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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있는 날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창작발레 심청 영상물 상영

한국 발레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창작발레 ‘심청’이 3월 27일 저녁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영상으로 상영된다. 

‘심청’은 지난 1984년 창단한 유니버설 발레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내 최초의 창작 발레로 창단 2년 후인 1986년에 초연한 작품이다. 
안무를 담당한 유니버설발레단의 1대 예술감독 아드리엔 델라스와 음악을 만든 미국의 작곡가 케빈 바버 피카드는 준비과정에서 한국
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공부한 결과 한국적 특징을 잘 살려냈으며, 한국 서민의 소박한 정서와 궁중의 기품 있고 우아한 전통을 클래식 
발레로 매우 잘 표현해냈다. 

‘심청’은 몸짓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발레의 핵심 가치를 살리면서도 토슈즈 대신 꽃신을 신고 나와 한국적인 스토리를 융합하는 방법
으로 첫 선을 보인 뒤, 10개국 40개 도시에서 200여 회 공연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총 3막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버지의 눈을 뜨
게 하는 심청의 희생적 사상과 한국의 독창성이 살아 숨 쉬는 무대와 의상, 우아한 발레와 한국전통의 고풍스러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
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심청’을 뉴욕타임즈의 제니퍼 더닝은 “춤의 근본적인 휴머
니티가 상실돼 가는 이 시대에 관객의 심금을 울린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LA타임즈의 루이스 시걸은 “유니버설 발레단의 ‘심
청’이 한국의 신화를 아름다운 내용과 특별한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고 논평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명장면으로 남성들의 강한 군무인 1막의 선원들의 춤과 2막 환상의 세계 바닷속 장면, 우아하고 한국적인 라인이 돋
보이는 3막 여성들의 군무 궁녀들의 춤 등이 꼽힌다. 특히 3막 왕과 심청의 2인무 ‘문라이트 파드되’는 창작발레 2인무 가운데 가장 아름
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의 희생적 사상, 한국의 독창성이 살아 숨 쉬는 무대와 의상이 돋보이는‘심청’은 2막 바다 속 용궁장면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디베르티스망과 완성도 높은 수중 신. 그리고 3막 달빛아래 국왕과 심청이 추는 로맨틱한 파드되까지 한국적 아름다움
을 서양의 발레문법에 제대로 녹여냈다. 

한편, 창작발레 ‘심청’공연은 목포문화예술회관(관장 김경운)이 문화의 날을 맞아 서울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의 일환
으로 마련했으며 무료로 상영한다.

‘SAC on Screen’이란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며 지역
문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모 신청 선정되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김경운관장은 “비용과 거리 문제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주민에게 영상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을 통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VIP석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
을 공연장에서 화려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상영물 : 심청(발레)
- 일 시 : 2019. 03. 27.(수) 19:30 / 90분
- 요 금 : 전석무료
- 문 의 : 061-27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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