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오 페 라 단
이의주의 해설이 있는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Intention of the plan
기획의도

음악을 기본으로 한 ‘콘서트 오페라’에 모든 배역 성악가들의 의상, 분장을 비롯하여 무대장치와 조명효과를 사용하여

국립 오 페 라 단

전막 오페라와 동일하게 연기도 보여주는 공연이다.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 도니체티의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고 오페라 초심자들에게 연출가가 직접 작품의
배경, 무대 및 에피소드를 해설한다. 영화보다 더 쉽게 부담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탈리아어 원어를 한글 자막으로 제공

이의주의 해설이 있는 콘서트 오페라

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고 중간중간 한국어 애드립 대사와 시대 상황에 맞는 웃음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사랑의 묘약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젊은 남녀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가진 로맨틱 코메디로 남녀노소 누구나 유쾌하고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Storyline
줄거리

2020.11.26.(목) PM 7:30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도니체티의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인간의 순수성을 잘 드러낸 코믹한 오페라
스페인 바스크 지방, 그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디나만 바라보는 순수열혈 청년 네모리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
보며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순애보 사랑이 만만치 않다. 그 마을에 아디나에게 당장 결혼하자며 갑자기
나타난 군인 벨코레. 다급해진 네모리노는 돌팔이 약장수 둘카마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사랑의 묘약을 사게
되고, 사랑의 묘약을 통해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 하는데... 과연 그 묘약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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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프로필

연출.

이의주

Bass.

·이
 탈리아 밀라노 아르세날레극장 연극 및 연기 수학, 파르마 아카데미아 오페라 분석과 연출,

최 공 석 (둘카마라 역)

·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영국왕립음대 오페라과 연주학 석사, 쾰른 국립음대 성악과 석사

디플로마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연출 전문사 수학

· 리차드 루이스-진 섕스 어워드 1위, 블리스-부에스트 오페라틱 싱잉 프라이즈 1위

·최
 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자로 전국 300회 공연연출 및 국립오페라단

· 오페라 <사랑의 묘약>, <토스카>, <리골레토> 등 다수 작품출연

상근연출(2006년~2008년)

· 현, 선화예중, 연세대학교 출강

·한
 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세빌리아의 이발사> 연출
·경
 희대, 가천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대학원 외래교수 및 영남대 겸임교수
·이
 탈리아 비오티-발세시아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및 토스카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장 역임-현,

Sop.

SMI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최 정 빈 (잔네타 역)

· 연세대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 음악대학 오페라과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할레 마틴 루터 대학교 국립 음악대학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지휘.

권성준

·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라 트라비아타>, 오페레타 <박쥐> 등 주,조역 출연
· 현, 한국 독일 가곡 연구회, 프랑스 가곡 연구회, 제주대학교, 인천여자중학교 출강

·독
 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지휘과, 데트몰트 국립음대 피아노과 및 지휘과 졸업
·B
 ielefeld, Neustrelitz 오페라극장 오페라코치 겸 지휘자 역임
· 제18,19,21회 오페레타 페스티벌 Mitteldeutsche Kammerphilharmonie 수석 지휘자 역임
·K
 ammeroper Köln 전속지휘자 역임
·이
 화여대, 세종대, 추계예대 출강, 부천시향,제주도향,강남심포니 객원지휘
·현
 , 경희대, 한세대 출강, 에스제이아트앤클래식/쿤스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Ter.

김

훈 (네모리노 역)

·단
 국대학교 성악과 졸업, 밀라노 시립음악원 성악과 비엔뇨 과정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성악과 디플로마
·오
 페라 <사랑의 묘약>,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등 다수 작품 출연
·이
 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주, 조역 출연 및 유럽 내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 활동 중

피아니스트

최유리

무용수

최영운 조은비

·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피아노 졸업
· 이태리 밀라노 아카데미 오페라반주과정
수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 <투란도트>,

Sop.

오 신 영 (아디나 역)

·연
 세대학교 성악과 수석 졸업,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졸업
·문
 화관광부 주최 2018 올해의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오
 페라 <라보엠>, <헨젤과 그레텔>, <리골레토>,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출연

<일 트로바토레>, <팔리아치&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카르멘>, <오페라 70주년
갈라콘서트> 등 오페라코치 참여
· 국립오페라단 <학교오페라-사랑의 묘약>
50회 반주

·현
 ,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및 전문 연주가로 활동 중

Bar.

이 규 봉 (벨코레 역)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추
 계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페라라 콘서바토리 비엔뇨 과정 졸업, 독일 에쎈

연주자들이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 운영, 관리함으로써 연주의 질적 향상에 책임을 다하는 협동조합 오케스트라이다. 2014년 창단과

·폴
 크방 예술대학교 마스터 졸업

동시에 참여한 “라 스칼라” <아이다 1963>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5년부터 포은아트홀 <마티네 콘서트>에 고정으로 참였다. CBS

·이
 탈리아 레나타 테발디 콩쿠르 및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아름다운 열정>, 국립오페라단 <루살카>, 머니투데이 공연, 국립합창단 <레퀴엠>, 오페라 <가면무도회>, <일 트로바토레>, 베를린 코미셰오

·오
 페라 <사랑의 묘약>, <라 보엠>, <일 트로바토레>, <리골렛토> 등 다수 작품 출연

퍼 <마술피리>,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등
매년 80회 이상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