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작품명 대표 이미지 

10.3(토)

오후 8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토크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작품 설명 

러닝타임: 60분

초연: 2020년 1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방영당시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TV 드라마를 원작으로, 

일제 강점기인 1943년 겨울부터 한국 전쟁 직후까지 동아시아 격변기 10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다. 지난 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세 남녀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를 

그대로 담아냈다.  뮤지컬의 한 막이 끝나면 권민수 배우의 사회로 주요 출연진들이 출연해 공연

의 무대의상, 소품 분석,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전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0.10(토)

오후 8시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 <한양 그리고 서울>

© 세종문화회관

작품 설명

러닝타임: 66분

초연: 2014년 

2014년부터 해마다 선보여 온 '한양 그리고 서울'은 국악 선율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한양부터 현

재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까지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어제, 오늘, 내일’의 스토리를 담아 

다섯 곡의 국악 관현악연주에 샌드아트, 영상, 연기, 노래를 결합해 다채로운 볼거리로 무대를 

채운다.

연주곡은 ‘한양, 한양에서 서울로, 서울’의 세 가지 테마로 연결되는 총 다섯 곡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테마 ‘한양’의 문을 여는 ‘거둥’(작곡 조석연)에서는 조선시대 한양의 궁궐을 나서

는 임금의 행차를 표현하고, 이어서 ‘태평’(작곡 이정호, 태평소 성시영)에서는 백성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민속음악 시나위로 풀어내는 태평소 협주곡을 만나게 된다. ‘한양에서 서

울로’의 여정을 그린 두 번째 테마에서는 독특한 생황의 음색을 타고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동

을 떠나는 생황 협주곡 ‘저 하늘 너머에’(작곡 최성무, 생황 김계희)가 연주되고, 세 번째 테

마 ‘서울’에서는 서울시민의 일상적 모습을 담은 ‘지하철 연가’(작곡 윤소희, 노래·연기 김

명섭, 노지연, 한다연, 임혜성)와 오늘의 서울 거리의 모습을 담은 ‘거리’(작곡 이경섭)가 연

주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10.17(토) 

오후 8시 

사춤2 <렛츠 댄스, 크레이지>

© 세종문화회관

작품 설명

러닝타임: 70분

초연: 2019년 2월 

렛츠 댄스, 크레이지 (Let’s Dance, CRAZY)는 무대와 객석 전체가 축제를 지향하는 ‘사춤’ 특

유의 흥겨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퍼포먼스 측면을 한층 강화한 공연예술로 힙합, 브레이크 댄스, 

현대무용, 재즈, 디스코, 탱고, 케이팝 댄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춤을 차용해 역동적으로 이야기

를 풀어내는 현대 공연이다. 오리지널 댄스컬을 지향했던 ‘사랑하면 춤을춰라 (사춤)’의 시즌 2

로 패기 넘치는 젊음의 치열한 삶을 춤으로 표현했으며 젊음의 격정적 몸짓에서 카타르시스를 느

낄 수 있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공연이다. 

사춤은 2004년 초연이래 전용관 9년간 정규공연 5천회, 해외투어 62개 도시,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부터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대에 초청된 대한민국 대표 댄스컬이다. 

10.24(토) 

오후 8시 

서울시예술단 <극장 앞 독립군>

© 세종문화회관

작품 설명

러닝타임: 110분

초연: 2019년 7월  

<극장 앞 독립군>은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내년 봉오동 전투의 승전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카자

흐스탄 고려인촌의 고려극장에서 극장 수위를 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의 영웅 

홍범도가 아닌 실패한 독립군으로 극장의 배우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시 9개 예술단 단원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영웅의 활약상을 희망찬 에너지로 표현한 매력

적인 음악이 특히 돋보이며, 극 내내 흐르는 대중가요, 모던 록, 국악,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은 내적 흐름을 연결하며 드라마를 더욱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10.31(토) 

오후 8시 
서울시 무용단 <놋 N.O.T - No One There> 

© 세종문화회관

작품설명

러닝타임: 80분 

초연: 2019년 5월 

창작무용극 <놋>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 (N.O.T-No One There?)'의 약자로, 시대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국적 춤사위에 현대적인 움직임을 가미하여 세련되

게 그려낸 작품이다. <놋>은 10세 소녀의 기억 속에 갇힌 여든 살의 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헤

어진 부모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작품은 어린 소녀의 여정을 통해 전쟁을 거친 사람들이 보

내는 여전히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통의 현상을 바라보며, 넘을 수 없는 

선을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찾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