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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ne of

tㅏ

'e most acㄷ
'aiI '·

'ed Czech 
·bor') US iι tust「 a'or Peter Sfs Not less

'')an ter' books by Pete「
 S's — i∩c'ud'ng th'5 one · were 。

'' eadypubllshed "' Korea. amυ ng them Gali'eo Gall''e', series b̊out

Madle Π ka e'˛

재즈 I 」̧τη

자라섬 국

jazz club I

nnyun jazz club I ·̇ww h̨unnyun.com

유립 최고의 제즈 띄아니스트로 숀꼽ㅎ!는 에밀 비쿨리츠키와 
그의 트리오는

제코믹 면속적인 요소애 모던 제즈움악을 짚두시귁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밴드입니다. 버드 꽈웰과 우̈스카 피터숟—o 음악적 요소에 호라●
'아정신윌 결부시긴 체코 재즈 피 i̊노의 노장 비클리츠키壅 한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Δr's of one of the best E●

'¿

peon conteporaⅳ  jazz ρ¡a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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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연극의 요소큘 둑톡뱐 박법으르 쥔합락 것으르 공연 진체의 몹욘

구성하기위헤 필쿰 표로첵션 요소도 등어캅니다. 차떤ㅕ된 공연인

불랙 씨어티는 붙빛, 어둥 모두 색다르,● 보여짐니다. 쨘타지로 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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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ke B'etI썼

ㅂ̌ Poj˜

‘

 or 」iH Bo'ㅓa

쏘실·

’

I*⅛ 二쯔므::싸·23

작곡 : 즈데넥 바르

ㄴYf'˛ s : Park 'n· sun. K'm 」¡
') ' 

ⅱ̨ⅲΓ Barl古  k

www spa˛ .or. k「

쥴리엣)과  길온 란국 뮤시철과 수 차례 헝이 있눈
체코의 직 바르닥이 한국 역사 〉 작곡될
통해 한국 관객율

Aulho「  ol three
Ie g.

Ro '11eo ㅂ r' d 「etur˙

‘
' 

 ̧wjtㅏ

'ㅏ
'i 

ζ

20η 1. τ .̊20 - z011.η 2. 17

무지킴 I M"¸ i˛
-l

가장 유명한 체코의 푹 오쌔라 유서컬 (챔 릿〉은 윕리엄 세익스퍼어 원
작에 체쿄 팝 스타 야넥 례대츠키가 새푭게 각색하Oi 한국 우대에 올린

뮤지컬입니EI. 2()° 9년  초연 이후 국내관객 50만멍 이상이 판람한 뮤지

컬 입 니 다.

MosI fa'】ㅣous εzecl) 'ock φρe'a 'I'usicㄿ  based or' δ sto'˙ y by W¡ ll¡ a'I'

Shθ ke¸ peo'˙e orld w' ⅸten υy θ ρop 

“

●Γ 」oflek ㄴede˛ ky '˙ etu' r's to

Ko'˙eor' 5tdge Prerr'ie' ed i'' 2007 ¡
' wos dlI eB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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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k Meⅲ

a prese''t tho rne㎗ ey o' !̨as‘ ito' h̨ansons as we''

::: 
s̊ p마λ

''of Cze˛
h ξong¸  ol the whole 2oth cenlury.

Πη |

:10. 20- 20'● .' °:

蠱徽箋舞흄峯甘程澤 

㏊1

Ξ daτ 1ce

PEOf)ㄴ ㅌ

ㅑ 있도복

T ' 1 eat 'e

:'1y p「 e—

」 V⅛claˇ

|s dance

a place

}「qog τa :

i ∩〃玉

j이 있눈

〉 작곡될

I

,ls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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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작가 : 인 포羞르지브니

체코 사진작가가 쌀엉한 유럽과 한국의 초자현적인 공경사진. 랜드아트와

감각적인 사진 경계싱에 놓여。있는 포흐르시브니의 사진욘 왕혼이 깃든

지각의 에너지와 그 공간에서 움어져 나와논 아우라* 던려 라이팅¾

⅝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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