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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 ‘알피’ 2 전주세계소리축제 간판 프로그램인 ‘판소리다섯바탕’

올해 주제 ‘더늠’…끝없는 자기화로 예술을 묻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 ·현대·융복합 장르 등 76회 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더늠’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간 열

진지하고도 유쾌한 도전 ‘온고이지신(Young & Frontier)’, 장르 확장과

린다.

융합이 선명하게 담긴 ‘너머의 감각 : 컨템포러리(World Music Today)’,

예년과 달리 축제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장소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중적 화제작들이 가득한 소
‘ 리 인터페이스(Special & Popular)’, 가족

부안 채석강,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

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헬로우! 패밀리(Kids & Family)’, 지역 예술

관 연화루로 넓혔다.

가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글로컬 랩(Glocal Lab)’이다.

올해 소리축제는 작품 중심 예술축제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또 정상급 소리꾼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 명창이 꾸미는 심
‘ 청 패러독스’

위해 번잡한 실외 장식과 프로그램을 최소화해 작품 집중도를 높였다.

를 비롯해 미래의 시나위를 엿볼 수 있는 ‘오늘의 시나위’, 재즈와 슬로바

개막공연은 판소리 100년의 역사를 담은 ‘백년의 서사’다. 근현대 소리꾼

키아 민속 음악의 절묘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해외팀 ‘파코라 트리오’

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 되는 서사를 그려낸 공연이다. 아날로그와

와 철현금 명인 류경화와의 협연 연주, 중견연주자 해금 이동훈, 대금 원

디지털, 근대 판소리와 현대 판소리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기회도 제공

완철이 산조의 미학을 전해주는 ‘산조의 밤’, 풍물굿 개인 놀음의 꽃인 설

한다.

장구 가락이 구성진 ‘광대의 노래’도 기악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린이 그림 공모’나 이머시브(실감형·몰입형) 가

이외에도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 ‘알피’, 전주세계소리축제×KBS교향악단

족 공연도 마련됐다.

‘접점’,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부안 채석강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왕기석 명창의 수궁가’, 평화의

‘안예은 콘서트 : 전주 상사화’, 판소리 기반의 창작 초연작 4개가 포진된

전당에서는 ‘Two Guitars : 박규희×박주원’, 덕진공원 연화루에서는 ‘마

소
‘ 리프론티어 시즌2’ 등도 주목해 볼만 하다.

스터클래스’와 ‘젊은판소리다섯바탕’을 공연한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공연은 ‘전북청년열정-In C’다. 특히 지역 예

축제는 전통과 현대, 월드뮤직과 복합장르 등 7개 섹션으로 구성해 판

술인들이 현대음악가 테리 라일리의 대표작 ‘인 씨(In C)’를 연주한다.

소리부터 실감형 콘텐츠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올해 프로그램은 전통에서부터 대중음악

주제를 잘 드러낸 섹션 ‘포커스 온 더늠(Focus on 더늠)’과 전통 원형을

까지 융합과 확장의 동심원 속에 5개국 76회의 수준 높은 작품들로 전

오롯이 담은 ‘오래된 결: 전통(Being Heritage)’, 젊은 전통 음악가들의

통과 현대의 음악적 경향과 현상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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