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좋은 공연 안내>

무지개섬 이야기

1. 공연개요
○ 공 연 명 : 무지개섬 이야기
○ 공연기간 : 2017년 3월 11일(토) ~ 4월 8일(토)
화~금요일 오전/오후 특별공연(별도문의) / 토요일 11시, 3시 / 일요일 11시

○ 공연장소 : 종로 아이들극장
○ 주

최 : 종로문화재단

○ 제

작 : 종로문화재단, 극단 성시어터라인

○ 권장연령 : 만 5세 이상
○ 공연시간 : 60분
○ 티켓가격 : 전석 2만원 (단체가 10인이상 40%할인, 20인이상 별도문의)

2. 공연소개

■어린이를 위한 작품소개
무대 위에 펼쳐지는 상상의 바다,
아기고래와 소년의 따뜻한 우정이야기
‘용기’는 외로운 소년이에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래를 잡기 위해 항상 바다에 나가 있는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외톨이로 지낸답니다. 하지만 용기에게는 커다란 비밀이 있어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요. 어느 날 용기는 길을 잃은 아기고래‘아쿠’를 구해주고, 아쿠는 곧 마을에 해일이 밀려온
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소년 ‘용기’와 아기고래‘아쿠’는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른을 위한 관람포인트
제1회 아동 창작희곡상 수상작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올해우수작 선정
제2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무대예술상 수상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한국희곡작가협회가 선정한 제1회 아동 창작희곡상 수상작인 <무지개섬 이야기>는
지자체 최초 어린이전용극장인 ‘종로 아이들극장’의 개관작으로 제작된 뛰어난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다수의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문학성이 뛰어난 대본,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 연출, 창의적 소품들
의 쓰임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꼭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연극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따뜻한 이야

기로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워줄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체소개 극단 성시어터라인
극단 성시어터라인(SUNG THEATRE LINE)은 1992년에 창단하여 연극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지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않는 창작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는 연극전문단체입니다. 극단명은
최초 설립 동인들의 공통 이름자인 ‘成(성)’과 영어 ‘Theatre Line’의 합성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극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극단의 이념을 담았습니다. 창단 이후 서울어린이연극상을 포함한
다수의 연극제에서 수상하였으며 재능나눔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 공연장 소개
내 자녀의 첫 번째 ‘즐겨찾기’ 극장!
‘아이들극장’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문화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이들극장은 단체관객을 위해 식사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돗자리만 가져오세요~!

○ 위치 : 종로구 성균관로 91(혜화동 1-21) 아이들극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신관)
○ 대중교통 : 4호선 혜화역 1번출구>마을버스 종로08>국민생활관 정류장 하차
○ 시설 : 객석 281석, 로비 100평, 어린이전용 화장실, 수유실 등
○ 주차 : 일반주차 90대 수용(3시간 무료), 25인승 버스 2대(무료)
○ 문의 : 02-2088-4290(종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2017년 아이들극장 연간일정표

상반기

1월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1. 4 ~ 14)

2월

서울어린이연극상 수상작 앵콜공연 (2. 9 ~ 19)

3월

아이들극장 창작공연 ‘무지개섬 이야기’ (3. 11 ~ 4. 8)

4월

5월

6월

7월

하반기

타악콘서트 ‘잼스틱’ - 하이컴퍼니 (4. 11 ~ 16)
개관 1주년 기념 ‘아이들거리축제’ (4. 29)
개관 1주년 기념공연 ‘어머니이야기’
- 한태숙 연출/박정자, 장영남 출연 (4. 29 ~ 5. 21)
제2회 예술인형축제 ‘+인형’(6. 6 ~ 11)
2017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6. 14 ~ 7. 1)
제25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7. 18 ~ 30)

8~9월

우수공연 발굴 프로젝트

10월

해외 우수초청공연

11월

‘안데르센 시리즈’ - 연희단거리패

12월

‘스크루지 ’ - 연희단거리패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