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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5호]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 

               댄스뮤지컬 "춤추는 청춘" (Dancing Blue) 

   ▶ 일시 : 2016. 12. 2(금) 19:30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최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공연프로젝트그룹 '판'(대표 심새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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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6.11.15 (화)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댄스뮤지컬 “춤추는 청춘”> 공연개최 

http://www.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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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그 열다섯번째 

무대로 공연프로젝트그룹 '판'(대표 심새미)과 함께하는 <댄스뮤지컬 "춤추는 청춘"> 

(Dancing Blue) 공연을 12.2(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댄스뮤지컬 "춤추는 청춘">은 공연프로젝트그룹 '판'이 기획한 댄스뮤지컬로 1980 ~ 

2000년대 추억의 노래와 춤, 연기, 영상을 접목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세대를 아울러 

모두 함께 즐길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추억을 되짚어 봄으로써 세대별 격차를 줄이고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작품이다.  

 

한가로운 주말 아침, 집안을 청소하던 엄마는 미스테리한 상자를 하나 발견한다. 

어리둥절한 엄마는 꾸미기 좋아하는 딸과 백수 삼촌을 불러 모으고 상자 안에 담긴 낡은 

비디오테이프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80년대의 추억, 백수삼촌의 

90년대 추억, 딸의 2000년대 추억이 담겨져 있다. 엄마가 소녀시절 열혈팬이었던 소방차, 

박남정 등 80년대 추억의 노래부터, 백수 삼촌의 학창시절 수학여행 장기자랑 

레파토리였던 HOT, 듀스, 코요테 등 90년대 히트곡들, 철없는 딸의 추억이 담긴 

2000년초 인기절정의 그룹 SES, DJ DOC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댄스곡들로 

신나는 추억여행을 떠난다. 

 

P@N (판)은 Play at Noreeter(놀이터)의 줄임말로서, 엘에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좀더 제공하고자 모인 공연 그룹이다. 

주제, 관객, 시간의 제한없이 공연을 하자는 취지로 2010년 공연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시작한 P@N 은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음악 토크쇼, Filming Performance, 독백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을 이벤트와 함께 한국말로 제공하고 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20-30대 젊은 연극인들이 준비한 가족 뮤지컬에 많은 가족 분들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회상하며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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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뮤지컬 "춤추는 청춘" (Dancing Blue) 소개자료 

 

<연출 의도> 

추억의 노래와 춤, 연기, 영상을 접목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세대를 아울러 모두 함께 

즐길수 있는 다채롭고 볼거리 가득한 공연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추억을 되짚어 

봄으로써 세대격차를 줄이고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줄거리> 

한가로운 주말 아침, 집안을 청소하던 엄마는 미스테리한 상자를 하나 발견한다. 

어리둥절한 엄마는 꾸미기 좋아하는 딸과 백수 삼촌을 불러 모으고 상자 안에 담긴 낡은 

비디오테이프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80년대의 추억, 백수삼촌의 

90년대 추억, 딸의 2000년대 추억이 담겨져 있다. 엄마가 소녀시절 열혈팬이었던 소방차, 

박남정 등 80년대 추억의 노래부터, 백수 삼촌의 학창시절 수학여행 장기자랑 

레파토리였던 HOT, 듀스, 코요테 등 90년대 히트곡들, 철없는 딸의 추억이 담긴 

2000년초 인기절정의 그룹 SES, DJ DOC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댄스곡들로 

신나는 추억여행을 떠난다. 

 

<공연프로젝트그룹'판'> 

         
Producer: 심새미 

Director: 김민형 / Film: 임종운 / Editing: 심새미 

Cast: 김민형, 박중진, 조사랑, 이우현, 김예리, 심성보, 심새미, 호야, 장혜원  

Special Cast: 방향, 박갈렙, 최다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