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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는 목숨을 걸고 쓴 대형창시뮤지컬로써, 사랑으로 응집되어 만들어진 주류뮤지컬입니다. 또한 <단교>는 중국의 뮤지컬
제작의 역사상 기적입니다. "단교"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백랑여인과 허선의 천년사랑의 신화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백랑여인과 허선의 사랑은 천하를 감동시키고, 백랑여인과 허선과 같은 많은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는
옛 다리위에서 발생하고 전개된다. 사랑은 원하고, 행복한 동시에 고통스럽고 낭만적인 동시에 얼룩진 것이다. 중국대형창시
뮤지컬 <단교>는가장소박하고, 통속적인어휘를사용하여그려낸백년의시간과두지역의변화무쌍한경지를뛰어넘은낭만적
이고진중하고또한온화한애정이야기다. "그 때단교에서의우연한마주침은, 우리의사랑의기대 고, 우리로하여금추억하게
하고결코떼어낼수없는애증의관계이다. 진정한사랑이란..." 사랑은 원하고사랑은모든것을창조시킨다. 단교는끊임없이
사랑을지속시키게하며, 중국대형창시뮤지컬 <단교>로서천하의모든서로기대고사랑하는사람들에게바친다. 

중국대형창시뮤지컬 <단교> 제작자, 예술총감독 : 양경

폐막작



▶공연일시 : 7월5일(목) 19시 30분
7월6일(금) 19시 30분
7월7일(토) 15시, 19시

▶공연장소:대구오페라하우스
▶티켓가격 : VIP석 5만원/R석 4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 B석 1만원
▶러닝타임 : 90분(인터미션X)
▶관람등급:만12세이상
▶공연문의 : 1566-7897 

백란, 허풍은 단교위에서우연히마주치면서첫눈에반한다. 특수한 역사적배경과개인의이상적인포부때문에허풍은백
란과이별하여떠난다. 용감하고굳센백란은집안의강제결혼을뿌리치고허풍을찾아나선다. 십 몇 년 동안고생하 지만
여전히 허풍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모임에서 운명과 같은 안배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여동생 소청청의 도움아
래 두 사람은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백란은 청청에게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청청은 백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란처럼 가장해 죽음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했다. 외국으로 출장을 떠난 허풍은 신문에서 자신의 부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 비통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부대가 허풍으로 하여금 재빨리 철수할 것을 명령해 허풍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진 채 떠났다. 백란은 혼자서 아이를 정성들여 키웠고, 날마다 단교위에서
허풍을그리워했다. 허풍 역시매일대만의지룽항구에서죽은아내를그리워했다. 두 사람은허선이뇌봉탑아래에묻힌백
낭자를 그리워하는 신화처럼 서로를 그리워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었다. 결국 여러 방법을 통해 허풍은 자신의
부인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호로 돌아가기로 단호히 결심하고, 평생 자신의 아내 백란을 떠나지 않고,
다시단교의연을이어나갔다.

<중국대형창시뮤지컬“단교”의간단한소개>
중국대형의 창시뮤지컬 <단교>는 이 세간의 선남선녀가 진정한 사랑의 낭만과 변화무쌍함, 그리고 유미적인 이야기를 그려내
고있다. 단교는, 항주서호변의위치한옛다리이다. 천년동안셀수없는인정과의리가있는선남선녀들의증거물이다. 그중
에는우리는기억하고있는백낭자와허선의신화도있고, 각골난망의백란과허풍의신화도있다. <단교>는중국의우수한시
나리오 작가인 전정선생이 사력을 다해 써서 완성된 것으로, 그의 체온이 40도가 넘는 열악한 조건에서 완성된 작품이다. 그
후에창작활동을중단하고세상을떠났다. 그는자신의작품이상 되는것을보지못했고, 그때는그의나이겨우 27세 다.
중국국가연극원의왕효응원장과제작자양경은모든감정과열정을쏟아각종의고난을극복하고전정선생께서심혈을기울
인작품 <단교>를무대로옮겼다. 공연을하면, 관중들은모두 <단교>를자신의사랑이야기로여겼으며, <단교> 팀 배후의창작
의 이야기에 모두 감동을 받았다. 인간 세계의 사랑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목숨과
혼을걸고지켜낸사랑이다. 단교는 끊임없이사랑을더욱더지속시키고, 중국대형창시뮤지컬 <단교>는 천하에모든연인에

게바치는뮤지컬로써, 선남선녀들의사랑을지켜나가는것을축복하는작품이다. 

시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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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란役

유월월 yuyueyue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강남 jiangnan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캐스트

CAST

노인허풍/ 백부役

미국강miguoqiang
항주단교뮤지컬극단계약
배우, 국가일류의배우

노인백란役

주현진 zhouxianzhen
항주단교뮤지컬극단계약
배우, 국가일류의배우

허풍役

정기원 zhengqiyuan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강빈 jiangbin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소청청役

곽나 guona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전중교役

유위봉 yuweifeng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왕충항役

양아휘 yangyahui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담선생(이야기선생)役

왕철 zhangzhe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가녀(노래부르는여성)役

김춘화 jinchunhua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백란엄마役

한탁연 hanzhuoyan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설혁 xuehe 왕군익wangjunyi 왕유wangyu 왕함wanghan 장노함 zhangnuohan 장미미 zhangmeimei

전걸 chenhao 준니 zhouni 진욱화 chenxuhua 채안기 caianqi 황정남 lijunnan 황정선 huangjingxuan

백운계役

이정 lijing
항주단교뮤지컬극단
연극배우

허화백役

군중연기자

황정우 huangzhenyu
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

전배우항주단교뮤지컬극단
계약배우(13명)

부우잔 fuyuz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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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초청작 _단교
스태프

STAFF

집행감독_유위봉 (Yu wei feng)

총제작자, 예술총감독_양경 (Liang qing) - 중국청년뮤지컬제작자

단장_이채분 (Li cai fen)

무대미술 조명총감독_황문걸 (Huang wen jie)

Stage Manager_호위민 (Hu wei min) 

무대미술 Staff_강현걸 (Jiang xian jie), 장보근 (Zhang bao qin), 강정보 (Jiang zheng bao), 당종귀 (Jiang zong gui), 요위 (Yao wei), 장양 (Zhang yang)

서조동 (Xu zu dong)

공연도구 총담당_진청춘 (Chen qing chun)

조명보조, 무대미술 Staff_맹 세 (Meng ying xi)

조명보조, 무대미술 staff, riggers_서염화 (Xu yan hua)

음향총담당_심용상 (Shen long xiang)

음향&조명 크루_장서군 (Zhang xi qun)

음향보조_진우정 (Chen yu ting)

미디어,자막,행정_진위화 (Chen wei hua)

음향보조,미디어_하무준 (He mao jun)

의류총담당_진옥지 (Chen yu zhi)

분장감독_장여의 (Zhuang ru yi)

분장보조_연몽흔 (Yan meng 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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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넘버

MUSIC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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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초청작 _단교

❶서막
❷월극 <서호산수> 노래 - 백낭자
❸<침향정> 노래 - 노인 백란
❹<오늘은우리가기쁘고격양된아름다운시절>노래-학생합창,백란,왕충항
❺<예술을배우는목적> 노래 - 담선생님
❻<그림> 노래 - 학생합창
❼<소녀의생각> 노래 - 백란, 소청청
❽<우리함께가요> 노래 - 학생합창
❾<매일매월당신과마주해요> 노래 - 허풍. 백란
❿<우리는가야해요> 노래 - 허풍
<너는말한다, 다시는당신이돌아오기를기다리지않아요> 노래 - 백란
<신부맞추기> 노래 - 시녀 합창
<마음속의결혼식은오로지한번만있을수있어요> 노래 - 백란
<나의사랑을뒤쫓다> 노래 - 담선생님, 백란, 소청청, 왕충항
<당신이돌아오기를기다려요> 노래 - 여자가수, 여손님
<운명> 노래 - 소청청, 전해, 허풍
<단교> 노래 - 허풍, 백란, 허선, 백낭자
<뒤늦은결혼식> 노래 - 허풍, 백란
<당신의사랑은축복할가치가있어요> 노래 - 담선생
<질주하다> 노래 - 백란, 허풍, 소청청

(21)<꺼진체온> 노래 - 전해, 소청청
(22)<바로지금잠깐> 노래 - 백란, 허풍, 소청청
(23)<사모> 노래 - 허풍
(24)<당신의눈동자> 노래 - 왕충항
(25)<친한친구> 노래 - 허풍, 백란
(26)<오늘은우리로하여금기쁘고격양되게하는날> 노래 - 학생합창
(27)<사계절의눈물> 노래 - 허풍, 백란
(28)<단교> 노래 - 허풍, 백란,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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