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사명 : 제15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주제 : Art & Humanity
행사기간 : 2016. 5. 13(금) ~ 5. 22(일) 10일간
행사규모 : 총5개국 51개 공연작품, 52개 기획프로그램
집행위원장 : 박형식
총감독 : 이 훈
참여인원 : 108,483명

공연프로그램 (총5개국 51개 작품, 84회 공연)
해외초청작
(5개국 6개 작품)

<The War> 체호프 인터내셔널 씨어터 &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공동제작 및 사운드 드라
마 합작 – 러시아(개막작)
<Missing> 게코씨어터 – 영국(폐막작)
<양들의 회전목마> 더크 앤 피엔 – 영국
<바람구두를 신은 두 남자> 쏠라스 데 벤토 – 브라질
<손오공 이야기> 중국 호북성 경극원 – 중국
<마법여행> 비로비잔시 인형극단 - 러시아

국내초청작
(12개 작품)

<빨래> 씨에이치수박
<닭들의 꿈, 날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의정부 러브 스캔들> 예술은 감자다
<화희낙락> 예술불꽃 화랑
<홀림낚시> 연희집단 The 광대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 음악당 달다
<날아라 이시미> 극단 사니너머
<원시인 HOT Show!!> 연희컴퍼니 유희
<단디우화 시즌2_꽃과 여인> 창작중심 단디
<황금영혼> 친구네 옥상
<무성영화, 집시음악에 취하다> 신나는 섬
<별난악기 리듬포차> 방타 타악기 앙상블

자유참가작
(18개 작품)

<콩나물버스>, <먹보쟁이 점> 외

개막식,
폐막콘서트
(2개 작품)

개막식 : <삶을 연주하다> 시민참여형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불꽃 화랑, 창작중심 단
디
페막콘서트 : 폴포츠, Asian Classical Players, 친구네 옥상

찾아가는 공연
(8개 작품)

<우리는 아리랑이다> 외

음악극어워드
(5개 작품)

<환상노정기> 그림, <인어공주를 찾아서> 모닥컬쳐
<이양도> 엘에스엠 컴퍼니 외 <이야기락>, <루크레치아>

기획프로그램 (총 52개 프로그램)
예술교류 프로그램
(5개))

제15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 공연예술축제에서 휴머니티를 말하다

배우학교_ 영국 게코시어터 연기워크숍
프리렉처_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 <The War>, <Missing>
음악극 살롱
관객과의 대화 <The War>, <Missing>
전시미술 프로그램
(2개)

음악극주제체험관, 야외설치미술
체험하고 : Mr.M놀이터, 로드스케치, 시네마B, 시네마M,

시민참여 ‘고고고’
(40개)

누구나 피아노, 외주 체험 프로그램
사고팔고 : 프리마켓
맛보고 : 푸드트럭
놀라고 : 의리의고, 이끄미 유랑단, 이끄미 플래시몹

협력 프로그램

지역홍보 부스, 사진공모전, 의료 지원센터

(5개)

JCI 미술대회, 신한류 페스티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Chekhov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SounDrama Studio, Department of Culture of the City of Moscow,
Ministry of Culture of the Russian Federation, 주한영국문화원, 주한중국문화원
[협찬]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 L-point,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국마사회의정부점,
조단스, 히읗, 농협 하나로 마트, 맑은물 사업소, ㈜덕건상사
[축제사무국]
행정감독 - 소홍삼
사무국장 – 김지선
공연사업팀 – 박정제(팀장), 이재일
기획운영팀 – 김미정(팀장), 조은별, 오현주
홍보마케팅팀 – 정성진(팀장), 고하나, 김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