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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97호]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2017 ARI Project」 

               창작국악 “시인의 나라” (The Poet’s Country) 

   ▶ 일시 : 2017. 12. 7(목) 19:30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최 : LA한국문화원, 이비컴퍼니(동화)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11.30 (목)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창작국악 <시인의 나라> 공연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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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2017 ARI Project 열두번째 무대로 한국의 

월드뮤직그룹  동화 (대표 서유석)와 함께 창작국악 <시인의 나라> 공연을 12. 7(목)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시인의 나라>는 시인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한 정가가 중심이 되는 감성적인 창작 국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시 윤동주/작곡 석예리의 ‘새로운 길’, ‘흰 그림자’, 시 임화/작곡 오영진 

‘무엇 찾니’, 시 이육사/작곡 오영진 ‘소년에게’, 시 이명한/작곡 김지선 ‘꿈에 다니난 길이’, 시 

김소월/작곡 오영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시 함형주/작곡 석예리 ‘해바라기의 비명’ 등 한국의 유명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를 정가 창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화’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장르의 구분 이전에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2011년 결성된 창작 국악그룹이다. 공연단은 대표 서유석(대금, 소금)를 비롯해 고윤진(해금), 

김주희(거문고), 김규연(드럼, 타악기), 오영진(피아노), 장명서(정가 보컬) 등 한국음악과 실용음악을 

공부한 6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는 2013년부터 1집 앨범 <꿈꾸는 동화>, 2집 <Another Dreams>과 3집 <시인의 나라> 앨범을 

발매하였다. 2014년 정동극장 전통창작발견프로젝트에 선정돼 <어린왕자의 지구보고서>라는 음악극을 

공연했으며, 2015년에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에이팜 쇼케이스 선정, 신진국악예술무대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공연단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LA공연은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워싱팅DC를 거쳐 미주 투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LA관객들에게 순수하고 맑은 감성의 편안한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 기대된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서유석 대표는 "이번 무대는 저희공연팀의 미국 첫 데뷔 투어공연으로 모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이번공연에 참석하셔서 바쁜 이민생활속에 잠시 잊고 

있었던 순수함을 다시금 떠올리시며,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길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의 무대에 함께하셔서 부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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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국악 "시인의 나라" (프로그램 /출연진) 
 

1. 흰 그림자 White shadow 

2. 신바람 High spirit 

3. 숨바꼭질 Hide and seek 

4. 무엇 찾니 What are you looking for 

5. 모란이 피기까지는 Until peonies bloom 

6. 비 갠 뒤 After raining 

7. 꿈에 다니난 길이 The road to go in my dream 

8. 소년에게 Dear Boy 

9.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I didn't know that before. 

10. 해바라기의 비명 A scream of sunflower 

11. 징글벨 Jingle bells 

12.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13. COLOR COLOR 

14. 새로운 길 New way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창작국악그룹 “동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라는 모토로 2011년 결성된 동화는 장르의 구분 이전에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창작국악그룹이다. 거리 및 소극장 등의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왔던 동화는 순수하고, 맑은 감성으로 편안한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2013년 정규 1집 앨범 <꿈꾸는 동화>로 데뷔하였으며 시를 가사로 한 노래곡과 함께 자연 등을 

소재로 한 정규 2집 앨범 <Another dreams>을 발매하였다.  

2014년 정동극장 전통ING 전통창작발견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음악극 <어린왕자의 지구보고서>를 

선보이고, 음악방송형식의 공연 <따뜻한 말 한마디> 음악극 <시인의 나라> 등을 통해 음악에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월드뮤직 페스티벌 에이팜 쇼케이스 선정과 

문화관광부 주최 신진국악예술무대 ‘천차만별 콘서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6~2017년에는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고궁음악회’상설공연팀으로 선정되어 

2년간 약 100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