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연극

<세인트 조앤 Saint Joan>
관람 안내
2022.10.5.(수) – 10.30.(일)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공연제목: <세인트 조앤 Saint Joan>
작 조지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
공연기간: 2022.10.5.(수) – 10.30.(일)
공연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공연시간: 평일 19시30분, 토·일 15시, 화요일 쉼
※ 10.10.(월) 대체공휴일 15시
※ 10.17.(월) 공연 없음

티켓가격: R석 6만원, S석 4만5천원, A석 3만원
- 대학생 및 청소년 40%
- 10인 이상 학생 단체 1만5천원 (별도 문의)
관람등급: 12세 이상(초등학교 5학년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80분(인터미션 15분 포함/변동될 수 있음)
예술가와의 대화: 10.9.(일) 공연 종료 후

어느 날 병사의 복장을 한 천사가 나타났다.
영웅 ‘잔 다르크’에 가려진 소녀 ‘조앤＇의 격동적인 서사가 시작되는 시간

어느 날 그녀에게 들려온 목소리, ‘For France.’
평범했던 시골 소녀에서 프랑스의 영웅이 되어버린 조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던 오를레앙 전투의 승리와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던 샤를 7세의 성공적인 대관식까지 이뤄내며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다.

그녀를 향한 열렬한 칭송도 잠시, 휘몰아치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모함은 그녀를 깊은 절벽으로 몰아세운다.
프랑스의 국민 영웅 잔 다르크, 그 이면에 가려져있던 소녀 조앤의 강렬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와
연출가 김광보가 만나다.
역사적 인물인 잔 다르크를 가장 독창적으로 풀어낸 조지
버나드 쇼의 <세인트 조앤>이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의 깊이 있는 텍스트 분석과
섬세한 연출을 만나 시대를 관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가녀리지만 강인한 단단함으로 무장한 ‘조앤’ 역의

백은혜, 권력욕과 두려움 앞에 선 ‘샤를 7세’ 역의 이승주
등 최고의 배우들이 합류해 객석을 사로잡는다.

시놉시스
잔 다르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 시골 마을 평범한 소녀 조앤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왕세자를 도와 잉글랜드
왕국과의 백년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다.

하지만 결국 영국군에 포로로 넘겨지고, 종교재판 결과 이단으로 몰려 화형
당한다.

그리고 화형 25년 후, 조지 버나드 쇼가 꾸며낸 에필로그를 통해 조앤과
샤를 7세를 비롯해 그녀의 화형과 복권에 관여한 인물들이 다시 소환된다.

만드는 사람들
원작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의상 홍문기

연출 김광보

사운드 목소

번역 임성균

분장 이동민

윤색 윤성호

안무 금배섭

소품 정윤정
조연출 박새라

무대 박상봉
출연 백은혜 강현우 김다흰 김수량 박상종 박용수 박진호 유연수 윤성원 이동준 이승주 장석환

문의 및 예매

- 개인예매: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평일 13-20시, 주말 10-17시 / 12-13시 점심시간)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 단체예매: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02-3279-2263, song@ntck.or.kr (평일 10-17시)
학생 단체 전석 1만5천원 (만 24세 이하 혹은 대학교 재학생)

동일회차 10인 이상 예매 및 관람 당일 티켓 일괄 수령 必
- 배리어프리 회차: 10.28.(금), 10.29.(토), 10.30.(일)
※ 해당 회차 단체 예매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02-3279-2263)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