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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음악극 '각설허고 봄'

작성일 2019.07.05

14:31

등록자 박주헌 조회수 222

공연명 창작음악극 '각설허고 봄' 예매하기 예매하기

일시 2019. 7. 10.(수) 19:30 장소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관부서 승달문화예술회관 문의사항

□ 개 요

○ 작 품 명 : 창작음악극“각설허고 봄”

- 201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레파토리 작품

○ 일 시 : 2019. 7. 10.(수) 19:30

○ 장 소 :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화·공연·전시 공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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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연단체 : 우리소리예술단

○ 주최/주관 : 무안군/우리소리예술단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 관 람 료 : 무료(지정좌석제로 예약 필수)

○ 예매 및 문의 : 061-283-1151(우리소리예술단)

□ 출연진

○ 총감독 및 연출 : 서장식

○ 연 출 : 김재영

○ 출연자 : 김린, 박현진, 이종환, 서민경, 김다정, 이다름, 박으뜸, 김순희, 이명채, 윤정현, 오민철, 정재연

○ 악사 : 서장식, 김승호, 김정민

□ 공연소개

‘각설허고 봄’은 각설이타령(품바) 발생지인 무안일로 ‘남창장’(일로장)을 배경으로 각설이들의 삶과 죽음 행로를 

담아낸 공연이다. 

이를 통해 남도특유의 문화와 어우러져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인생과 역사를 각설이로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

였다.

각설이들의 배고프고 힘든 삶, 각설이의 죽음 뒤 슬픔 속에서도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서로 위로하며 열심히 살았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각박한 현 시대의 삶을 뒤돌아 보고 혼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받는 에너지 만큼 행복한 에너지가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 나갔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설이의 타령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창작음악극으로 풀고자 하였다. 종류가 많고 그에 따른 가사와 의미가 각기 다른 각설이의 타령들을 적절하게 응

용하여 작창 하였으며, 각설이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전통음악적 요소와 가사에 따른 의미를 부각시켜 이야기 하고자 하

는 것들을 표현하였다. 

○ 1막

배고프고 추운 겨울, 봄의 희망을 가지고 지내던 각설이들에게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봄, 여름 만큼이나 활기차고 생기넘

치는 노래들이 흘러 나온다.

point. 

절기타령, 능라도 타령, 숫자풀이, 뺑도리 타령, 장맛타령, 개꼬리 타령 등

다양한 타령들을 블어볼 수 있으며, 배우들의 풍자적인 대사와 익살스런 연기에 주목 !

무안의 읍,면,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노래 ‘무안타령’에 귀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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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막

포근하고 따뜻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쓸쓸하고 추운 계절이 돌아온다.

이때 찾아온 각설이의 죽음. 

계절만큼이나 쓸쓸하고 추운 현실 속에서 다시 찾는 희망의 소리가 장마당에 울려퍼진다. 

point.

현재는 보고 듣기 힘든 지게 상여와 상여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각설이 패들이 슬프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모두 함께 즐겨주세요 !

공연명 창작음악극 '각설허고 봄' 예매하기 예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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