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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문화캘린더]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3 外
4월 27일 ~ 5월 3일

2013년 04월 26일 (금) 18:20:52 이혜원 기자  @dipsylee

문화예술전문매체 《유니온프레스》가 4월 넷째 주 주말에 볼만한 공연과 전시를 소개한다.

# 미술ㆍ전시

▲ < 여가의 새발견-연장전>  

- 4.26~5.26 

- 서울 봉래동2가 문화역서울284 1층 

- 참여작가 : 레고당+브릭마스터, 최범, 현태준, 안미현 등

여가, 취미, 레저, 동호회 등 ‘서브컬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

여가의 새발견>展이 전폭적인 호응에 힘입어 연장된다.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3주간 진

행된 본 전시에는 총 2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레고, 플레이모빌,

베어브릭 등의 수집품은 어린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어 가족 단위 관람객 동원에 힘을 보탰다. 26

일부터 시작하는 <여가의 새발견-연장전>은 추가된 작품들로 2층에서 진행된다.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레고 전시는 두 배 이상 규모가 커졌으며 최범, 현태준, 안미현의 작품도 추가됐다. 가족, 연

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 봐도 좋을 전시다. 같은 기간 문화역서울284 1층에서 열리는 <드림 소사이

어티(DREAM SOCIETY)>展도 둘러보면 금상첨화.

▲ < 백남준: 음악의 전시 1963-2013>  4.25~5.24,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 < 포인트 도트(Point Dot)>  4.6~7.14, 63스카이아트 미술관 / 곽인식, 김계현, 김환기, 박지

현, 이대원, 이동재, 이우환, 황인기, 데미안 허스트, 쿠사마 야요이, 겸재 정선

▲ < 컨템퍼러리 에이지(CO NTEMPO RARY AGE) : 작가와 함께 한 30년>  4.26~6.9, 가나아

트센터 / 김종학, 마리킴, 배병우, 사석원, 오치균, 임옥상 등

▲ < 스위트 스프링(S weet S pring)  -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  4.10~30, 이화익갤러리 /

금중기, 김덕기, 남경민, 노준, 박상미, 정소연

▲ < 기울어진 각운들(The S ong of S lant Rhymes)>  4.23~6.15, 국제갤러리 / 남화연, 문영

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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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ㆍ클래식

▲ 국립오페라단 < 돈 카를로>  

- 4.25~28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출연진 : 강병운, 임채준, 나승서, 김중일, 공병우, 정승기, 박

현주, 남혜원 등

 지난달 베르디 희극 <팔스타프>로 웃음을 선사한 국립오페라단이 비극의 진수 <돈카를로>로 돌

아왔다. 베르디 최고의 심리드라마답게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했다. 16세기 스페인 궁정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돈카를로>

는 ‘카를로’의 아버지 ‘필리포’ 왕이 아들의 약혼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 얽히고설킨 네 남녀의 관계와 심리묘사가 작품의 묘미다. 유럽에서 <돈카를로>만 200번

이상 출연한 베이스 강병운(65)이 ‘필리포’ 역으로 한국 데뷔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베르디 탄

생 200주년을 맞아 같은 기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와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 서울시향의 그레이트 시리즈 II 4.26,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정명훈), 테너 그레고리 쿤드, 소프라노 마리아 루이자 보르시,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 < 장한나>  4.29,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장한나), 황병기(가야금), 김정수(장구)

▲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 < 조수미>  4.30,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소프라노 조수미,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마르코 잠벨리), 테너 스테파노 라 꼴

라,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섭

▲ 오페라 < 아이다(AIDA)>  4.25~28,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소프라노 임세경, 손현경, 손현희,

테너 신동원, 윤병길, 이원종 등

▲ 음악극 < 김유정의 봄.봄>  4.23~28,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목화레퍼터리컴퍼니

 

# 연극ㆍ뮤지컬

▲ 뮤지컬 <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 4.26~6.9

- 서울 잠실동 샤롯데씨어터 

- 출연진 : 마이클리, 박은태, 윤도현, 김신의, 한지상, 정선아,

장은아, 조권, 지현준 등

뮤지컬 <수퍼스타>는 예수의 마지막 7일을 록 음악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 초연 후 40여 년간 42

개국 1억 5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레미제라블>, <캣츠> 등의 신화를 만든 세계적인 뮤지컬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고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6년 만에 돌아오는 한국 공연에는 마이클리, 박

은태가 주인공인 ‘예수’ 역을 맡았고 윤도현, 김신의, 한지상이 ‘유다’로, 정선아와 장은아가 ‘마리

아’로 출연한다. 연출은 대표적인 여성 뮤지컬연출가 이지나가 맡았고, 정재일이 음악 슈퍼바이저로

합류해 색다른 편곡을 보여줄 예정이다.

▲ 뮤지컬 < 레미제라블>  4.6~오픈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정성화, 문종원, 조정은, 박지연,

이지수, 조상웅, 김우형, 임춘길, 박준면 등

▲ 뮤지컬 < 그날들>  4.4~6.30, 대학로뮤지컬센터 대극장 / 유준상, 오만석, 강태을, 최재웅, 지창

욱, 오종혁, 방진의, 김정화, 이정열, 서현철, 김대현, 김산호, 박정표 등

▲ 뮤지컬 < 아이다>  2012.11.27~4.28,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 소냐, 차지연, 김준현, 최수형,

정선아, 안시하, 이정열 등

▲ 뮤지컬 < 넥스트 투 노멀>  4.6~5.5,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박칼린, 태국희, 남경주, 이정열,

한지상, 서경수, 오소연, 김유영 등

▲ 연극 < 안티고네>  4.15~28,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박정자, 신구, 김호정 등

  

# 콘서트ㆍ축제

▲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3

- 4.27~28, 오전 11시~밤 11시

- 경기 마두동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 새라새소극장

- 출연진 : 10cm, 권순관, 오지은,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몽키

즈, 가을방학,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옥상달빛, 원모어찬스, 머쉬

룸즈, 폴라로이드, 전기뱀장어 등

각박한 일상에 지친 우리를 따뜻한 봄기운과 음악으로 힐링할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3’이 열린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의 봄 버전이라 불리는 이 공연은 여타 록 페스티벌이나 일렉트로닉

페스티벌과 같은 뜨거운 열기를 느끼기 힘들지만,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봄 소풍

과도 같은 음악 축제다. 이번 공연은 페퍼톤스와 데이브레이크가 양일간 각각 헤드라이너로 나서며

총 36팀의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이 참가한다. 뮤지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음치 클리닉’, ‘우쿨

렐레 교실’, ‘몸치 탈출 교실’, ‘우유 빨리 마시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특별한 재미를 제공하

며 ‘사회공헌’이라는 테마로 환경 캠페인 ‘어스(eARTH)’도 펼쳐진다. 나른한 봄날 추억 가득한 벚꽃

엔딩을 선사할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3’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 장미여관 콘서트 4.27 저녁 7시,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 장미여관,킹스턴 루디스카, 판타스

틱 드럭스토어

▲ 레이프 가렛 내한공연 4.27 낮 4시, 저녁 7시 30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0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 '  4.27 밤 9시, 잠실종합운동장 서문



주차장 돔 스테이지

▲ 김경호 콘서트 4.27 오후 4시ㆍ저녁 8시, 연세대학교 대강당

▲ 더 클래직스- 롭 반 바벨 트리오(The Claz z ics  - Rob van Bavel Trio)  4.30 저녁 7시

30분, 아르떼홀

* [UP문화캘린더]는 매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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