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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우리의 여자들(원제. Nos Femmes)’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몰리에르상 작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에릭 아수(Eric Assous)의 작품으로 2013년 9월부터 5개월간 파리에서 초
연, 객석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언론의 호평, 관객의 뜨거운 성
원에 힘입어 2015년 1월부터 2개월간 앵콜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영화로도 제작, 2015
년 4월 개봉되었다. 

연극 출연부터 연출, 영화 제작까지 직접 진행한 리샤르 베리(Richard Berry)와 국내 관객
에게 영화 ‘레옹’으로 잘 알려진 장 르노(Jean Reno), 프랑스 대표 연기파 배우 다니엘 오떼
유(Daniel Auteuil) 등 유명 배우들이 거쳐간 이 작품은 최근 프랑스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
기를 끌고 있는 화제작이다.

작품은 극과 극 개성을 가진 35년지기 죽마고우 폴, 시몽, 막스에게 벌어진 하룻밤 소동을
그린 코미디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
니면 정의를 선택해 경찰에 고발할 것인가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작품에는 제목과 달리
여자는 단 한번도 출연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말하는 여자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뒷담화가
펼쳐지며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속사정이 속속 파헤쳐진다.

프랑스에 이어 한국 관객의 마음까지 훔치러 이 작품에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듣기만
해도 믿음이 절로 나는 꽃중년 명품 배우들이 총 출동한다.

모범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폴’에는 안내상과 서현철이 각각 출연한다.
장르, 캐릭터에 상관없이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기파 배우 안내상은 ‘읽어본 희곡 중
단연 최고’라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본격적인 연습 전에 거의 모든 대사를 외워와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다. 공연계가 자랑하는 코믹 연기의 대가, 라디오스타 라이징스타 서현철 또한
베테랑 연극배우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두 개의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극 중 트러블 메이커 ‘시몽’역은 우현과 정석용이 번
갈아 분한다. 2016년 무한도전 ‘못친소 페스티벌’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배우 우현은
실제로 안내상과 30년이 넘는 친구 사이로 전해져 작품에 리얼한 재미를 더한다. 천만 돌파
영화 ‘부산행’의 ‘기장’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정석용은 우현과 함께 비주얼 자체
로도 굉장한 존재감을 주어야 하는 ‘시몽’역에 최적의 캐스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친구와의 우정보다는 정의를 선택하는 까칠한 성격의 방사선 기사 ‘막스’역은 이원종, 김광
식이 번갈아 출연한다. 드라마와 영화의 씬스틸러 이원종은 연극에 남다른 열정으로 재작년
연극 ‘맨 프럼 어스’의 프로듀서이자 출연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다. ‘우리의 여자들’로 인생
캐릭터 제대로 만난 김광식은 출연 배우 중 막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액면가를
내세워 절대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치명적인 아재파탈 코미디 연극 ‘우리의 여자들’의 
한국 초연 무대가 드디어 공개됐다.

본격 남자 의리 테스트! 35년 우정, 시험에 들다! 그들의 선택은?
극과 극 개성을 가진 폴, 막스, 시몽은 35년지기 죽마고우다. 여느 때처럼 포커를 치며
밤새 먹고 놀기로 한 어느 날 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타난 시몽은
광기를 일으키며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고백한다.
감옥에 가기 싫다며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는 시몽. 시몽의 부탁을 들어줄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우정이냐, 정의냐! 폴과 막스는 갈등에 빠진다. 
오고 가는 언쟁 속 각자 부부관계의 속사정이 드러나는데…

SYNOPSIS



point3 남자들의 여자이야기
여자는 없는 남자들의 상상초월 뒷담화 현장

<우리의 여자들>에는 여자가 없다? 남자는 입이 무겁다?

여자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남자들만의 세계, 상상초월 뒷담화 현장

속속 파헤쳐지는 남녀의 복잡미묘한 관계,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속사정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남자라면 공감 100%

저거 우리 남편 얘기 아니야? 여자라면 호기심 200%

시종일관 웃음폭탄 속 왠지 마음 한 켠이 짠해지는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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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아재파탈 코미디
프랑스 아재들의 요절복통 소통극 한국 상륙

● 프랑스 최고 권위의 몰리에르상 작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에릭 아수 작품
● 2013년 9월부터 5개월간 파리 초연 시 객석점유율 99% 기록하며 흥행 성공
● 언론의 호평, 관객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015년 1월부터 2개월간 앵콜 공연
● 영원한 ‘레옹’장 르토와 리샤르 베리, 다니엘 오떼유 등 프랑스 유명 배우가 거려간 화제작
● 2015년 4월 영화로도 제작된 프랑스의 가장 대중적이고 핫한 코미디 연극

아시아 최초, 한국 초연!

point2 매력터짐 주의
개성파 꽃중년 명품배우들이 선사하는 무대

사극부터 시트콤까지, 장르&캐릭터 무관, 캐릭터에 완벽 빙의_ 안내상
2016년 무한도전 ‘못친소’로 대한민국을 뒤집은 바로 그 배우_ 우현
공연계가 자랑하는 코믹 연기 대가, 숨길 수 없는 끼의 소유자_ 서현철
표정 한 끗 차이로 착함, 악함이 달라지는 드라마, 영화 씬스틸러_ 이원종
영화, 드라마를 종횡 무진! 천만돌파 영화’부산행’의 ‘기장’역의 배우_ 정석용
숨겨진 보석, <우리의 여자들>로 인생 캐릭터 제대로 만난_ 김광식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듣기만 해도 믿음이 절로!
개성파 꽃중년 배우들의 향연!

굉장하고 놀라운 능력의 작품 / 피가로(LERGARO)

최고의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작품 / 렉스프레스(L`EXPRESS)

포복절도할 만큼 재미있는 작품 / 파리 마치(Paris MATCH)

관객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대중극은 죽지 않았다 / 레제코(Lee Echos)

유쾌함 속에 영리한 부분을 가진 작품 / 라방센떼이뜨르(L`avant-soè ne theater)

REVIEW

KEY POINT



CAST

폴 Paul 안 내 상 폴 Paul 서 현 철 시몽 Simon 우 현 시몽 Simon 정 석 용 막스 Max 이 원 종 막스 Max 김 광 식

CHARACTER

폴 Paul
“어쩌면 우정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거짓말 참 잘해!”
정형외과 전문의.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것이 

인생의 낙인 아내 꺄린과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 모범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함.

막스 Max
“우정 같은 소리하네! 지금 우리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방사선 기사. 그의 모든 일에 시비를 거는 
아내 마갈리와 별거 중. 까칠하고 다혈질에 

집요한 성격. 시몽과의 우정보다는 정의를 추구.

시몽 Simon
“친구들아, 나 사고쳤어! 너희들은… 내편이지?”
두 개의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장. 바람난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 에스텔을 살해함.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이었으나 트러블 

메이커로 변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듣기만 해도 믿음이

꽃중년 명품 배우들의 향연!

공연일정 | 2017. 6.23.(금) 오후 8시, 2017. 6.24.(토) 오후 3시, 6시   공연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가 | 전석 3만원  관람등급 | 14세(중학생)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 90분  출연 | 안내상, 우현, 서현철, 이원종, 정석용, 김광식 번역 | 임수현  각색 | 오세혁  연출 | 이대웅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작 | (주)수현재컴퍼니  예매 및 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http://ucac.ulsan.go.kr 052-275-9623, 인터파크티켓 http://ticket.interpark.com 1544-1555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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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Class | 아트클래스

지난 3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는 클래식·미술사·인문학·서예·회화 등 다양한 

분야를 넓게 넘나들며 3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우선, 「아트 클래스」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을 목표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영감을 전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과 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감성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기의 특성에 맞게끔 교육기간을 설정하여 심도 있는 이해와 현대 문화예술의 흐름을 살펴

보며,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아트 클래스 스페셜을 새롭게 기획하여 

만나기 어려웠던 문화예술계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일상에서 익숙한 예술을 다시 되짚어보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시점에서 사고해 보는 교육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참가한 수강생들은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문화예술회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영화를 볼 때 음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흥미로운 시간이

었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상반기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아트 클래스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발견

하며 뜻깊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교육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8

서예 서간체 수채화 그리기서예 한글

유화 그리기 영화속의 음악재즈보컬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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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talk

아트 클래스 talk, talk!

아하! 미술사 수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현대 고전읽기도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강좌였습니다.

- 문숙이

이번 강의는 다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자료준비도 

많이 해주시는 강사님들의 

모습, 열의가 멋졌습니다. 

- 장은희

여가시간 활용과 저렴한 수강

료에 신청했지만, 수업을 들을

수록 내용들이 알차고 한 주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좋았습

니다. 

- 정호준

길어진 교육기간으로 그림 
그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지섭

아트 클래스가 최근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상

입니다. 

다만 강의 시간이 짧은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 이승호
전문가가 하는 인문학 강의,

유익했습니다. 

- 정성연

인문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 아쉬웠던 차에 

우수한 교육환경과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오은신

클래식 강의는 정말 좋았어요,

체계적으로 매주 동영상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클래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준비해주시면 열심히

듣겠습니다.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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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 Performance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7. 6. 2.(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레오스 스바로브스키  바이올린 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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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레오스 스바로브스키 (Conductor Leos Svarovsky)

- 야나첵 필하모니, 브르노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역임

- 프라하 시립오페라단 음악감독 역임

- 체코 필하모닉, 슬로박 필하모닉,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프라하 필하모니, 도쿄시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상하이 라디오 심포니, 체코 브르노 필하모닉 등 지휘

- 유럽전역,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유수의 페스티벌 초청 지휘

- 현재, 슬로박 필하모닉 수석 객원 지휘자, 일본 아이치 센트럴 심포니 수석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복수 (Violinist Boksoo- Kim)

- 줄리어드 음대 및 대학원 연주부문 수석 졸업

- KBS교향악단, 오사카 필하모닉,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애틀 심포니 등과 협연

- 서울챔버 앙상블, 콜럼부스 현악 4중주단, 판티넬 현악 4중주단 수석연주자 

- 캐나다 사스카툰, 미국 오마하 심포니 악장 역임, KBS교향악단 제1악장, 콜럼부스 심포니 종신악장 역임

-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부악장, 시애틀 심포니, 볼티모어 심포니 객원악장 역임

티켓_ R석/3만원 S석/2만원 A석/1만원

할인_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Pr
og

ram

INFO
RM

AT
ION

▶드보르자크 / 슬라브 무곡 작품72 제1번, 제2번, 제7번
Dvorak / Slavonic Dances op.72, No.1, No.2, No.7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I. Allegro moderato
II. Canzonetta: Andante
III. Finale: Allegro vivacissimo

INTERMISSION (휴 식)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7번 라단조 작품70 
Dvorak / Symphony No.7 in d minor op.70
I. Allegro maestoso
II. Adagio un poco moto
III. Allegro maestoso
IV. Finale: Allegro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지휘자들과의 함께 하는 마에스트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야나첵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체코 필하모닉, 도쿄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동서양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레오스

스바로브스키와 줄리어드 음대 및 대학원을 수석졸업하고 시애틀 심포니, 오사카필하모니, KBS교향악단 등 수많은

협연 및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복수의 협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바이올린의 현란한 현대적 기법이

모두 발휘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최대의 교향곡 제7번의 웅장함까지! 대작품을 감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MAESTROSERIES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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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연출/해설 서희태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시립콘서바토리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최우수 졸업

- 러시아 그네신음악원 성악, 오케스트라 지휘과 박사과정 수료

-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과 졸업 

- 2009 '김연아 아이스쇼' 지휘자 & 2011 세계피겨선수권 대회 오마주 투 코리아 음악지휘

-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 감독 

- tvN '오페라스타' 시즌1, 2 심사위원장

- SBS 스타킹 ‘기적의 목청킹’ 멘토 단장

- TBS 교통방송 ‘주말의 클래식’ 및 CGNTV “클래식 갤러리” 전24회 고정출연

첼로 이정란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 졸업

- 파리고등국립음악원 연주학 박사

- 파블로카잘스 국제콩쿠르 최고유망연주가상

- 루토스와브스키 국제콩쿠르 특별상

- 국제 윤이상 음악상 1위

- 모리스장드롱 국제콩쿠르 2위

트럼펫 한만욱
- 계명대학교 졸업

-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

- 부산콩쿨 1위 

- 부산시향, 대구시향, 울산시향 등 협연

-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참가

- 클래블랜드 Mike Sachs Master Class, 프랑스 Epsilon 국제음악캠프 참가

-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클래식 할 뻔 한~ 연주회”를 3회의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이번 연주회는 TV방송(베토벤 바이러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 하이든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100곡 이상의 교향곡과 70여 곡의 현악 4중주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음악적 배경과 숨겨진 스토리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영상 그리고 재미있는 연출과 해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클래식을 연주하면서도 클래시컬하지 않다? 
클래식 할 뻔~한 연주회
유쾌하고, 재미있고, 참신하다

Pr
og

ram

교향곡 제94번 사장조 ‘놀람’ 제2악장
Symphony No.94 G-Major ‘Surprise’ 2nd. Mov.

<첼로 이정란>
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Cello Concerto No.1 in C-Major 

<INTERMISSION 휴식>

<트럼펫 한만욱>
트럼펫 협주곡 내림바장조
Trumpet Concerto in Eb-Major

교향곡 제104번 라장조 ‘런던’
Symphony No.104 in D Major, 'London'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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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명 :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음악회 「나는 소프라노다」
●공연일정 : 2017. 6. 22.(목) 오후 8시      ●공연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 : 전석 7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등)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 90분    ●예매 및 문의 :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① Je suis Titania (오페라 "미뇽" 중) / A. Thomas … Sop.홍지연

② Nella Fantasia (영화 “미션" 중) / E. Morricone … Sop.배선화

③ Flower Duet (오페라 "라크메" 중) / L. Delibes … Sop.이선경 Alto.정지윤

④ Je veux vivre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 Charles Gounod … Sop.김은정

⑤ Ah fors‘e lu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 G. Verdi … Sop.김나정

⑥ Regnava nel Silenzio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 G. Donizetti … Sop.박인경

⑦ Summertime (뮤지컬 "포기와 베스" 중) / G. Gershwin … Sop.김희정

⑧ The Phantom of the opera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 A. L. Webber … Sop.김정상 Ten.김정권

⑨ Si mi chiamano Mimi (오페라 "라보엠" 중) / G. Puccini… Sop.전혜정

⑩ O guarda sorella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 W. A. Mozart … Sop.권경희 & 조의형

⑪ Moon River(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 / 김준범 편곡 … Sop.김미정

⑫ L'air des Bijoux (오페라 "파우스트" 중) / Gounod … Sop.김수미

⑬ Che soave zeffiretto(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 W. A. Mozart … Sop.정희정 & 김은혜

⑭ Scena della Pazzia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 G. Donizetti … Sop.김성아

합창
● Beautiful Dreamer / Stephan Foster
● Little Bird / Eric Whitacre
● At the end of the day(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 C. Schonberg
● 대성당들의 시대(뮤지컬 '노트르 담드 파리' 중) / R. Cocciante

Ⅰ

Ⅱ

Ⅲ

Ⅳ

15

PROGRAM

STAGE

STAGE

STAGE

STAGE

INFORMATION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특징은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창과 중창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설을 곁들여 관객 개발과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영화음악, 오페라, 뮤지컬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곡 중 가장 높은 음역대를 가진 소프라노 곡으로 선곡하여 

해설과 함께 유익하고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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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 Performance | 울산시립무용단

2017. 6. 3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 1만원, S 7천원, A 5천원

·할인 : 회관회원 30% 단체 20%

·예매 및 문의 : http://ucac.ulsan.go.kr
275-9623~8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객원안무 오상아 객원연출 이재환



한국의 미(美)를 담은 전통 춤과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울산시립무용단이 국내 정상급 

안무자 오상아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을 초청해 『춤이 흐르는 강』 무대를 이재환 연출로 오는 30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에서 연다.

작품은 ‘따로 또 같이’라는 큰 틀에서 춤이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진정성을 담아내려 했다. 그리고 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용(無用)해 보이고 미약하지만, 그런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추어지면서 유용(有用)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

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달의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줄기로 흘러 바다의 중심을 향해가는 프롤로그로 막이 오르는 이번 무대는,

‘물방울 그 안에 비치는’, ‘천개의 달’, ‘비갤 무렵’, ‘깊은 물 그 중심에서’를 화려한 부채춤과 순수하고 고고한 학춤, 

아름다운 남녀의 2인무, 화사하면서도 은은함이 매력적인 여인군무, 신명나는 화합의 무대 판놀음과 타악춤 등을 

엮어서 선사한다.

객원안무를 맡은 오상아 안무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이수하고, 서울예술단 단원을 거쳐 사)벽사춤아카

데미 벽사무용단 회장, 삼성무용단 상임안무자, 국립부산국악원 안무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제28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제8회 KBS서울국악대전 무용부문 금상, 제5회 동아콩쿠르 무용부문 일반부

금상 등을 석권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감독, 오상아무용단 <舞·춤드리>를 이끌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마음속에 이는 바람’, ‘나빌레라’, ‘아름다운 동행’, ‘無心無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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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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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알프스 산들의 끝자락에 위치한 청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코모호수(Lago di Como)에는

로마시대 때부터 귀족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명성을 얻으면서 호숫가 곳곳에 그들의 저택으로 사용된 빌라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빌라들 중 일부는 관광지로 일부는 호텔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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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코모호수(Lago di Como)



빌라 카를로타 (Villa Carlotta)

빌라 카를로타는 봄이면 수많은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과 18세기 예술 걸작품이 있는 빌라로

유명하여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빌라 카를로타는 코모 호수 북서쪽 코모 도시에서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트레메쪼(Tremezzo)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유람선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다.

1690년 밀라노 후작 조르조 클레리치(Giorgio Clerici)가 벨라조 반도(Bellagio penisola)를 마주한 

호수와 산지 사이에 짓기 시작하여 1745년 완공하였으며, 1801년 유명 정치인, 기업인이자 예술 애호가인

잠바티스타 솜마리바(Giambattista Sommariva)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바티스타 솜마리바는 예술 애호가답게 이곳에 안토니오 카노바(Antonio Canova), 프란체스코 

하예즈(Francesco Hayez), 그리고 토르발센(Thorvaldsen) 등의 작품들을 수집 전시하였다. 그가 수집한

작품들은 현재 빌라 1층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외부 계단을 따라 빌라 입구로 들어서면 루이지 아퀴스티(Luigi Acquisti)의 작품 마르스와 비너스가

방문객을 맞이 한다. 양쪽 옆 방으로 미술품이 즐비한데 특히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 팔라메데

(Palamede), 큐피드의 키스로 환생한 프시케(Amore e Psiche), 태르시코레(Tersicore), 하예즈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l'Ultimo addio di Romeo e Giulietta) 그리고 토르발센의 작품 바빌로니아의 알렉산

드로 마뇨의 입구(L'ingresso di Alessandro Magno a Babilonia) 등이 볼만하다.

2층은 모든 방마다 당시의 빌라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그랜드 홀, 응접실, 마스터 침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대의 식탁과 식기류, 가구와 호화로운 실내 장식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금테를 두른 거울, 수공예 장식품,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테이블이 내부를 눈부시고 빛나게 만든다. 

빌라 카를로타는 1843년 저택을 소유했던 프러시아의 마리안나 왕비가 자신의 딸 카를로타에게 결혼

선물로 주면서 현재의 빌라 이름이 지어졌다. 식물학에 조예가 깊었던 카를로타의 남편 게오르크 2세가

정원을 공들여 조성하여 오늘날의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정원을 만들었다. 

총면적 70,000㎡의 빌라 카를로타 정원을 모두 둘러보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소요가 되니 

그 규모가 대단하다. 빌라 카를로타 정원에는 1000여 그루의 나무와 799종류의 식물들 그리고 150종의

진달래와 철쭉꽃 등이 있어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기에 유명하다. 수세기에 걸쳐 정원사에 의해 잘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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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 D'este

어진 오래된 동백나무와 삼나무, 열대 식물, 바위정원, 양치식물 

계곡, 진달래 숲, 대나무정원은 영화 속 아바타가 살고 있는 곳을

연상하게 만든다. 미로같이 얽혀 있는 오솔길을 거닐면서 향기

로운 오렌지 나무의 향기와 진달래, 철쭉, 동백의 밝은 빛깔을 만끽

할 수 있다. 

길을 따라 산책길로 올라가면 대나무 숲이 있는데 3,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25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그 중 대다

수가 매우 희귀한 것으로 또 한 번 발길을 멈추게 한다. 

봄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종종 야외 결혼식이 있는데

아름다운 코모 호수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마치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빌라 카를로타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개방되며 정원과 빌라

내부를 관광할 수 있는 입장료는 10유로이다. 

빌라 데스테 (Villa D'este)

빌라 데스테는 코모 호수의 중심 마을인 코모 도시에서 북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호숫가의 한적한 마을 체르노비오(Cernobbio)에

위치해 있다.

15세기 수도원으로 지어진 건물이 추기경에 의해 아름다운 

빌라로 재건축된 후 18세기까지는 왕족과 귀족들의 연회장과 별장

으로 사용되었다. 

수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이 건물은 1873년에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로 재탄생한다. 세계의 많은 부호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 빌라 데스테를 많이 찾는데 그 이유는 아름

다운 풍경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최고급 휴식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빌라 데스테에는 아름다운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추기경 건물과

여왕 파빌리온 건물에는 152개의 객실이 만들어져 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지만 앤티크한 가구와 소품, 실크 양단

벨벳,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욕실까지 모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 밖에 실내 인테리어는 화려한 대리석과 샹들리에, 여러 미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어 마치 유명 미술관을 방문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호텔 건물 뒤편의 정원에는

500년 이상 뿌리를 내린 단풍나무와 모자이크 타일로 만들어진 

님프 신전이 있다. 그림 같은 풍경과 바로크 스타일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알프스의 산과 잘 가꾸어진 빌라 데스테의 정원이 어우러져 

보이는 전망이나 객실에서 코모 호숫가를 바라볼 수 있는 창밖 

뷰는 어느 휴양지보다도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

글_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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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아키노 로시니
Gioachino Rossini

4

로시니는 여러 장르의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시금석’은 드라마 지오코소로 분류했다. 여기서 잠시 드라마 지오코소(dramma giocoso)

라는 장르에 대해 살펴보자. 드라마 지오코소는  피날레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은 감상적인  내용이나 비감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의 중간 합작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희극 오페라 대본가로 이름을 날린 죠반니 코시모 빌리프랑키가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고 이후 극작가

이자 대본가인 카를로 골도니가 상용화했다. 드라마 지오코사 장르 오페라는 주로 갈루피, 피치니, 살리에리, 모차르트, 치마로사, 하이든

등이 많이 작곡했지만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돈 죠반니’, 로시니의 ‘라 체네렌톨라’ 정도가 공연되는 정도이다.

루이지 로마넬리가 이탈리어 대본으로 집필한 2막 오페라 ‘시금석’은 1812년 9월 26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다.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로는 가장 긴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작품은 이제 두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로시니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시금석'이었다. ‘사금석’의 대본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 오페라의 중심지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거둔 대성공은 

로시니의 이름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 오페라의 피날레 장면에서 로시니 오페라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크레센도 효과를 처음 사용했다. 로시니는 크레센도 기법을  

오페라 ‘시금석’ 사진출처  http://www.enteconcertidecarolis.it/opera

‘시금석’( La pietra del para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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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지오코소

라 스칼라 극장 초연과 로시니 인생의 진정한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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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작품들에 계속 사용하여 그의 특징적인 음악효과가 되는데 너무 분별없이 자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오페라 제목 '시금석'은 남자 주역 아스드루발레 백작이

세 여인의 성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한 작전의 암호명이다. 이 오페라는 독일

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시금석’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독일어 제목은 ‘사랑 검증 Die

Liebesprobe’으로 공연되었다. 때는 19세기 초반이며 장소는 이탈리아의 아스드루

발레 백작의 빌라이다. 

>>>>> 줄거리  <<<<<

* 제1막 :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은 돈 많은 아스드루발레 백작의 마음에 들어서

조금이라도 덕을 볼 요량으로 나름대로 아양을 떨며 백작에게 접근한다. 백작은 오래

전부터 클라리체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주위의 여인들이 자신의 돈만 보고 좋아

하는 것 같아 어느 여인도 믿지 못한다. 백작은 클라리체도 자기를 좋아하는 눈치이

기는 하지만 백작의 친구 조콘다가 클라리체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서 과연 그녀의

진심이 무언지가 궁금하다. 백작은 집사의 도움을 받아 ‘시금석’ 작전이라고 암호를 

붙여 여자들의 진심을 테스트하기로 한다. 백작은 편지를 가짜로 꾸며 자신이 파산한

것처럼 소문을 돌게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여자들이 슬그머니 백작에게서 등을 돌린다. 이번에는 백작의 파산 소식을 듣고 동양의 

어느 부자 귀족이 백작 재산 압류를 위해 집으로 찾아온다.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동양의 귀족이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관심을

끌려고 요란하다. 동양의 귀족은 실은 백작이 변장을 한 것인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파산한 백작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지만 백작의 친구 조콘다와 클라리체만이 남아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백작을

도우려고 한다. 얼마 후 백작의 집사가 백작이 진 빚을 어떤 사람이 모두 갚아 주었기 때문에 백작은 다시금 부자로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사람들은 백작에게 등을 돌린 행동을 후회하면서 다시 백작이 나타나면 아첨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백작이 설치해 놓은 계략이며 자기들은 속아서 계략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크게 분개한다.

오페라 ‘시금석’ 사진출처 Teatro Lirico di Cagliari

오페라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사진출처 Rossini Festival Pesaro 2013

| Art & Story | 예술을 말하다Ⅰ



*제2막 : 속아 넘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작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충만하지만 본래 비겁한 인간들이어서 아무도 실행에

옮길 생각은 못한다. 친구인 백작에게 속았다는 것에 분해하는 

조콘다는 클라리체에게 계속 구애를 하고 있다. 클라리체는 백작을

사랑하지만 조콘다의 구애가 싫지만은 않다.  백작은 두 사람 관계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클라리체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클라리체는 백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테스트를 받았

으므로 자기도 백작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로 결심한다. 클라리체는

가상의 쌍둥이 남동생(실은 클라리체가 변장함)을 내세워 백작의

마음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간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한다.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2막에 클라리체가 부르는

‘Se l'Italie contrade..Se per voi

care ol torno’ 정도가 유명하다. 

아직은 본격적인 아리아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L'occasione

fa il ladro= 바꿔진 가방 Il cambio

della valigia’

이 작품은 로시니가 베네치아

산 모이세 극장을 위해 작곡한 4번째

단막 희극 오페라(farsa)이다. 

이 오페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작가 겸 대본가인 외진 스크리브의

첫  작 품 ( ‘Le prétendu sans le

savoir’, 1810)을 기초로 루이디 프리

비달리가 대본을 적었다. 1812년 11월 24일 산 모이세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오페라는 로시니의 단막 오페라 중에서 작곡가 

생전에 가장 자주 연주된 작품이었으나 그의 사후에는 잊혀졌다가

1892년 페사로에서 리바이벌 되어 다시 주목을 받게된 작품

이다. 작품배경은 18세기 나폴리이다.

>>>>> 줄거리  <<<<<

세 명의 여행자들이 폭풍을 피해 시골의 어떤 여관으로 들어

온다. 알베르토는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결혼하기로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고, 하인 마르티노와 함께 여행하는 돈 파르메

니오네는 친구의 누이동생을 찾으러 가는 중이다. 폭풍이 지나

가자 알베르토가 떠나는데 실수로 돈 파르메니오네의 가방을 

가지고 떠난다. 돈 파르메니오네의 하인 마르티노가  가방을 열어

보니 그 속에는 서류와 어떤 여자 사진이 들어있고 돈 파르메니오

네는 자기가 알베르토로 가장하여 아름답게 생긴 그 여자와 결혼

할 생각을 한다. 

한편 돈 유세비오의 조카인 베레니체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는

남자와 결혼할 일이 걱정된다. 베레니체는 친구 에르네스티나

에게 자기 역할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가 하녀로 분장

하여 알베르토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여부를 결정짓

겠다는 것이다. 돈 유세비오 집에 하인과 함께 도착한 돈 페르메니

오네는 자기를 알베르토라고 소개한다. 돈 페르메니오네는 베르

니체(실은 에르네스티나)가 사진

에서 본 모습과는 다르지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서로 끌린다. 

얼마 후 진짜 알베르트가 도착

하여 문을 두드리니 하녀(실은 베레

니체)가 맞이하는데 두 사람 사이

에는 처음부터 서로 끌리게된다. 

하지만 지금 베레니체가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알베르토라고 하는

데 그러면 이미 도착한 알베르토는

누구일까? 더구나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서류도 없고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짜 알베르토와

가짜 알베르토(돈 파르메니오네)는

돈 유세비오에게 서로가 진짜 알베

르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레니

체는 이미 진짜 알베르토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가짜 알베르토(돈 파르메니오네)에게 시험을 보게하여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결국 베레니체와 에르네스티나는 자신

들의 진짜 신분을 밝힌다. 돈 파르메니오네는 자기가 알베르토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은 진실로 사랑하는 두 쌍, 알베

르토와 베레니체, 돈 파르메니오네와 에르네스티나가 맺어진다.

이어서 돈 파르메니오네가 찾고 있는 친구의 여동생이 에르네스

티나임이 밝혀진다. 알베르토의 가방 속에 있던 사진은 실은 알베

르토의 여동생으로서 베레니체를 만나면 결혼기념 선물로 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다. 

글_ 송종건

죠아키노 로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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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보기

런던이 아니라 뉴욕으로 여행지를 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뮤지컬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올해는 런던보다 뉴욕이 나을 수 있거

든요. <라이온 킹>,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등 스테디셀러 공연이야

브로드웨이는 물론 웨스트엔드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만, 웨스트엔드

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빌리 엘리엇>, <찰리와 초콜릿 공장>, <미스 사

이공>, <보디가드>, <워 호스> 등이 런던 공연을 끝내고 영국 지방 및 

해외 투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런던에서는 볼 수 없지만 뉴욕에서는 볼 수 있는 작품이

뮤지컬 <찰리와 초콜릿 공장>, <미스 사이공>인데요. 지난해 토니상 

11개 부문을 휩쓴 <해밀턴>은 어차피 티켓을 구할 수가 없고, 개인적

으로 신파나 주크박스 뮤지컬도 당기지 않아서 무대적인 상상력과 기발

함이 가득하다는 <알라딘>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두 작품은 각각 애니메이션과 동화를 뮤지컬로 만든 만큼 미리 줄거리를

알고 가면 내용 이해에는 문제가 없는 데다 볼거리가 많아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알라딘>과 2013년 런던에서 초연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연달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무대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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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알라딘> 
vs

<찰리와 초콜릿 공장>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 수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징검다리 휴일 사이로 휴가를 잘 활용하면 

길게는 11일을 쉴 수 있으니 긴 휴가를 내기 힘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하기 안성맞춤이었을 겁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 많이들 도전하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황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뉴욕 행 비행기를 탔는데도

만석이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공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나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뉴욕여행을 생각 중이라면 

저와 함께 미리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욕 공연여행



뮤지컬 <알라딘>

월트 디즈니의 <알라딘>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된 설화를 모아놓은 ‘천일야화’의 이야기

중 한 가지를 모티브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알라딘의 모험과 재스민 공주와의 사랑 이야

기를 중심으로 만화적인 상상력과 신나고 아름다운 음악을 더했는데요. 특히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코믹한 캐릭터를 부여해 재미를 더합니다. 마법사 자파르는 동굴 안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려 하지만 동굴 안에는 알라딘만 들어갈 수 있죠. 자파르는 알라딘에게 동굴 속에 

숨겨진 램프를 가져다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알라

딘은 동굴 속에 갇히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첫 번째 소원으로 재스민 공주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왕자로 변신한 알라

딘은 처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공주와 함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자파르의 계략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우여

곡절 끝에 자파르를 물리치고, 지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결국 재스민 공주와 결혼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뻔한 무대가 어른들에게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유는 3D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스펙터클한 애니메이션이 무대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

입니다. 

일단 의상이며 분장, 조명이나 안무가 화려하고 현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순식간에 옷을 갈아

입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에서도 누더기 차림의 신데렐라가 순식간에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는 것처럼 무대에서 마술기법이 활용됐는데요. 무엇

보다 마법의 양탄자가 궁금하겠죠? 실제로 무대 위를 날아다닙니다. 알라딘과

재스민 공주를 태운 양탄자는 무대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상적인 모습을 선사

하는데, 꽤 앞에서 봤는데도 신기하더군요. 참, 캐릭터로는 역시 지니의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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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알라딘>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무대에 올린 만큼 화려

하다면 로얄드 달의 동화가 원작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좀 더

따뜻하고 아기자기합니다. 작고 낡은 집에서 부모, 네 명의 조부모와

함께 사는 찰리 버킷은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는 소년이지만 집이

가난해 생일에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찰리의 집 주변에는

큰 초콜릿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장인 윌리 웡카는 초콜릿 속에 

숨겨진 골든 티켓을 찾아내는 5명에게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네 장의 티켓이 각각 식탐이 많고, 껌을 너무 많이 씹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에게 조르고, 텔레비전 등 매체에 중독된

아이들의 손에 들어간 가운데 찰리 역시 기적적으로 마지막 골든

티켓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공장을 견학하면서 찰리를 제외한 

네 명의 아이들은 말썽을 일으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웡카는 마지

막까지 남은 찰리에게 공장을 물려주기로 하죠. 

<알라딘>이 무대에서 마술을 활용해 애니메이션의 환상을 

실현했다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뻔히 알면서도 속게 만드는

정통 공연기법입니다. 기발한 무대적인 상상력으로 관객들이 

유쾌하게 속아 넘어가주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찰리와 초콜릿 공

장> 역시 원작에서 공간의 이동이 많은 만큼 제약이 많은 무대에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네 명의 조부모는 마치 2층

짜리 요람처럼 생긴 구조물에 일렬로 배치해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간결한 등·퇴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웡카의 초콜릿 공장은 영화

에서처럼 근사한 장면이 나올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구조물과 조명

으로 역시 관객들의 상상력을 

유도합니다. 

찰리 외 골든 티켓을 확보

한 네 명의 아이들은 배우

들의 확실한 캐릭터 연기로

승부수를 띄웠고, 어떻게

표현할지 가장 궁금했던

움파룸파족은 특별 

제작한 기발한 의상에

재미난 안무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눈에 다 보이지만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욱 큰 재미를 주는 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인공이 아역이라는 것이

죠. 웨스트엔드의 인기 뮤지컬 <빌리 엘리엇>,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모두 주요 인물이 아역인데요. 어린이 배우지만 

까다로운 오디션과 오랜 훈련기간을 거치는 만큼 연기력이 대단

합니다(국내에서 공연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뉴욕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을 본다면 스토리는 물론이고 또 다른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할인 티켓 구하기는 힘들어

뮤지컬 <알라딘>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현재 브로

드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들이라 러시나 로터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TKTS에 나오는 할인표도 

없습니다. 

특히 3월 말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뮤지컬 <찰리와 초콜

릿 공장>은 티켓을 예매하기도 힘들더군요. <알라딘>은 

현장할인은 없지만 인터넷로터리(https://lottery.broad-

waydirect.com)를 열어뒀습니다. 장당 3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데, 관람일 하루 전 정해진 시간 안에 로터리에 참여

하면 다음날 아침 메일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알라딘>의 경우 현지에서 인터넷로터리에 도전해 

봤습니다. 다음날 조식을 먹으며 결과를 확인했더니 꽝이

더군요. 하루 더 도전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러다 <알라딘

>을 아예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공연장에 가서 

제 값을 주고 티켓을 샀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앉을 수도 

없는 자리가 어찌나 비싸던지. 여행을 준비하던 기간에는

좌석에 꽤 여유가 있었는데, 공연 당일에는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짧고 꼭 보고 싶은 인기 공연이 있다면 티켓은

아무래도 미리 예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_ 윤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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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의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로

프랑스 혁명 전후를 꼽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어진, 신이 부여한 권력이라고 믿었던 왕정이 민중의 힘 앞에 

무너지고, 공화국으로 나아간 사건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산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Jacques-Louis David)는 그 고비마다 다양한 작품으로 시대를 

증언했습니다. 화가로서의 경력이 각 시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선 그가 미술을 시작한 때는 루이 

16세가 통치하던 왕정시대였습니다. 국가가 예술을 관장하던 때

이니만큼 다비드도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로마상을 수상합니다. 고전 미술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몇 년

간 수학하고 돌아왔지만, 프랑스의 정치적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작풍을 바꿉니다. 유명한 혁명가 

마라의 죽음을 주제로 한 <마라의 죽음> 같은 그림도 이 시기에 

그려졌지요. 하지만 정치적 혼란기에 그의 신변 또한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지하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후 다비드 또한 투옥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작품을

구상했고, 석방된 후 그는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를 그렸습니다.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는 로마가

막 세워지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도판 1.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The Abduction of the Sabine Women)>, 1634-5년. 캔버스에 유채, 1.54x 2.09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판 1.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The Abduction of the Sabine Women)>, 1634-5년. 캔버스에 유채, 1.54x 2.09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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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작가인 플루타르크가 쓴 <영웅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의 일생을 기록한 것인데, 이 중 로마의 시조인 로물

루스 이야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건축 초기 로마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물루

스는 바다의 신 넵툰에게 바치는 축제를 열고 이웃에 있는 사비나

부족을 초대합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돌변

합니다. 손님으로 온 사비나 여인들을 강탈한 것이지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지만, 이런 약탈혼은

고대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예술가들이 다루었는

데, 푸생의 그림에서처럼 로마의 병사들이 사비니 여인들을 납치

하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도판 1). 

하지만 다비드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판 2).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사건이 벌어진 뒤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비니 부족의 남성들이 빼앗긴 가족을 되찾기 위해 반격합

니다. 그림에는 로마의 카피톨리네 언덕 아래의 전장에서 그림의

전면을 보면 두 남자가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고 있는게 보입니다.

양쪽의 리더가 일대일로 결투를 하는 고대의 전투 관례에 따라, 

로마의 로물루스와 사비니의 타티우스가 마주한 것이지요. 오른쪽의

남자의 방패에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의 모습이 장식되어 그가 로물루스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순간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이들 사이에 끼어

듭니다. 그녀는 타티우스의 딸이었다가, 로물루스의 아내가 된 

헤르실리아입니다. 그 사이에 사비니의 여인들과 로마의 남성들은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이 두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이 여인들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아버지나 남편, 혹은

둘 모두를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겠지요. 

도판 2. 다비드,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The Intervention of the Sabine Women)>, 1799년. 캔버스에 유채, 3.85x5.22m, 파리 루브르 박물관. 



헤르실리아의 간청이 전장에 울려 퍼지자, 방금 전

까지 창과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일 기세였던 두 남자가 

머뭇거립니다. 다른 여인들도 전장에 뛰어들어 평화를 호소

합니다. 사비니의 병사들에게 아이를 치켜들고 외치는 어머니,

타티우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어머니가 보이고 헤르실리아

옆의 검은 머리를 한 여인도 팔을 벌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가리

키며 간청합니다. 아직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걸 보니 사비니 여인들

과 로마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겠지요. 이에 뒤의 다른 전사들도

칼을 내리고 투구를 벗어 위로 지켜들며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들의 간청 덕분에 전투는 중지되었고, 로마와 사비니는 화해합니다.

다비드의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대개 남성 영웅이 주인공이 되고, 여성들은

부차적인 역할, 감정에 치우친 약한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에서는 여성을 사건의 중심 역할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그림이 공개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로물루스와 타티우스를 포함한 전사들이 

누드로 그려진 것에 의아해 했습니다. 다비드는 로마에 머물던 시기부터 고대의 

아름다움, 특히 그리스 조각에 나타난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에 심취했었습니다(도

판 3).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를 그릴 때 다비드는 이런 이상적인 누드가, 인물

들의 고귀한 정신, ‘순수한 그리스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다비드는 왜 감옥에서 이 그림을 구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살던 당시의 프랑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장면에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절대왕정이 몰락하고, 혁명의 혼란기 속에서 갈등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처음의 명분은 사라지고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로 엉망이 된 조국을 보는 것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겠

지요. 이런 혼란의 시기에 다비드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고, 화해하고 평화를 찾자는 메시지를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에 

그려 냈습니다. 

글_ 황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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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폴리클레이토스(Polykleitos), <창을 든 남자(도리포로스, Doryphoros)>, 로마시대 모각. 대리석, 높이 2.12m,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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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피아노란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어찌 보면 애증의 관계에

있는 37년지기 친구이다. 여러분에게 피아노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 가장 배우기 쉬운 악기인가? 아니면 그냥 가구인가? 지난 달에는

피아노 배움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외관상 모습은 견고하다. 웬만한 충격을 가해도

끄떡없다. 다른 악기에 비해 너무 튼튼하다. 현악기나 목관악기

처럼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아니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보통 악보만 가지고 다닌다.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고, 열손가락을 다 사용한다. 어쩔 땐 손가락이 모자랄 때도 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 발도 함께 움직인다. 마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과도 같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양손의 움직임을 다 볼 수는 없다. 

피아노는 굉장히 무겁다.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업라이트 피아노는 100키로가

훨씬 넘으며, 그랜드 피아노는 크기에 따라서 500키로 가까이 된다. 혼자서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안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악기가 피아노이다.

피아노는

예민하다.

피아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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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내부를 보면, 복잡하고 복잡하다. 88개의

해머가 있으며,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어쨌든 복잡하다.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피아노란, 단순하게 생긴 복잡하고 무거운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는 악기이다. 이런 피아노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다.

피아노 이전의 건반악기라 하면 많은 분들은 오르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건반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소리는 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오르간은 파이프에 공기를 보내어 소리를 내는 기명

악기(氣鳴樂器)이고, 피아노는 현(絃)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현명악기(絃鳴樂器)이다. 그렇다면 현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피아노 이전의 악기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쳄발로( Cembalo)

혹은 하프시코드(harpsichord)라고 불리는 악기이다. 쳄발로는

독일식 이름이고, 하프시코드는 영국식 이름이다. 바로 이 쳄발로가

피아노의 이전악기, 즉 피아노보다 형님 뻘 되는 악기이다.

쳄발로도 현의 진동으로 소리는 내는 악기지만, 피아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현을 진동시킨다.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치는데

반해 쳄발로는 현 옆에 붙어있는 픽(플렉트럼)이란 것으로 마치 현을 튕기듯이 소리를 낸다. 픽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깃대라든가

또는 굳은 가죽조각으로 되어 있다. 픽이 현 옆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튕기듯이 내는 소리는 예리하고 강하며, 음량도 풍부

하다. 하지만 해머가 있는 피아노같이 건반의 터치로 음의 셈여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쳄발로는

건반을 2단 또는 그 이상으로 하든가 또는 페달이나 스톱(쳄발로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음색이나 음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쳄발로는 바로크시대의 음악에서 19세기의 피아노같이 독주악기로서도, 또한 합주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악기였다.

1709년 이탈리아의 피아노 제작자 크리스토포리가 쳄발로의 모양를 사용하여 피아노 에 포르

테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피아노의 발명으로 치고 있다. 피아노 에 포르테라는 

이름의 이 악기는 쳄발로가 할 수 없는 작은 소리,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작은 소리 피아노, 큰소리 포르테. 피아노의 원래 이름은 작은 소리와 큰소리를 다 낼

피아노의 형님

피아노 에 포르테

해머

쳄발로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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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악기라는 뜻이다. 우리는 피아노포르테라는 악기의 이름을 줄여서

피아노라고 부른다.

처음에 등장한 이 피아노포르테라는 악기엔 페달이 없었다. 단지 쳄

발로에 비해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바흐에게 혹평을 받으며 

살아질 위기에 처한 악기이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해머의 개량과 

페달의 개발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빈의 음악가들에게 사랑을 받

게 된다.

19세기 낭만시대가 열리면서, 피아노는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악기의 발전과 함께 피아노 전문 연주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연주자가 리스트이다.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피아노로 인하여 연주자로서 성공을 하게 되며, 피아노를 위한 곡들을 작곡을 하게 된다. 

건반이 달린 타현악기 피아노. 피아노는 화성악기이자 선율악기의 두 요소를 갖추고 있는 만능 악기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음량은 풍부하고 여운이 길며 센 음과 약한 음을 마음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독주·합주·반주 등에 두루 쓰인다.

피아노는 모든 악기의 기본이다. 또한 모든 악기를 어우를 수 있는

악기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습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선 현악 사중

주의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부분에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2악장의 서정적인 부분에선 목관 악기의 소리가 들려온다. 88개의 

건반으로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한다. 겉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가장 화려한 악기이며, 가장 배우기 쉬운 악기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악기이다. 아직도 한참을 피아노와 함께해야 하는 나는 피아노

조련사이다.

글_ 김용진

피아노 

모짜르트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탄핵정국에서 대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활발했으며 가장 신나게 목청껏 떠들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언론이라고 생각

하는 제 의견에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정통 언론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언론사가 질주해 푹풍처럼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중들이 언론의 보도 방향에 따라 이렇

게도, 혹은 저렇게도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뉴스로

인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론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부터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말들을 해 왔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봉합 할 수 있다 해도 펜에 긁힌 상처는 점점 더 깊어만

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언론이

판단을 하는 순간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고 결국 그 방향에

몰려 우왕좌왕하는 것은 대중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 3화

부정한 언론의 Razzle Dazzle Show 

뮤지컬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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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미국. 

재즈에이지(Jazz Age) 혹은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를 지나며 미국은 재즈와 신세대의 성장,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들로 일상을 채워갔고 ‘파티는 더욱 

성대하게, 속도는 더욱 빠르게, 빌딩은 더 높게, 도덕은 

더욱 해이해진 나날들’을 지나갑니다. 

사회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변화도 급속

도로 빠르게 변화를 따라갔고 지금의 

뮤지컬에 대한 모습이 구성된 시기 

역시 이 무렵이며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 (Jazz Singer)가 나온 것도

이 시기이고 헐리웃의 급성장을 이끌어 낸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1920년대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제법 많이 있습

니다. 그 중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뮤지컬 시카고 (Chicago)입니다.

1975년. 브로드웨이를 발칵 뒤집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불행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입니다. 그 해 토니상을 싹쓸이 하고도 모자라

이전에 갖고 있던 브로드웨이 기록이라는 기록은 몽땅 갈아

치운, 지금도 브로드웨이의 전설로 불리는 뮤지컬 코러스라인

덕분에 같은 해 오픈 된 뮤지컬 시카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했습니다. 평단의 평도 좋았고 관객도 어느 정도 있었

지만 코러스라인의 파도가 너무 거셌기에 당시에는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뮤지컬 시카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1996년 리바이벌 프로덕

션의 성공과 2002년 영화의 대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2017년

현재 절찬 공연 중이며 한국에도 방문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품 뮤지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926년, 모린 달라스 왓킨스(Maurine Dallas Watkins)가 

‘시카고 트리뷴즈’지에서 범죄전문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

으로 실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록시 하트와 벨마 켈리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여러 편의 영화와 연극

으로 올려 진 이 이야기는 프레드 앱(Fred Ebb)과 밥 포시의 

극본에 존 칸더(John Kander)의 음악이 만나 현재의 뮤지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뮤지컬 시카고를 시카고답게 만든 데에는 이 

작품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밥 포시 (Bob Fosse)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왕자라 불렸던 밥 포시는

특유의 선과 자세, 그리고 드라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안무

동작과 구성을 통해 어둡고 암울하고 냉소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벨마와 록시, 

그들을 변호하는 빌리플린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로 부패하고 왜곡된 언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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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대중들, 그리고 그 권력과 언론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인간부류들이 어우러져 한판 야단법석 (Razzle Dazzle) 

쇼를 펼칩니다. 그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정의는 부패하고 유죄는

무죄로 둔갑하게 되며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들은 또 다른 

자극적인 사건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체제 

전복적이다’는 평이 잘 어울릴 만큼 세상을 비판하고 조롱하며 쓴

웃음 짓게 합니다.

코러스라인이 총 천연색 공연 연습복차림으로 두 시간 반 공연

중에 두 시간 이십분을 보낸다면 뮤지컬 시카고는 검정색과 맨살이

드러나는 파격적인 의상으로 두 시간 이십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는 14인조의 빅 밴드 재즈 오케스트라가 앉아있고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서 비키지 않고 무대 한 가운데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장인물들은 모두 살인자거나 멍청이거나

타락한 변호사, 쓰레기 기자, 혹은 뒷돈 받는 간수 등 모두 악당 혹은

비정상들 뿐 입니다. 또한 배우들은 배역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장면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남의 얘기 하듯 연기하

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자신을 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앙상블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아주 간단한 장치 하나만으로 변신해서

극중의 다른 인물이 되었다가 극에서 빠져나와 오케스트라 옆에 쭉

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낯설고 어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법은 당시 유행하던 서사극적 기법과 실험극적 기법을

닮아 있습니다. 일명 ‘브레히트 풍 보드빌쇼’로 불리는 이 작품은 

서사극적 기법을 통해 ‘관객들을 극 속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관객

에게 낯설게 극을 보게 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시키게 하기’와

실험극에서 유행하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관객들에게 수동적으로 극 속에

빠져들거나 극중 인물에게 동정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극을 판단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

한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한 진행입니다. 

마치 신문의 활자를 상징 하는듯한 검은 옷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한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즉 하나의 보도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야단법석 (Razzle

Dazzle) 쇼를 즐기게 되고 정의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답을향해 언론을 몰아갑니다. 

결국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 차갑게 언론과 여론은 다음 희생

양을 찾아 떠나가고 남아있는 너덜너덜한 사건의 실체는 이 전투

에서 살아남은 승리의 대가로 살인을 한 자신들이 진실이 되어 

이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외칠 수 있는 부정한 화려함을 입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을 소개하는 노래들을 통해 자신과 같은 인간의

부류를 대변하고 그 부류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결국 상부상조하는

야단법석 (Razzle Dazzle) 세상임을 노래합니다. 

그렇기에 관객들은 벨마에게도 록시에게도 빌리에게도 감정적

동조 혹은 감정이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냉소적으로

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참 정신 나간 세상이야....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그리고 여론

몰이와 진실규명... 이런 복잡한 명제는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 매일같이 마주

하게 되는 진실에 대적하는 가짜 여론과 언론들,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무너져 버리는 가치 판단

들... 이런 세상에서 진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여론몰이.... 

그 어느 때 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당신도 여론이 펼치는 야단법석 (Razzle

Dazzle)쇼에 희생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를 통해 멋진 춤과 멋진 스타일의 야단법석 쇼  

속에 감추어진 썩어가는 진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글_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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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정보 6. 4.(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트뱅크코레아
입 장 료 A석:20,000원
공연개요 한국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민정의 연주회

가족체험공연(샌드아트버블레이져쇼)

공연정보 6. 6.(화)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드림ENT
입 장 료 A석:20,000원
공연개요 영혼을 움직이는 샌드아트와 매직,

환상적인 레이져쇼 그리고 버블이
어우러지는 가족체험공연

Ark Ensemble 제5회 연주회 
“만원의 행복”

공연정보 6. 7.(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Ark Ensemble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로 익숙한 

음악과 쉽게 접할 수있는 음악
으로 울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Performances 6월 공연가이드

제15회 울산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공연정보 6. 3.(토)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국제와이즈멘 울산클럽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어린이합창단들의 개별 합창공연

및 연합 합창공연

김유리 ＆ 현자람 피아노리싸이틀
Dance with 4Hands

공연정보 6. 3.(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앙상블 시선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 출신의 두 젊은 피아니스트

들이 Danse Macabre Op.40
(생상스-죽음의 무도), 연탄곡
등을 선보이는 공연

울산농요재현마당

공연정보 6. 3.(토)  15: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농요보전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농요재현마당



39

제8회 울산소리진흥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6. 8.(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소리 진흥회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국악, 창작아리랑, 통속아리랑, 울

산아리랑과 팔도아라랑의 전승보
존을 이어가기 위한 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정보 6. 9.(금)  6. 10.(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싱어즈오페라단
입 장 료 스탠딩석:100,000원 / V석:70,000원

R석:50,000원 / S석:30,000원 
A석:20,000원

공연개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어
지는 대중이 사랑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

제2회 국악그룹 세악시 정기공연

공연정보 6. 11.(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음악으로 여는 세상 세악시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세악시의 두 번째 정기공연

어린이율동뮤지컬 ̋ 호비쇼˝

공연정보 6. 17.(토) 14:00, 16:00
6. 18.(일) 11:00, 14:00, 16: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극단화랑
입 장 료 A석:35,000원
공연개요 어린이들과 함께율동하며 즐겁고

흥겨운 놀이공연

Love in Jazz

공연정보 6. 17.(토) 18: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재즈피아노교사협회 울산지부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서 음악선생님과 연주자로 활동

하는 6명의 재즈피아니스트가 각각 
2곡씩 총 12곡의 재즈곡을 재즈 트리오
또는 솔로로 연주하며, 프랑스 유학파
재즈뮤지션들인 베이시스트 이검 
교수와 드러머 김윤태 교수가 함께 
협연

한 웅큼의 빛

공연정보 6. 18.(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자유바다
입 장 료 A석:20,000원
공연개요 무송이라는 인물의 반항과 일탈, 삶의

질곡을 다룬 연극

울산극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6. 20.(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극동방송 전속여성합창단
입 장 료 A석:5,000원
공연개요 구연동화를 바탕으로 자작곡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세미 가족뮤지컬 

시크릿 쥬쥬 뮤지컬 시즌 2

공연정보 6. 24.(토) 11:00, 14:00, 16:00
6. 25.(일) 11:00, 14:00
대공연장 

공연주최 등그라미그리기
입 장 료 V석:45,000원 / R석:35,000원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캐릭

터가 등장하는 뮤지컬

제20회 울산무용제

공연정보 6. 28.(수)  6. 30.(금)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무용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26회 전국무용제 출전 지역예선

팀 경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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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전시기간 6. 6. ~ 6. 11.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문화예술과
전시내용 전국규모의 서예작품공모전

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민화, 서각의 입상작품 300여점
전시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6. 7. ~ 6. 12.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가 1년여 동안 게

재한 보다사진들을 주제로 울산
시민들과 함께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 지난 1년간의 울산의 사건
사고 행사의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제4회 빛사랑포토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6. 7. ~ 6. 12.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빛사랑포토클럽
전시내용 빛사랑포토클럽이 네번째 회원 

작품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감성사진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14회 대한민국전통서화대전

전시기간 6. 7. ~ 6. 12.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한국예술문화센터
전시내용 전국 규모의 서예작품 공모전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한국화, 민화로
구분하여 심사하여 300여점 전시

제21회 울산미술대전 

전시기간 6. 14. ~ 6. 25. (12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 저변확대를 위한 울산미술
대전의 작품을 공모 심사하여 
입상작품 250점을 전시

제21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전시기간 6. 27. ~ 7. 2. (6일간)
전시장소 제1,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모전으로 신진 
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 입상작품 120점
전시

무지개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6. 27. ~ 7. 2.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타임이라는 주제로 빛의 예술인 

사진을 통해 바라보는 삶의 시간
흐름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삶의 
일상을 사진으로 표현 40여점 전시

촉 10人 전

전시기간 6. 27. ~ 7. 2.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운정한울문인화 초대작가회
전시내용 붓으로 그리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순화시키고
삶의 여유를 찾고 인생의 발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인화 50여점 전시

Exhibitions 6월 전시가이드

| Information | 공연·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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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중구문화의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고추관아, 게 섯거라』
· 일    시 : 6. 7.(수) 19:30
· 장     소 : 2층 공연장
· 예매/문의 : 마당극단 결(052-286-3855)
· 관 람 료 : 10,000원(북구주민 및 

아카데미회원50% 할인)
· 공연개요 : 공연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의 인식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별따자, 별따자, 하늘올라 별따자』 
· 일    시 : 6. 20.(화) 19:30
· 장     소 : 2층 공연장
· 예매/문의 : 동해누리 (010-9008-6614)
· 관 람 료 : 10,000원(북구주민 및 

아카데미회원50% 할인)
· 공연개요 : 어린이들과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도록

농악 판굿 개인놀이를 새롭게 구성한
독특한 농악 공연

『M&M’s 콘서트』
· 일    시 : 6. 21.(수) 11:30
·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출     연 : 퓨전국악 퀸, 카운터테너
· 입 장 료 : 무료
※우천 시 2층 공연장
· 공연개요 :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명배우 열전-박정자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
· 일    시 : 6. 22.(수) 19:30,  6. 23.(목) 19:3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공연주최 : 중구문화의전당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공연개요 : 단종과 정순황후의 실제이야기를

연극배우 박정자의 낭독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행복한 아침>_
출연 기타리스트 장승호
· 일    시 : 6. 29.(목) 11: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공연주최 : 중구문화의전당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공연개요 : 기타리스트 장승호의 작은소리,

큰울림 바흐에서 비틀즈까지

201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초청기획展_가상의현재, 기억의저편
· 일    시 : 5. 17.(수) ~ 6. 30.(금) 

09:00 ~ 18:00 
· 장     소 : 별빛마루
· 공연주최 : 중구문화의전당,국립현대미술관
· 관 람 료 : 무료
· 공연개요 : 대한민국 현대작가들이 참여한 

50여점의 작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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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예술회관

울주군문화예술회관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 일       시 : 6. 3.(토) 19:30
· 관 람 료 : 전석 35,000원
· 공연개요 :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클래
식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유쾌한 
공연! 

김은아 초대전_묘한 세상 
· 일       시 : 5. 23.(화) ~ 6. 9.(금) 

9:00 ~ 18:00
*매주 ‘월’ 휴관

· 관 람 료 : 무료
· 공연개요 : 울주아트 신진작가 공모

당선자 김은아 초대전

남상일의 100분 쇼
· 일       시 : 6. 30.(금) 20:00
· 관 람 료 : 전석 50,000원
· 공연개요 : 남상일 특유의 걸쭉한

입담과 다재 다능한 
매력 그리고 국악의 
여러 장르를 차별화된
구성으로 흥과 신명이
가득한 무대

울주시네마_터닝메카드W
· 일       시 : 6. 10.(토) 

11:00, 14:00, 16:00
· 관 람 료 : 전석 4,000원
· 공연개요 : 매월 둘째주 진행되는

즐거운 상상마당!악의
화신 블랙미러의 부활과
사상 최악의 위기. 메카
니멀 군단과 친구들이
지구의 운명을 건 최강의
배틀

6월 하우스콘서트 
아쟁컴퍼니아로새김 
· 일      시 : 6. 28.(수) 20:00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공 연 개 요 : 울주문화예술회

관의 대표 기획공
연 하우스콘서트! 

울주시네마 무비나잇_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일       시 : 6. 9.(금) 16:00

6. 10.(토) 19:00
· 관 람 료 : 전석2,000원
· 공연개요 : 한달에 한번, 작풍성이

뛰어난 다양성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는
‘무비나잇’ 6월 상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 

김경호&홍경민 조인트 콘서트
· 일     시 : 6. 17.(토)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공연주최 : 현대예술관
· 관 람 료 : 1층 88,000원, 2층 66,000원
· 공연개요 :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경호,

홍경민의 열정 가득한 조인트 
콘서트

김창완 밴드 : 뭉클 콘서트
· 일     시 : 7. 7.(금)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공연주최 : 현대예술관
· 관 람 료 : 1층 66,000원, 2층 44,000원
· 공연개요 : ‘청춘과 힐링의 아이콘’ 김창완 

밴드와 함께 떠나는 가슴 뭉클한 
음악 여행!

추리코믹스릴러연극 ‘행오버’
· 일     시 : 7. 5.(수) ~ 7. 22.(토) 
· 장     소 : 소공연장
· 공연주최 : 현대예술관
· 관 람 료 : 전석 25,000원
· 공연개요 : 미궁의 밀실살인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스릴 가득한 90분의 
추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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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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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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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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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4.(금) ▶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