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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충동 국립극장의 대극장 현재 이름은?
2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3 1973년 국립극장 개관공연으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은?
4 국립발레단 13회 정기공연에서
<OOOO의 향연>(1972) 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작품으로 OOOO는

5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대표공연으로
2013년 한국무용을
수묵화처럼 풀어낸 작품은?
6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
7 오래도록 삶.
8 서양 근대극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 형성된 우리나라 근대연극.

곤충 사마귀의 다른 이름을 뜻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정답 : 1 해오름극장 2 육이오전쟁 3 성웅이순신 4 오줌싸게

5 묵향 6 향수 7 장수 8 신극

<극장의 여정> 낱말퀴즈
2021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획전시 연계 활동지

극장의 여정
해오름극장이 걸어온 길

서울
부민관
1950

대구
문화극장
1952

명동
시공관
1957

장충동
국립극장
1973

전시를 감상하며 활동지 [

] 빈칸을 채워봅시다.
준공 기념 공연 <성웅 이순신> (1973) 공연
[➌
] 은 개관 당시
한국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었습니다.

국립극장, 장충동으로 이전
국립극장은 1950년 지금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인
부민관에서 개관했습니다.

준공 기념 공연인 <성웅 이순신>은
조선 시대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회전무대와 최신 무대장치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장소를 이동하다가 마침내 1973년
[➊
]에서 지금의 장충동으로
대극장(현 해오름극장)과 소극장(현 달오름극장)
두 개의 공연장을 갖추고 이전 개관했습니다.
2021년 국립극장 전경

<성웅 이순신> 출연 배우의 인원수와 개관 당시 객석수를 통해
해오름극장의 규모를 알아봅시다.
<성웅 이순신> 출연 배우 [ ➍
개관 당시 객석수
[➎

해오름극장 건축 특징
건축가 이희태는 해오름극장을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식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 우리의 전통을 국립극장 건축 양식에 구현하는데, …
전통적인 기주(基柱)와 주랑(柱廊)이 지닌
아름다움의 현대화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희태, 1974)

1973년
무대미술 참고

]명
]석

Tip! ‘숫자로 보는 해오름극장’ 벽면에서 찾아보세요!

회전무대
해오름극장에는 한국 사상 최대 규모로
[➏
° ] 회전하는
직경 20m 크기의 회전무대가 설치되어
2017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Tip! <청> 첫 번째 무대 도면 안에서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1973년 국립극장 전경 (국가기록원 제공)

기주
건물 지지를 위한 기둥

주랑
벽이 없이 기둥이 줄지어
이루어진 복도

국립창극단 <청> (2006) 공연
<청>은 회전무대를 활용한 국립창극단의 대표 공연으로 ‘심청가’를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 속 ‘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등에서 회전무대가 사용되었습니다.

1973년 이전 개관 당시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건축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청> 전시 자료와 ‘해오름극장 회전무대 공연들’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회전무대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➋ [ ㄱ ㄷ ] 철거
정답 : 1 명동 시공관 2 계단 3 해오름극장

4 189

5 1,494

6 360

Tip! 활동지 내용과 ‘인터랙티브 극장 체험’ 사진을 참고하여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