ 시립합창단)… 편곡/황선영

★ 이웃집 토토로 … 편곡/문현주

이벤트 / 공굴리기

시향이가 들려주는 동요

★ 추억의 동요메들리 … 편곡/이지현

(섬집아기, 나비야, 그대로 멈춰라, 거미, 비행기, 산중호걸, 숫자송)

★ 상상력을 더해주는 동요메들리 … 편곡/황선영
(정글숲, 아기다람쥐 또미, 아기돼지, 올챙이와 개구리, 곰세마리, 동물의 왕 사자, 상어가족, 공룡 ABC) 

★ 아하! 교과서 동요메들리 … 편곡/양상진
(자전거, 구슬비, 두꺼비, 햇볕은 쨍쨍, 도라지, 산도깨비, 고기잡이, 리듬악기, 퐁당퐁당, 네잎클로버, 아리랑) 

★ 꿈을 키워주는 동요메들리 … 편곡/문현주 

(참 좋은말, 함께 걸어 좋은길, 어느봄날, 바람의 빛깔, 넌할수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세상)

※본 공연은 36개월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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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erformance | 울산시립합창단 

1616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순수예술 장르에 시민들의 눈높이와 대중성을 가미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융합해 특색 있는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2015년 가족음악회로 첫 선을 보인 ‘Jazz 蔚山을 홀리다’ 그리고 2016년 'Jazz in Ulsan again'에 이은

기획시리즈 공연으로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박수용재즈퀸텟에 재즈 반주 등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특별한 감동의 시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PROGRAM

울산시립합창단과 박수용재즈퀸텟
01. Kyrie
02. Gloria
03. Credo
04. Santus
05. Bededictus
06. Agnus Dei

- Intermission -

박수용Jazz Quintet Stage
Fly me to the moon _ Bart Howard

La Fiesta_ Chick Corea

최정원 Special Stage
Fly me to the moon _ Bart Howard

Dancing Queen_ Benny Andersson

울산시립합창단과 최정원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드라마 도깨비OST) _ arr. 김새롬

깊은 밤을 날아서_ arr. 김미선

꽃 밭에서 With 최정원_ arr. 김성광

지휘/  민  인  기 뮤지컬배우/  최  정  원 박수용재즈 퀸텟

공연정보 ●일   시 : 2017. 5. 17. (수) 오후 8시
●장   소 : 대공연장
●지   휘 : 민인기
●합   창 : 울산시립합창단

●출   연 : 뮤지컬배우 최정원, 박수용재즈퀸텟
●티   켓 : V석 2만원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등)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17

All accompaniment By 박수용재즈퀸텟
* 연주자 사정에 의해 곡목과 연주 순서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18

| Art & Performance |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무용극 <동물의 사육제>를 오는 11일(목)부터 13일(토)

오전 11시 총 3회 공연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원국발레단 이원국 단장의 원작을 울산시립무용단 박정은 지도자의 재구성으로 선사하는 이번 어린이무용극 <동물의 사육제>는,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잘 살려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의 14개 짧은 음악으로 

구성된 대표 명곡『동물의 사육제』를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소녀와 암탉, 수탉, 거북이, 공작새, 코끼리, 당나귀, 캥거루,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동물캐릭터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춤으로 들려준다.

또한, 어린이 관객들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극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퀴즈시간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고 작은 선물도 전달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도 돕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공연장 앞 광장에서는 무대에서 봤던 출연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캐릭터와 삐에로 등이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풍선도 나눠주는 등 부대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도록 ‘동물의 사육제 테마파크’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 이 작품은 예매가 시작되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관람 신청으로 조기 매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준비된 이벤트를 즐기면서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잘 살려 동물원을 연상시키는 생상스의 명곡과 함께..
암탉, 수탉, 거북이, 공작새, 코끼리, 당나귀 등 여러 가지 동물 캐릭터들의 신나는 춤도 보고

출연진들과 포토존에서 사진찍기, 악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을 선물하세요!

19

프로그램 

1. 사자와 동물들의 행진

2. 수탉 암탉의 춤

3. 당나귀의 춤

4. 거북이의 춤

5. 코끼리의 춤

6. 캥거루의 춤

7. 물고기의 춤 

8. 공작새의 춤

9. 소녀의 춤

10. 큰 새의 춤

11. 지휘자 피터의 춤

12. 사냥꾼의 모함

13. 빈사의 백조

14. 코다



| Art & Story | 이탈리아 통신

Italia 통신

친퀘테레는 이탈리아 중서부 리구리아 해변에 위치한 다섯 개의 작은 어촌 마을이다. 

친퀘테레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Cinque (다섯), Terre (땅) 즉 다섯 개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각기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다섯 마을은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파스텔톤의 집들과 좁은 골목길, 아담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들과 까페, 작은 상점들이 어우러져 관광

객들을 맞이한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와 관련된 일들을 주업으로 해왔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절벽을 포함한 바위 투성의 가파른 지형

에서 계단식 농업을 구축하여 올리브 또는 포도를 재배하였다.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옛날 생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은 

친퀘테레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다섯 마을과 주변 언덕, 해변은 전부 친퀘테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생경한 이탈리아 여행지였지만 내가 지난해 다시 찾은 친퀘테레에서 한국 관광

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이탈리아 여행 패키지 코스에도 필히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친퀘테레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은 10여km가 넘는데 마을 도로가 좁아 차로는 여행하기가 어렵고 여행 방법으로는 각 마을을 잇는

기차와 유람선 그리고 트래킹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차로 여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데 라스페치아 역에서 친퀘테레 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1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친퀘테레 카드는 마을간 이동하는 기차와 버스 무제한, 트레킹 코스 입장료 무료, 각 

마을 역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수기에는 13유로, 성수기에는 16유로에 구매 가능하다. 라스페치아(La Spezia)에서

제노바(Genova) 지역까지 가는 완행 기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다섯 마을 리오마조레(Riomaggiore), 마나롤라(Manarola), 코르닐리아

(Corniglia), 베르나쟈(Vernazza), 몬테로소 알 마레(Monterosso al Mare) 순으로 정차한다. 

다섯 마을 중 코르닐리아(Corniglia)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을 지나는 여객선도 있다. 여객선은 제노바 항구(Genova’s old Harbour),

라스페치아(La Spezia), 레리치(Lerici), 포르토 베네레(Porto Venere)를 통해 친퀘테레로 들어갈 수 있다. 마을에서 바다를 보는 모습과 

상반되게 바다에서 바라보는 친퀘테레는 더욱 인상적이며 색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3번째 트래킹으로도 친퀘테레를 여행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빈번한 산사태 사고로 인해 닫힌 구역이 있으니 여행을 계획하기 

전 미리 정보를 알아볼 것을 권한다. 

20

리오마조레

절벽으로 연결된 지중해의 아름다운 다섯 마을 

친퀘테레(Cinque T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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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 길”(Sentiero Azzurro)이라고 불리는 트래킹 

코스는 리오마조레(Riomaggiore)에서 몬테로쏘(Monterosso)

까지의 트래킹 산책로로 리오마조레(Riomaggiore)에서 

마나롤라(Manarola)까지의 산책로가 가장 유명하다. 일명

“사랑의 길”(Via Dell’Amore)로도 불리는 이 산책로는 연인

들이 많이 찾는 산책코스로 바닷가 길로 되어 있다. 길목에는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낙서와 그림이 가득하며 두 연인이 

바다를 배경으로 입을 맞추는 조형물은 친퀘테레를 상징

하는 이미지로 곳곳에 등장한다.

라스페치아에서 출발한다면 첫 번째 마주하는 마을은 

리오마조레 마을이다.

똑같은 색이 하나도 없는 수백 채의 집이 너무도 아기

자기해 보인다. 이러한 파스텔톤의 집들은 친퀘테레의 상징이다. 중세에 건설된 마을로 집들은 마조레 개울(지금은 복개되어 있다)을 

따라 줄지어 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산 죠반니 바티스타 교회(Chiesa di San Giovanni Battista di Riomaggiore, 1340)와 1260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성채가 있다.

리오마조레와 비슷한 마나롤라는 절벽위에 파스텔톤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이국적인 풍경을 가장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 친퀘테레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마을이지만 마나롤라는 가장 오래된 마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해안풍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다. 마나롤라의 집들은 절벽위에 상자를 쌓은 것처럼 촘촘하게 지어져 있으며 옅은 붉은색과 노란색 등 파스텔풍의 알록달록한 색들로

칠해져있어 동화마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을 건너편 절벽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담기에는 이곳이 제격이다. 마나롤

라는 무엇보다 야경이 아름다워 친퀘테레에서 하루를 묵는다면 이 마을을 추천하고 싶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어업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유명하다. 

코르닐리아는 다른 해변마을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해안이 아니라 언덕 위 산비탈에 마을이 들어서 있다. 미로 같은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산자락에 기대 사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고요하게 담겨 있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기차역에서 마을에 닿기 위해선 360여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곳 또한 품질 좋은 포도주가 여행객을 붙잡는다. 마을 어디서나 쉽게 와인을 맛 볼 수 있는데 

병 단위가 아니라 잔 단위로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부담 없이 질 좋은 와인을

음미할 수 있다.

코르닐리아

마나롤라



다섯 개의 마을 중 가장 여유롭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베르나쟈다. 교회당이 있고, 포구에는 모래

해변이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마을로 

들어서면 상점들이 골목에 가지런히 정렬해 있다. 집들은

개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돌출해 있는 절벽 위에 있어 바다

쪽에서 다가가면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리구리

아의 고딕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 건축물인 성 마가레트 

안티오키아 교회(Chiesa di Santa Margherita di Antiochia)가

있다. 

마을 여행의 종착점인 몬테로소 알 마레는 다섯 마을 중

가장 큰 마을로 넓은 비치와 많은 상가들이 들어선 곳이다.

다른 마을에선 보기 힘든 대형 호텔과 별장이 눈에 띄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와인바가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마을이 제법 크다 보니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을 걷는 

것도 즐거움이다. 이곳 산책로에서 마주하는 일몰 또한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해안은 작은 조약돌 해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선호하는 곳으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친퀘테레에서 유일하게 넓은 해변을 가진 마을이다. 또한 1244년에 지어진 산 죠반니 바티스타 교회

(Chiesa di San Giovanni Battista) 와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17세기의 카푸친 수도원(Capuchin monastery) 등이 가 볼만한 곳

이다.

친퀘테레는 지중해에 위치하여 현지의 요리에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며 또한 몬테로소(Monterosso)의 멸치는 유럽 연합 (EU) 에서

원산지표시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로 지정된 이 지역의 명물이다. 계단식 텃밭에서는 이 지역의 화이트 와인 샤케트라

(Sciacchetrà)가 생산된다.

해질 무렵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앉아 리구리아 해산물 음식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을 마신다면 오래전부터 친퀘테레를

지켜온 주민들의 실생활을 간접적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글_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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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아키노 로시니
Gioachino Rossini

3

* ‘행운의 속임 L'inganno felice’과 단막 희가극(farsa)
로시니가 다시 산 모이세극장으로 와서  작곡한 첫 작품은 주제페 포파 대본의 1막짜리 오페라 부파(희극) ‘행운의 속임 L'inganno

felice’이였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단막 오페라 부파 farsa에 대해 알아보자. 1810년부터 1813년까지 청년 로시니는 ‘결혼

계약서’(1810), ‘행운의 속임’(1812), ‘비단 사다리’(1812), ‘브루스키노씨’(1813) 등 4편의 이탈리아 파르사를 작곡했다. 

'파르사'라고 부르는 이런 스타일의 단막 오페라 부파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베니스에서 인기를 끌었다. 출연 성악가는

5~7명 내외의 소규모로 내용은 대부분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것이며 아기자기하고 이해하기가 

쉬웠다. 또한 언제나 한 쌍의 연인들이 등장하며 두세 가지의 코믹한 내용이 얽히고설키는 것이다. 

무대와 객석이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감정의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형성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과장된 연기로 웃음을 자아내는

주역들은 노래 실력만큼이나 연기 실력도 버금가야했다. 오페라 ‘행운의 속임’은 1812년 1월 8일 초연되었다. 하지만 음악학자들 간에는 

‘행운의 속임’의 경우 그 내용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기간 중의 오페라와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원오페라의 장르에 포함시키

기도 한다. ‘행운의 속임’은 베네치아 산 모이세극장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초연을 가진 이래 이탈리아 전역 뿐만 아니라 파리와 런던에서도

공연되어 인기를 모았다. 

이 작품이야말로 ‘치마로사의 후계자’라는 칭찬을 들으며 오페라 작곡가로서 로시니를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게 된다. 본래 '행운의

속임'은 1798년 작곡가 조반니 파이시엘로가 주세페 팔롬바의 대본으로 동명의 오페라를 이미 만들었지만 로시니의 ‘행운의 속임’ 공연 

이후에는 로시니 작품의 인기에 밀려 더 이상 파이시엘로의 작품은 공연되지 않았다.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바토네를 흠모하여 나쁜 음모를 꾸미는 오르몬드. 사악한

오르몬드는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수심에 불타서 오히려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납치하여 바다에 내다버린다. 

하지만 선한 여주인공 바토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광부 타라보트의 도움으로 숨어서 지내게 된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여인은

‘행운의 속임’(사진출처: 베네치아 라 페니체극장)

로시니의 오페라 ‘이상한 오해’는 제목 그대로 검열당국의 이상한 오해를 받아 불미스럽게 끝이

나면서 시즌도 빨리 종료된다. 옥고까지 치른 로시니에게 다시 볼로냐를 벗어날 기회가 머지

않아 생긴다. 베네치아의 산 모이세극장의 초청을 받아 로시니는 베네치아로 옮겨간다.

| Art & Story | 예술을 말하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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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사랑하던 자신의 남편 베르트란드 공작을 만나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재회하는 해피엔딩이다. ‘행운의 속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로시니는 산 모이세극장에서 같은 해 단막 오페라 두 개를 더 위촉받게 된다. 

* ‘바빌로니아의 치로 Ciro in Babilonia’
이런 성공이 발판이 되어 로시니에게 페라라 시립가극장에서 오페라 의뢰가 들어와 작곡한 오페라가 ‘바빌로니아의 치로 Ciro in 

Babilonia’(일명: 발다사레의 몰락 La caduta di Baldassare)이다. 작곡자 자신이 합창이 있는 드라마로 분류한 2막짜리 이 오페라는 1812년

3월 14일 페라라의 시립가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섭정왕 발다사레의 최후를 모티브로 악인 발다사레와 그와 대비되는 이란 건국의 아버지

페르시아의 왕 치로(키루스)를 선한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페라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하여 프란체스코 아벤티 

백작이 대본을 작성하였다.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르시아 왕 치로의 군대는 바빌로니아의 수도를 포위한 채로 발다사레의 군대와 전쟁을 치루는 중에 

치로의 아내 아미라와 아들이 발다사레의 포로가 된다. 발다사레는 아름다운 아미라에게 반해 그녀를 아내로 삼기를 원하고 한편 포로가

된 처자를 구하기 위해 치로는 발다사레의 성으로 잠입하지만 계획은 실패하고 치로 역시 포로가 된다.  치로의 공개 처형식이 있기 전에

발다사레의 호화 연회가 열리지만 결국 악인 발다사레는 신의 심판을 받아 살해당하고 주인공들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로시니는 

이 작품이 실패할까 두려워했지만 모든 노래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작 ‘행운의 속임’정도는 아니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고 초연 이후

5년 동안 플로렌스, 만투아, 베네치아, 모나코, 볼로냐,  밀라노 등에서 공연이 되었다. 

이렇게 작품이 속속 탄생되는 동안 로시니와 산 모이세 극장 측은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는 당국의 허락이 필수적인

대본 집필의 시대였으므로 대본의 선택에서 법적으로 상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 극장의 기획자들은 이런 요소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산 모이세극장에서 1812년 봄 다시 작품을 로시니에게 위촉하여 탄생한 오페라가 ‘비단 사다리 La scala di seta’

였다. 

* ‘비단 사다리 La scala di seta’
1812년 5월 4일 산 모이세 극장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는 다시 주세페 포파 대본으로 작곡되었는데 전형적인 파르사 형식과 내용이었다.

포파의 대본은 1808년 작곡가 피에르 가보의 오페라 ‘비단 사다리’의 대본을 참고로 하였다. 내용은 단순하다. 두 쌍의 연인들이 후견인의

농간으로 각기 다른 상대와 결혼할 뻔 한 어색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여주인공 줄리아가 밀회를 위해 2층에서 내려뜨린 비단을 이어 맞춘 줄사다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여 서로 사랑하는 짝을 찾아

맺어진다. ‘비단 사다리’는 오페라로 공연은 잘 안되지만 그 서곡이 유명하다. 비단결처럼 우아하고 발랄한 선율과 경쾌한 곡상 전개는 

‘바비로니아의 치로’ (사진출처: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발)



로시니 서곡 중에서도 단연 유명하다.

‘행운의 속임’ 만큼은 아니었지만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에 대해 어느 비평가가 쓴 글은 의미심장했다 “...로시니는 넘쳐나는 자신의

음악성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멜로디를 내뿜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이탈리안 스쿨의 가장 소중한 계승자로 그를 인지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 & ‘시금석( La pietra del paragone)’
로시니에 대한 평가가 이쯤 되자 그에 관한 소문은 오페라의 중심지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 감독 카를로 그리안티(Carlo  Brentano  de

Grianty)에게 전해진다. 극장감독은 라 스칼라 극장 상주 대본가 루이기 로마넬리에게 준비시켜둔 대본을 오페라로 작곡하도록 로시니를

초빙했다. 

8월 중순 작곡이 시작된 이 오페라가 ‘시금석( La pietra del paragone)’이다. 1812년 9월26일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초연한 ‘시금석’은

대본이 걸작은 아니었지만 53회 연속 공연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약관 20세의 작곡가 로시니는 이미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관객들

에게 티켓이 팔려나가는 대작곡가가 되었다.  

'시금석'은 1급 오페라극장이 로시니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나온 첫번째 작품이다. 당시 밀라노를 통치하던 프랑스인 총독은 '시금석'을

보고 너무 감동하여 본국의 내무장관에게 '이런 귀중하고 위대한 음악가를 적군의 포화가 빗발치는 전선에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천재적인 인물을 보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에스트로 로시니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하여 달라는 글을 

보낸다. 이리하여 당시 9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군대 징집을 당하는 상황에서 로시니는 ‘시금석’의 성공으로 군대도 면제 받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 

글_ 송종건

‘비단 사다리’(사진출처: 베네치아 라 페니체극장)

25



| Art & Story | 예술을 말하다Ⅱ

뮤지컬

<쓰릴 미>

보셨나요?

라이선스든 국내에서 제작됐든 모든 뮤지컬은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창작물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니

다른 작품에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뮤지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쓰릴 미(Thrill Me)>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뮤지컬시장에서도 꽤 익숙한 남성 2인극,

동성애, 모든 넘버를 소화하는 단 한 대의 피아노 등의 소재와 구조는 적어도 <쓰릴 미>가 토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뮤지컬 <쓰릴 미>가 올해 국내 초연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시 말해

2007년 초연 당시 뮤지컬 <쓰릴 미>는 국내에서는 충격에 가까운 무대였고, 이후 이래저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다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극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주변 인물들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뮤지컬 <쓰릴 미>에는 ‘나’와 ‘그’, 단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합니다. 소극장 공연의 경우 배우

들이 1인 다역을 소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쓰릴 미>는 그저 ‘나 네이슨’과 ‘그 리처드’ 만으로 이야기가 펼쳐집

니다. 34년을 교도소에 갇혀 생활한 나. 오늘은 나의 7번째 가석방 심의가 있는 날인데요. 나와 그는 34년 전

어린아이를 유괴해 살해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갓 스무 살을 넘긴 나이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나와 그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요? 

배우 두 명으로 한 편의 극이 완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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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릴 미>에는 항상 ‘과연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나와 그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남성, 그러니까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그와의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반면 그는 금기된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의

희열은 내가 갈구하는 사랑의 발화점이기에 나는 그의 반사회

적인 행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더 극한 자극을 

원하는 그의 범행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급기야 어린아이를

유괴해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쓰릴 미>가 미국 시카고

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면 답이 될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쓰릴 미>는 두 남자의 사랑과 그들의 두뇌싸움이

극의 축을 이루는데요. 사랑을 휘두르는 자와 그 사랑에 말려

들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의 절실함이 명석한 두뇌와 만나 

펼쳐지는 반전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잘 만들어진 2인극은 공연예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근사한

무대입니다. <쓰릴 미>는 단연 2인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데요. 단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하지만 90분의 이야기는 탄탄한 

구성을 토대로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나 조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2인극은

‘배우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쓰릴 미> 역시 퇴장이 

거의 없는 무대에서 배우들은 흡입력 강한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2인극은 상대배우와의 호흡에 따라 극의 흐름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한

인물에 4~5명의 배우를 캐스팅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페어를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쓰릴 미>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최재웅, 김무열, 강필석, 이율 등 초연 멤버를 비롯해 김재범, 

에녹, 정상윤, 정동화, 정욱진, 이창용, 송원근까지 모두 7팀의

서로 다른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 두 명의 배우로 한 편의 극을 끌어간다는 것도 힘들지만,

작품당 20여 곡에 달하는 뮤지컬 넘버를 피아노 단 한 대의 악기

<쓰릴 미>에서 피아노는 제3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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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으로 소화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뮤지컬 

<더 맨 인 더 홀>, <인터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머더 포

투> 등은 모두 피아노 한 대 구성으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앞서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작품이 바로 <쓰릴 미>였습

니다. <쓰릴 미>의 무대는 빈약합니다. 무대 전환도 없고, 배우들은

옷을 갈아입거나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오케스트라까지 참여하는 다른 뮤지컬과 달리 무대 위에는

한 쪽에 피아노 한 대가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 피아노 연주로 막을 내리는 <쓰릴 미>는 극의 배경과

등장인물, 스토리 전개까지 철저하게 피아노에 의탁합니다. 특히

두 인물의 종잡을 수 없는 감정부터 음산함, 터질 것 같은 흥분과 

두려움 등 배우들의 다채로운 심리는 물론 긴박한 이야기 전개까지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연주로 매우 섬세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작품보다 피아노 연주가 중요한 만큼 <쓰릴 미>의

피아니스트는 제3의 배우로 불릴 정도입니다. 반면 시즌마다 극을

치밀하게 분석할 정도로 마니아 팬이 많은 작품이라 피아니스트가

기계적인 연주만 할 뿐 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싶으면 거센

비난 역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쓰릴

미>는반갑고도 긴장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10년간 <쓰릴 미>에 참여한 배우들은 그야말로 쟁쟁합니다. 

연기력은 물론이고, 깔끔한 수트에 말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로

남성적인 매력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쓰릴 미>는

시즌마다 당시 대학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남자배우들을 캐스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초연 멤버는

류정한, 최재웅, 김무열, 강필석, 이율 씨였는데요. 당시 ‘인기 절정의

류정한 씨를 보러 갔다 김무열 씨의 팬이 됐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배우 김무열의 매력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쓰릴 미> 초연 공연을 보고 김무열 씨의 팬이 됐으니까요(웃음). 

공연을 취재하고 있는 저는 지난 10년간 <쓰릴 미>로 무대에 서는

많은 배우들을 인터뷰 해왔는데요. 최재웅, 강필석, 이율 씨 등 초연

멤버는 물론이고 이후 <쓰릴 미>에 참여한 수많은 배우들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확연히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요즘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작품은 많습니다. 특히 공연계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거부

반응도 없는 편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성적소수자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 많다 보니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남자와 입을 맞추지 않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까요. 그래서 <쓰릴 미>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동성애, 상대배우와

입을 맞추는 것에 큰 거부감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배우들이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극의 흐름상

필요하고, 상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만나는 배우들마다

몹시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것은 2007년 초연 때는 

입맞춤 장면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초연이 크게 성공하며 연장

공연에 들어갔는데요. 입맞춤 장면은 그 앙코르 무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쓰릴 미> 10주년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김무열

씨를 직접 만났는데요. 당시 무대에서 배우들이 처음 입맞춤 할 때

객석에서 놀라는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가요? 지난 10년간 무대 안팎의 문화가 그만큼 달라진 것이겠죠. 

<쓰릴 미>는 작품 해석은 물론이고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도

결코 쉽지 않아서 배우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초연 당시 이율 씨는 스스로 연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삭발을 하고 나타났고, 몇 년 전 이재균 씨는 감정을 좀 더 안으로

삼켜보라는 연출의 말을 따르다 공연 중 짧게 기절한 적도 있습

니다. 그런가하면 정상윤 씨는 ‘나’와 ‘그’를 번갈아 연기하며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10년간 참으로 멋진 배우들이 

함께 했던 <쓰릴 미>. 재밌고 감동적인 공연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쓰릴 미>만큼 멋진 공연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 <쓰릴

미> 보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꼭 관람해 보세요!

글_ 윤하정
<사진출처_달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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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릴 미> 10주년 그 수많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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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거는 중요하지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

주의가 탄생한 이래, 사람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뜻을 드러내고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선거가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의회정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선포되면서 

왕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점차 실질적으로는 총리와 중앙정부가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의회는 임명된 상원의원과 선거를 통해

선발된 하원의원의 양원제 입법부로 구성되고, 다수당이 행정부를

맡습니다.

영국의 정당정치의 전통은 1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어

났는데, 이를 찬성하는 쪽은 토리(Tory), 반대하는 쪽을 휘그(Whig)

라고 불렀는데, 재미있게도 이 명칭은 사실 상대방을 경멸조로 

부르는데서 유래했습니다(토리는 ‘산적’, 휘그는 ‘말 도둑’이라는 뜻

입니다). 이 두 정당은 이후 19세기에 들어 보수당과 자유당,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됩니다. 

영국의 의회정치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살펴볼 18세

기의 영국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선거 연작>을 통해 당시의 정치

풍속을 엿볼까요. 

호가스는 당시 그가 살던 18세기 유럽 최대의 도시인 런던의 

다양한 생활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벼락부자나 한량의 

행태, 대도시로 올라온 시골처녀의 타락, 알코올 중독 등이 그가 

다룬 주제였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작’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당시의 선거와 이를 둘러싼 부정 또한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1754년 영국에서는 각 자치주마다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특히 그 중 유독 경쟁이 치열했던 옥스퍼드셔 주의 선거가 호가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있었고, 한정된 투표자를 돈으로 매수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는 ‘거즐다운’이라고 하는 가상의 지역에서의 선거를 다룬 

<선거> 연작을 통해 당시 선거 행태를 풍자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선거 향응>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휘그당의 행사 모습입니다. 두 테이블에 빼곡히 앉은 사람들의 

모습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라 더욱 우스꽝스럽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휘그당의 깃발 아래 후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선거 운동보다는 향락에 더 집중한 듯합니다. 한 사람은 

이가 없는 노파와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 그 옆의 소녀는

반지를 훔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주정뱅이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굴을 과식하다

기절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토리당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도판 1.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선거> 연작 중 <선거 향응(Election Entertainment)>, 
1754년. 캔버스에 유채, 100×127cm, 런던 존 손 경 미술관.

호가스의
<선거 연작>



이들이 던진 벽돌을 맞고 시장 옆에 있던 사람이 막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가스의 <선거> 연작은 큰 인기를 끌었고, 동

판화로 복제되어 유통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 <선거 유세>는 토리당의 본부인 로열 오크 여관의

정경입니다. 여관의 간판에는 휘그당의 금권 선거를 조롱하는 그림의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리당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아 보입

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뇌물을 건네는 토리당과 휘그당 사람에 

둘러싸인 여관 주인이 있고, 그 뒤로는 유대인 행상을 데리고 토리당

사람이 발코니의 아가씨에게 행상의 물건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여관의 안주인이 구석에 앉아서 받은 돈을

세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인 <선거>는 선거 날의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그 아래에 양 당의 후보가  

앉아 있습니다. 각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열띤 응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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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윌리엄 호가스, <선거> 연작 중 <선거 유세(Canvassing for Votes)>, 1758년. 종이에 동판화, 43.7×155.8cm, 브루클린 미술관.

           
        

도판 3. 윌리엄 호가스, <선거> 연작 중 <선거(The Polling)>, 1758년. 종이에 동판화, 43.7×55.8cm, 브루클린 미술관.



도판 4. 윌리엄 호가스, <선거> 연작 중 <의원 선출(Chairing the Members)>, 1758년. 종이에 동판화 43.7×55.8cm, 브루클린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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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는데, 토리당이 또 수상한 일을 벌입니다. 선거장에 막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흰 가운을 입고 의자에

실려 온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고, 그 뒤에는 임종이 멀지 않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저 뒤로는 영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장식된 마차에 사고가 났네요. 마차에 타고 있는 여인(영국을 상징합니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정작 마부들은 카드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인 <의원 선출>은 결국 선거에서 승리한 토리당 의원이 등원하는 모습입니다. 가마를 타고

행차하고 있는데, 영 불안하네요. 좀 더 자세히 보니 사람들을 이끄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가마 주변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뒤엉켜 혼잡한데, 여기에 반대파가 나타가 가마꾼들을 때리니

당선자는 곧 굴러 떨어지겠지요. 

호가스의 <선거> 연작에는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을 훌륭하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당시의

맥락을 모르더라도, 여전히 그의 작품은 흥미롭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글_ 황주영



벚꽃이 한참 피고 지더니 5월이다. 언젠가부터 봄은

여름을 동반해오는 것 같다.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밖으로 놀러 나가기 좋은 달이다. 나에게 5월은 힘든

달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이다. 가정의 달 

5월, 뛰어 노는 것도 좋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진지한 교육적 관심을 가져보자.

요즘 피아노 학원에서는 처음 배울 때 사용

하는 교재들이 넘쳐난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엘’이라는 교재를

봤을 것이다. 처음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면 사게 되는 책이다. 

바이엘 피아노 교본은 독일의 음악가 페르디난트 바이어(Ferdinand Beyer)가 엮은 피아노 교본

으로,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교재이다.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하여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작 바이어의 고향

독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바이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어를 피아노 교재 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의 이름도 바이어보다 바이엘로 많이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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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어는 독일 초, 중기 낭만주의시대 작곡자이자 편곡자다.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 아리아와 관현악곡을 피아노곡

으로 편곡하였고, 환상곡이나 디베르티멘토 등 친근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바이엘’ 상 · 하권을 통달하면 다음으로 접하는 책이 

바로 ‘하농’이다. 보통 ‘HANNON’이라고 책 표지에 멋있게

영어로 쓰여 있다. 빽빽한 16분 음표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이 책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손가락을 연습하는데 사용되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모든 연습곡을 다 치지는 않는다.

왠지 ‘바이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하농’을 들고 

다니던 초등학교 고학년 누나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샤를-루이 아농(Charles-Louis Hanon)은 프랑스 작곡

가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아농이라는 이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흔히 

하농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 발음으로는 아농이 맞다.) 당시 아농이 저술한 책, ‘명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60 연습

곡’이 출판되었을 때 이 곡은 러시아의 음악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웠어야 했던 곡이었고, 이에 따라 곡을 암보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칠 수 있도록 시험을 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농이 작곡한 곡을 사용해 각 음악학교에서 경쟁해 

서로 '아농 마라톤'을 개최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다.

‘하농’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교재가 바로 ‘체르니’다. 개인

적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

월은 꾸준히 다녀야 ‘체르니’를 접할 수 있다. 체르니는

크게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체르니 

40번’, ‘체르니 50번’, ‘체르니 70번’으로 

나뉜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 초등

학교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34

| Art & Story | 김용진의 Piano Forte

하 농

체르니



35

체르니 교재에는 악상기호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는 연습곡도 ‘음악적으로’ 표현해 가며 

연주해야 한다. 뒤에 붙은 숫자는 곡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100번 초반부가 가장 쉽다. 그래서 100은

보통 끝까지 연주되어지지 않는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체르니 30번’까지는 배운다. 다만 여기서

대개 고비를 맞이하므로, ‘체르니 40번’ 이상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30’과 ‘40’의 난도 차이가 엄청난데다가 대부분

체르니를 ‘40’까지 쳤다고 하면 피아노를 친 경력이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를 비교적

오래 친 사람들 중에서도 ‘체르니 50’까지 가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100번’을 지나 ‘30번’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는 시기다. 재미가 없다.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하니 지겹다. 그런데 나는 ‘체르니 30번’을 

두 번이나 마스터 했다. ‘40번’을 지나 ‘50번’, ‘70번’ 초반까지 엄청나게 혼나면서, 울면서 연습하던 암울한 기억이 있다.

체르니(Carl Czerny)는 베토벤의 제자였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가였다. 

스무 살 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여 호평을 받으며 연주활동을 했지만, 피아노 연주자보다는 피아노

교육자로 더욱 이름을 알렸으며, 프란츠 리스트가 그의 제자이다. 

작곡가로서 무려 1,000개에 달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피아노곡이 알려져 있으며,

연습곡이 특히 유명하다. 아마도 이런 유명한 연습곡 덕분에 ‘피아노의 신’이라 불리는 리스트 같은 제자가 배출되었을 

것이다.

‘하농’, ‘체르니’ 같은 따분하고 지루한 곡을 연습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부르크뮐러’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부르크뮐러’를 접한 사람도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체르니’와 함께 사용되는

교재다. ‘부르크뮐러’ 연습곡은 곡에 제목이 붙어있을 

만큼 아름다운 곡들이 많다. 손가락 위주의 테크닉이 

아닌 곡의 표현 방법, 음색 등을 배우는 교재다. 성인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면 ‘체르니’ 보다는 ‘부르크뮐러’를 위주로

배우는 것이 좋다. 섬세하게 음악을 표현하며 배우다 보면

피아노 연주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요한 프리드리히 프란츠 부르크뮐러(Johann Friedrich Franz Burgmüller)는 지휘자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동생이 있는

음악가 집안 출신이다. 독일에서 출생했지만 프랑스로 건너가 많은 피아노 소품과 발레 음악, 오페라 등을 작곡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아노 교본 ‘부르크뮐러 25개의 연습곡’과 ‘부르크뮐러 18개의 연습곡’이 유명하다.

부르크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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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침대라는 가구는 더 이상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설계가 필요한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무 침대나 사지 말라는 기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내가 어릴 때 피아노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컬러 텔레비전도 흔치 않던 1980년대,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셨다. ‘집에 차 있는 사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나는 두 번째 질문에 손을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 집이 

그다지 잘 사는 집은 아니었다. 어머니께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그 꿈을 못 이루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엄청난 장기 할부를 감행

하여 어머니 생일에 피아노를 선물해 주신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었던 아버지 입장에서 엄청난 무리를 하셨던 것이다. 삼익, 영창도 

아닌 ‘호루겔’이라고 멋있게 영어로 쓰여 있던 까만 피아노. 

1980년대를 지나면서 피아노 학원이 동네마다 생겨났고,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피아노”가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피아노 

붐이 일었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도 개량이 되고 

디자인도 더 멋있어졌다. 집집마다 피아노를 사는 가정이 늘어났다.

아마 아직도 그때 산 피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연습하는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는 더 이상 악기가 아닌 가구가

되어버린다. 피아노 위엔 화분이, 피아노 의자 위엔 벗어놓은 운동복이, 피아노 뚜껑 위엔 악보가 아닌 읽다 만 책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음악이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자유

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의 본질이다. ‘바이엘’, ‘하농’, ‘체르니’, ‘부르크뮐러’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음악보다는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된다. 그러니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당연하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 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음악도 그런 것이다. 

피아노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운 악기다.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멋진 소리가 나는 악기는 피아

노가 유일하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 피아노 위에 쌓여있는 잡다한 것들을 치우자.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해보자. 화가 나고 울화통이 터진다면 손바닥으로 피아노 건반을

힘껏 눌러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비 오는 날 감수성이 예민해 진다면 손가락 끝으로 마음에 드는

건반을 부드럽게 건드려 보자. 그것이 바로 음악의 첫 단계이다. “피아노는 가구가 아니다.”

글_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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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 문호 빅토르 위고의 낭만주의 대표 소설인 

레미제라블은 1862년 출판되어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필독

소설로 읽혀오고 있으며 수많은 만화, TV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꼭 접하게 되는 그야말로 세계

적인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그러한 작품을 작사가 알랭

부브릴과 작곡가 클로드미쉘 쇤베르그는 2년간의 작업을

통해 콘셉트 앨범으로 발매했고 1980년 파리의 실내 경기장

에서 초기 프로덕션을 올렸습니다. 이후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를 통해 웨스트엔드에서 로열세익스피어 극단과

함께 또다시 2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재탄생되었고 1985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개막 이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지금도 계속 공연계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메가히트 뮤지컬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미 공연을 통해,

혹은 휴잭맨의 영화를 통해서 누구나 한번쯤 뮤지컬 레미제

라블을 접해 보았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전혀 공연을

모르신다 해도 방송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가사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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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 2화

혁명의 이야기가 아닌 중세 기사의 이야기

「뮤지컬 레미제라블」

낯선 곳에서 뮤지컬 음악이 들려오면 많이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뮤지컬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뮤지컬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테니 뮤지컬 하는

사람으로써는 행복한 기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즐겁게만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듣게 되는 뮤지컬 음악들도 있습니다, 최근 거리에서, 광장

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진 뮤지컬 음악

들이 있는데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과 One day more 이었습니다. 분노한 민중의 소리가 들리

는가, 내일엔 새로운 혁명을 꿈꾸리.. 등의 가사로 아프고 짓눌린 

마음을 표현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인식이 어느새 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변혁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민중의 이야기로 

바뀐 듯 합니다만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조금 다른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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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내일로 (One Day More)’를 통해 들어봤을 만큼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인기를 얻고 있고 심지어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타이틀로 음악교

과서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표현은

세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국내용

표현입니다. 어느 분이 처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머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장발장, 혁명 등 조금 거칠고 강한 투쟁적 삶의 이야기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기사의 이야기

입니다. 기사.... 기사가 등장을 한다.... 장발장, 기사.. 기사는

어디에 있지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짚어볼 이야기

는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Romanticism)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바로 로마

라는 어원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의

어원인 Romanz는 중세 로마(Roma)어로 쓰여진 공상적, 

모험적, 정감적인 기사 이야기를 가리키는 romance에서 유래

한다고 합니다. 즉 중세 유럽의 절대 정의를 수호하던 기사

들의 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아무 대가 없이 용과 싸우며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하고 석양을 등지고 쓸쓸히 떠나가는, 그야

말로 여성들이 '낭만적이야, 로맨틱해' 라고 말하는 전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레미제라블은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기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마리우스?, 앙졸라?, 자베르? 아닙니다.

바로 저 유명한 빵 도둑 장발장이 그 기사가 됩니다. 

아.. 장발장이 기사라면.. 공주는요? 여기에 두 번째 의문이

들게 됩니다. 공주를 찾는 해답은 바로 레미제라블의 포스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장발장이 아닌 아주 비참한 아이였던 어린 코제트입

니다. 이제 조합을 해보면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비참한 현실

이라는 탑에 갇힌 코제트 공주를 공주의 행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용과 싸워 아무 대가없이 구해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석양을 등지고 혼자 떠나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라면 이 소설이, 뮤지컬이 프랑스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될 만큼 유명해지지는 않았

겠죠. 이 한사람의 기사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과 맞물려 

비참한 현실이라는 탑에 갇힌 민중들의 행복을 위하여 부패한

정권이라는 용과 싸워 아무 대가없이 구해내고 민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사한 후 죽음이라는 길을 떠나간 혁명군 기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어 뜨거운 감동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방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랭 부브릴의 손에서 각색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는 너무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장발장과 시민 혁명군이라는 두 기사의 이야기로 잘 정리되어

1985년 초연이후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막 첫날 10분 넘는 기립

박수가 계속 되어 천국까지 올라간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는

다음날 아침 각 신문마다 쏟아내는 혹평으로 지옥으로 떨어졌

다고 합니다. 우둔한 모조품, 멜로드라마 팝 오페라 등 악평을

받았는데 이는 소설 레미제라블의 맹목적 맹신, 즉 빅토르 

위고의 명작을 감히 이리저리 난도질해 공연을 만든 괘씸죄에

걸려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이었을

까요? 하루에 티켓 판매량이 5천장이 넘는 어마어마한 승리로

이어져 다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이는 30년 넘는 대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의 성공은 영화로 이어져 울버린의 휴잭맨과 글래디

에이터 러셀크로우가 장발장과 자베르로 등장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버전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영화

사에 길이 남는 최초의 업적을 거두었는데 바로 배우들이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입니다. 

뭐.. 배우들이 라이브로 노래하는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영화는 공연과 다른 매체이다 보니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뮤지컬 영화는 먼저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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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녹음해 놓고 촬영 시에는 립싱크로 촬영을 하는 것이었

는데 레미제라블은 배우들이 인이어 모니터 (귀에 꽂고 반주

음악을 듣는 장치)를 끼고 촬영 현장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배우들이 자신의 호흡을 충분히 활용해 라이

브로 노래를 불러 녹음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영화를

보시면 귀에 모니터 이어폰이 있나 찾아보시게 될 텐데 후반

작업을 통해 모두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거대한 

제작비가 들었는데 영화의 제작비는 6천만 달러(한화 약 680

억)이상 들었으나 영화의 성공으로 제작비의 7배를 회수했

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한국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공연이 다양한 버전

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알랭 부브릴과 미쉘 쇤베르그의 

버전뿐 아니라 두 편의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두 남자 이야기-이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소설 작품이 21세기 한국에서 이렇게 각광받으며 공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이 그때 그 사람들처럼 비참

해서일까요? 아니면 장발장처럼 빵 도둑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탑에 갇힌 공주같은

우리를 용과 싸워서 구해줄 한 사람의 기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암울한 현실, 부패한 사회같은 용과 

싸워서 우릴 구해줄 기사. 지금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기사를

기다립니다. 

‘내일이 오면 신의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내일엔, 내일은, 내일로!

Tomorrow we'll discover

What our God in Heaven has in store!

One more dawn, One more day

One day more!

글_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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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콘서트

공연정보 5.6.(토) 14:00, 16:00 
소공연장

5.7.(일) 11:00, 14:00
공연주최 극단예일
입 장 료 V석:55,000원  R석:44,000원  S석:33,000원
공연개요 어린이를 위한 가족뮤지컬 겨울

왕국 콘서트 공연

제27회 전국무용 경연대회

공연정보 5.7.(일) 1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무용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실시하여 실력향상과 울산
무용교육의 발전을 도모

2017서덕출창작동요제

공연정보 5.13.(토) 16: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방송(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다양한 동요 무대를 구성함으로써

잊혀져가는 동요에 대한 관심을
이끌수 있는 행사

제8회 브리오 플루트 색소폰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14.(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브리오 플루트 색소폰 앙상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플루트와 색소폰을 울산시민들

에게 알릴 수 있는 연주 공연

뮤지컬 오셀로 리허설

공연정보 5.16.(일) 09:00 
5.17.(월) 09:00 소공연장
5.18.(화) 09:00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입 장 료 무료

우정애 귀국 피아노 독주회

공연정보 5.19.(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개인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베토벤, 드뷔시,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으로 구성되어
진 피아노 솔로 프로그램 공연

Performances 5월 공연가이드

오퍼스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3.(수)  18: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오퍼스원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왈츠와 봄의소리 연주로 경쾌한 

음악들 연주

창작 소리극 심청 꽃의길

공연정보 5.3.(수)  15:00,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동인 휴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판소리 심청전을 현대화한 작품

으로 영상과 춤과 국악연주와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연

피터팬

공연정보 5.5.(금)  11:00, 13:00,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중원극회
입 장 료 A석:30,000원
공연개요 동화를 각색하여 재미있고 신나는

뮤지컬로 제작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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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

공연정보 5.21.(일) 14: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흥사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소통하는 장

장재호 플루트 독주회 Butterfiy Lovers

공연정보 5.23.(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로얄플라츠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플루티스트 장재호,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하는 공연

실기향상을 위한 기획 음악회

공연정보 5.24.(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술고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예고 학생들의 독주, 독창, 

합창 및 오케스트라 공연

엄마 까투리

공연정보 5.27.(토) 11:00, 14:00, 16:00
5.28.(일)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우리두리
입 장 료 A석:50,000원
공연개요 세계명작 동화를 각색하여 가족뮤지

컬로 제작함

구립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30.(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어린이베스트셀러뮤지컬 ̋ 책먹는 여우˝

공연정보 5.31.(수) 10:10, 11:2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가람
입 장 료 A석:20,000원

두비두비 음악회

공연정보 5.31.(수) 10:40, 12:40 대공연장
공연주최 코앤코 교육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실제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즐거운 동요와 
동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음

[기획공연] 뒤란

공연정보 5.10.(수), 5.17.(수), 5.24.(수),
5.31.(수) 19:3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중앙의 게스

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준높은 
음악공연 중심의 무대

제2회 CTS울산방송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20.(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CTS울산방송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초중고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회를 통하여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곡 선정도
친숙한음악으로 준비한 공연

김영임 45주년 ̋ 효  ̋대공연

공연정보 5.21.(일) 14:00,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UBC울산방송
입 장 료 V석:99,000원 R석:88,000원 S석:77,000원
공연개요 가요의 여왕 이미자의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그시절
추억들과 새로운 감동이 함께하는 
풍성한 무대의 공연

손미소 클라리넷 독주회

공연정보 5.21.(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개인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라리넷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

클라리넷 솔로곡들을 연주하여 귀국
독주회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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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특급소나기 대작전

전시기간 4.26.~5.1. (6일간)
전시장소 제1,4전시장
전시주최 특급소나기
전시내용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각분야 작가 30명의 
작품들로 각기 다른 담론과 시각을
제시한 특급소나기 단체의 100호
이상의 대형 미술작품 총 60여점 
전시

주분교 문인화 개인전

전시기간 4.26.~5.1.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주분교)
전시내용 생활 속에 문인화를 수필 및 

시와 접목하여 먹으로 표현한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2회 문보경 개인전

전시기간 4.26.~5.1.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인(문보경)
전시내용 개인이 사회가 만든 구조에 소유

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하는 행
위를 미색의 종이와 동판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미술작품 총 20여점 전시

울산대 서양화과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5.3.~5.8.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학교 서양화과
전시내용 전통적 회화방법 뿐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실험적 표현 등을 통하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표현의 장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서양화작품 총 50여점 전시

울산대 동양화과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5.3.~5.8.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학교 동양화과
전시내용 전통적 동양화 방법 뿐 아니라 새로

운 매체와 실험적 표현 등을 통하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표현의 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미술작품 총 20여점 전시

울산대 조소과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5.3.~5.8.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학교 조소과
전시내용 전통 매체 조각방법 뿐 아니라 새로

운 매체와 실험적 표현 등을 통하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표현의 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각작품 총 24여점 전시

제8회 빛그림 포토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5.10.~5.15.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빛그림 포토클럽
전시내용 회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유사성을

그리다' 란 주제로 예술적으로 창작한
사진작품 총 108여점 전시

제21회 울산미술대전 접수･심사

전시기간 5.13.~5.14. (2일간)
전시장소 제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21회 울산미술
대전 작품을 공모하여 접수 및 심사
개최

제10회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5.17.~5.22.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매일사진동호회
전시내용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들이 1년

동안 촬영한 문화와 예술, 관광 등
울산의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아름
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홍보하고
자 사진작품 총 50여점 전시

바늘이야기 회원전

전시기간 5.17.~5.22.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바늘이야기
전시내용 전통공예의 기법으로 만든 조각보

외 다양한 생활소품 등 공예작품 총
45여점 전시

제27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5.17.~5.22.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현대사진동호회
전시내용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한 작품을 

전시하여 타 동호회 및 일반인들에
게 작품을 보여주고자 사진작품 
총 70여점 전시

제6회 울산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전시기간 5.31.~6.5.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가 주관하고 울산광

역시가 후원하는 전시로 한･중･일･

유럽 4개국 목판화 대표작가 100
여명이 참여하는 현대 목판화작품
총 100여점 전시

Exhibitions 5월 전시가이드

|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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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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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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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회 원

청소년회원

가 족 회 원

단 체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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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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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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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