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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합창과 더불어 연말이면 찾아

오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사진>이 무대

에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신순주)이지

난1997년부터매해크리스마스시즌공연

해온 호두까지인형은지금까지 5만여명

의관객을동원하며히트상품으로자리잡

았다 올해는 공연 횟수를 늘려 모두 4차

례 관객들을 찾아간다 22일 오후 7시30

분 23일 오후 1시오후 7시30분 24일 오

후 5시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호두까기인형은 발레계 전설 마리우

스프티파의안무와 꽃의왈츠 등차이코

프스키의 환상적인 음악이어우러진고전

발레의 대표작이다 1882년 러시아 상태

페테부르크마린스키극장에서초연된이

후 120여년동안세계인사랑을받아왔다

이번 공연은 원작 호두까기 인형과 생

쥐왕이 발레로 각색되며 생략됐던 등장

인물의구체적인설정과묘사가더해진점

이특징이다아이였던클라라가성인으로

변하는과정을그린기존작품을수정 어

른이 된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가 쭉 이

야기를이끌어나간다

무용수 80여명이 무대에 올라 하얀 눈

송이 요정 군무 러시아스페인중국아

라비아 인형 춤 귀엽고 깜찍한 양치기소

녀와 늑대 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

며유명한 꽃의왈츠 눈의왈츠도펼쳐

진다고도의테크닉을선보이는클라라와

왕자의결혼식장면도눈길을끈다

왕자역으로는국립발레단주역으로활

동했던 스타 무용수 윤전일을 비롯해 불

가리아 출신 발레리노 보르단 플로퓌누

백인규가캐스팅됐으며클라라역은박경

애신송현전진미씨가맡는다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

원(전석 학생 50%할인) 공연예매홈페이

지(gjartgwangjugokr) 참조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올연말에도어김없이찾아온 호두까기인형

지난 2014년 3월 개국한 광주국악방

송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하

는 2016 광주국악방송 송년음악회 아

주 특별한 시간이 23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극장2에서열린다

이번음악회에서는KTX종착역에서

들을수있는 Happiness와 정조의꿈

을 그린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작

곡자 강상구 대금과 소금의 새로운 영

역의기틀을마련하고대중적국악을선

보이고 있는 연주자 한충은 천상의 소

리를선사하는생황연주자김효영이함

께한다

또 감미롭고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를

선사할 작곡가 박경훈 2016 제24회 임

방울국악제판소리부문수상자인김경

아 명창 한국적이면서 깊은 목소리로

활동 중인 재즈보컬리스트 박라온 등이

호흡을맞춘다

아주 특별한 시간은 국악방송 홈페

이지(wwwgugakfmcokr)를 통해 관

람신청이가능하며오는 31일 FM국악

당을 통해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은 광주

99 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

MHz 진도

목 포 94 7

MHz 남원

95 9MHz에

서 들을 수 있

으며 PC와 모

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

플리케이션 덩더쿵 플레이어를 다운

로드 받아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

602931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립발레단광주문예회관서 2224일 4차례 공연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 빛고을 국악

전수관이지역주민과어린이들을대상으

로제59기 국악문화학교와방과후어린이

국악교실수강생을모집한다

오는 2017년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3개월과정으로진행되는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ㆍ중급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방과후 어린

이강좌는가야금 해금등 2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며오는 30일

까지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에방문하거

나 전화신청하면된다 모집 인원은각과

정별 20명내외다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악과함께아주 특별한시간

광주국악방송송년음악회23일 아시아문화전당

김효영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학교어린이국악교실

30일까지수강생모집

한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문화파티

가 열린다 흥겨운 인디밴드 공연이 이

어지고 아기자기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련돼 있다

젊은 쉐프들의 솜씨를 만끽할 수 있는

푸드 트럭을 만나고 새해 소원을 담아

소망나무에걸어도좋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

리방선규)이 22일부터24일까지3일(오

후 4시밤 9시)간아시아문화광장에서

특별한크리스마스 DREAM NIGHT

(이하드림나이트)를개최한다

지난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을맞아처음진행했던행사로당

시가족 연인등 6만 2000여 명관람객

이방문하며큰인기를모았었다

특히높이 7m에달하는성동훈작가

의 소망나무 소망풍경과김기라작가

의 이글루 프로젝트가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끌었다 두작품은이번 12월드

림나이트 행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

며새해소원을작성해걸수있도록준

비돼있다

소망나무 소망풍경은 참여하려면

2017년소망 전당에바라는점등을방

문자 센터에서 받은 소망 엽서에 적어

내걸면된다

인디밴드공연은행사기간동안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첫날인 21일

에는 마술여행 바닥프로젝트 쎄드스

톤 쏠라티 오리엔탈쇼커스 넘버원코

리안이무대를꾸미며22일에는마술여

행 바닥프로젝트 보이즈인더키친 제

8극장 솔루션스가 공연한다 마지막

날에는 마술여행 마리슈 랜즈 NOP

가출연한다

11월 행사시 큰 호응을 얻었던 푸드

트럭과크리스마스마켓은이번행사에

서 더욱 엄선된 쉐프와 셀러들이 참여

해관람객들의입맛과시선을사로잡는

다 버터 새우구이의 대명사 쉬림프

킹 오꼬노미야끼 야끼트럭 스테이크

굽는 고기식당 등인기푸드트럭쉐프

들이찾는다

전당을찾았다면공간곳곳에서열리

고있는무료전시회를찾아봐도좋다

클럽몬스터(문화창조원 복합 2관)

는 대중의 삶을 노래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대중음악을모티브로한현대

미술전이다 인권 시대정신 치유 등

자칫무거울수 있는주제를쿨한 젊은

감각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장

을클럽으로연출했다

밥 딜런 핑크 플로이드 메탈리카

들국화등 70여뮤지션의음악과 그음

악에서 영감을 받은 국내외 현대 미술

가 31명의작품이전시된다 오노요코

게리 힐 사이몬 페이스풀 등의 작품도

만날수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ACC in Flux(문

화창조원 복합 6관)과 웹툰 전문 플랫

폼을이용한작품전시를통해 한국웹

툰산업을조망하는체험전 GO! 웹툰

웹툰 ACC!(문화정보원 기획관)전도

무료로관람할수있다

그밖에 ACC 트래블라운지여행자

의서재도 23일까지운영된다

한편 드림나이트 기간에는 ACC in

Flux 등 전시와문화공간등을둘러보

고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는 국립아시

아문화전당스티커투어 이벤트도진행

된다

행사 기간인 3일 동안 밤 9시(어린이

문화원 제외)까지 연장 운영한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함께즐겨요 송년 문화파티

지난 11월열렸던 드림나이트행사

문화전당 2224일 특별한 크리스마스 드림 나이트

인디밴드 넘버원코리안

흥겨운인디밴드공연에

푸드트럭음식맛보고

소망나무에새해소원걸어

웹툰전등곳곳무료전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