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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폴 스테빙스 / 음악 감독: 존 케니(John Kenny) / 프로듀서: 그랜틀리 마샬(Grantly Marshall) 

 

공연일정 |  2019년 11월 4일(월) 11:00 & 14:00 / 공연장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공연일정 | 2019년 11월 8일(금) 20:00 / 공연장소: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 한글 자막 제공  

티켓가격 |  20,000원 / 15,000원(50명 이상 예약 시) / 10,000(150명 이상 예약 시) 

공연문의 |  FEDERICA PARISE 

Email: fpariseadge@gmail.com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연출: 폴 스테빙스(Paul Stebbings) 

음악 감독: 존 케니(John Kenny) 

프로듀서: 그랜틀리 마샬(Grantly Marshall) 

 

 

티엔티 씨어터(TNT Theatre)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제작해 선보임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라이브 음악과 강렬한 안무가 어우러진 심플한 스타일의 공연을 접하면서 현대의 관객들은 약 4백 년 전,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관객들이 런던 극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미국 뮤지컬 영화의 진부함에서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와도 차별화된다. 도시 거리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정이 동일하게 존엄함”을 재조명한다. 가족 간 

불화로 촉발된 가문 간 전쟁의 비극은 마을을 격렬한 혼란에 빠트리고, 두 젊은 연인의 죽음은 두 가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베로나(Verona)는 고전적인 영광과 라틴인의 열정 및 바로크 양식의 퇴폐미가 있는 무대로 옮겨졌다. 

도덕성, 평화 및 사랑보다 명예, 자부심 그리고 가족 간의 충성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탈리아를 그리고 있다.  

폭력과 편협함으로 분열되고, 진정한 사랑만큼이나 평화를 찾기 힘든 현대세계에서 이 위대한 비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연극과 낭만적인 비극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화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그 본질을 방해하는 원본에 대한 해석을 강요하는 감독들과 

디자이너들로부터 너무나 자주 시달린다. TNT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가진 진정한 풍요로움과 깊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한다. 셰익스피어가 의도한 방식을 현대에 성공적으로 되살린 TNT의 접근방식은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공연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라이브 뮤직과 소규모 출연진으로 

구성되며, 활기찬 움직임과 시적 감수성이 극대화되는 간소화된 무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TNT 

셰익스피어 프로덕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햄릿(HAMLET)을 인용하자면, "연극이 곧 해법(the play is the 

thing)."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음악은 녹음된 기악곡과 라이브 보컬로 구성된다. 존 케니 (John Kenny)는 직접 

작곡한 곡 이외에도 스콧 프리 앙상블(바로크 바이올린, 알토 및 테너 색소폰 녹음과 타악기, 하프시 코드 및 

오르간)이 역사적인 악기들을 활용해 연주한 바로크 보컬과 기악곡 작품들을 편곡하고, 차용하였다. 이 작품은 10년 

전 첫 선을 보인 이래, 3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공연되었으며, 올해는 유럽과 중국에서 활발한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리뷰(Review) 

"TNT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외 투어 전문 극단이다."  

-중국 국립 TV-  

 

“대단하다. TNT는 셰익스피어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대 관객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재팬 타임즈(Japan Times)- 

 

“매우 탁월하면서도 카리스마를 지닌 극단이다...” 

-뉴욕의 빌리지 보이스(Village Voice)- 

 

"세계적 수준의 극단이다...“  

-뮌헨의 (Süddeutsche Zeitung) --- 

 

“예측이 불가능하며 놀랍도록 독창적인 이미지는 언어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에든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의 Scots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