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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미스터리 판타지 매직 <스냅(SNAP)>

美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식 초청

 

[공연 포스터]              [연금술사 김영민]

- 4월 12일~28일 뉴 빅토리 극장서 미국 초연 -
- 한국 작품 16년 만에 초청, 마술 공연으로는 아시아 최초 -

- 브로드웨이 월드 선정 “최우수 마술 공연” -

보 도 자 료

 ￭ 보도자료 2019-5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일시 : 2019. 3. 19.(화)

 ￭ 그림 파일 포함 

 ￭ 총 5 장 (보도자료 3장)

 ￭ 담당자 : 뉴욕한국문화원 

            공연프로그램디렉터 한 효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조윤증)은 오는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위치한 유명 극장인 뉴 빅토리 씨어터(The New Victory Theater)의 공식 프로모션 
파트너 기관으로, 극장 측의 공식 초청을 받은 한국 공연단체 ‘그루잠 프로덕션’(대표 
김형준)의 마술 작품인 <스냅(SNAP)>을 개최한다. 

<스냅>은 한국 작품으로는 <난타>에 이어 16년 만에, 그리고 마술 기반 작품으로는 
한국 최초로 뉴 빅토리 씨어터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 2016년 영국 에든버러 초연 
당시, 평론가들의 호평과 더불어 브로드웨이 월드 선정 “최우수 마술 공연”으로 꼽히
면서 아시안 아츠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스냅>은 2017년 에든버러 앙코르 공연
에서도 현지 유력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2018년에는 “공
연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캐나다 ‘시나르(CINARS)’ 비엔날레에 서커스/다원예술 
장르 공연으로는 한국 최초로 초청되어, 전 세계 공연예술계 관계자들로부터 기존 마
술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가졌다는 평가와 함께 수많은 러브
콜을 받았다.

<스냅> 미국 초연이 개최되는 뉴 빅토리 씨어터는 맨해튼 42번가에서 가장 오랜 역
사를 가진 극장 중 하나이다. 가족 및 어린이 관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뉴욕시 운영
의 유일한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특히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가족 공연만을 엄선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스냅>은 “쇼맨”인 마술사를 부각시키는 일반적인 마술 공연과는 달리, 마술을 관객
들의 상상력과 미스터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동화적인 스토리
텔링과 복선을 바탕으로 마임, 신체극,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해 연출한 우수 작품이
다. 흐름을 이끌어가는 장난꾸러기 트릭스터가 어느 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만나
고, 그 안에서 드리머, 연금술사,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마주하는 동시에 
미스터리와 서스펜스가 벌어지기도 하고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세계를 표현해 내는 
등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펼친다. 

동 공연을 제작한 그루잠 프로덕션은 한국 부산 소재의 공연예술 제작단체로, 세계마
술올림픽이라 불리는 ‘피즘(FISM)’ 입상자들과 다양한 마술 기반 국내외 공연 및 행
사를 기획·연출한 경력의 멤버들이 모여 2015년 설립한 단체이다. 이번 <스냅> 공연



에는 2012년 영국 세계마술챔피언쉽 무대 마술 부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가장 창
의적인 액트 상’을 수상한 김태원, 2015년 이탈리아 세계마술챔피언쉽 제너럴 매직 
부문 1위를 수상하고 2017년 ‘미국 마스터 오브 일루션(Master of Illusion)’에 초청
되어 공연한 바 있는 김영민, 동 대회 매니플레이션 부분 입상한 이창민, 2011, 
2014년 세계마술챔피언쉽 아시아대회 코메디 부문 2위 수상 경력을 지닌 김영주, 동 
대회 제너럴 매직 부문에서 2위를 수상한 최철승 외 이영민, 정무준 등 한국 국가대
표 마술사들이 총출동하여 뉴욕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초청한 뉴 빅토리 씨어터 예술감독인 메리 로즈 로이드(Mary Rose 
Lloyd)는 “<스냅>은 훌륭하게 재현된 환상과 혁신적인 시각효과들이 관객들을 미스
미스터리한 마법의 세계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의 
작품”이라고 호평하며, “<스냅>이 뉴 빅토리에서 미국 초연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한국문화원 조윤증 원장은 “최근 한국 마술사들이 미국과 유럽 마술사들을 제치
고 각종 세계 마술 대회에서 수상을 휩쓰는 등 전 세계 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의 <스냅> 공연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한류 
콘텐츠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루잠 프로덕션은 이번 뉴욕 공연을 마친 뒤 대만, 러시아, 중국 등 해외 공
연을 이어간 후 올 가을, 본격적으로 북미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뉴
욕 브로드웨이에 <스냅> 상설 전용관을 오픈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본 공연 티켓은 $17~$47으로 뉴 빅토리 씨어터 홈페이지
(www.newvictory.org/boxoffice) 혹은 전화 (646-223-3010)를 통해 구입할 수 있
다. 관련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공연 프로그
램 디렉터 한 효 (212-759-9550 내선 210)로 연락하면 된다.

###

http://www.newvictory.org/boxoffice


※ <스냅> 취재 안내 

○ Media Call – 공식 오프닝 전, 최종 드레스 리허설
   4월 10일(수) 오후 7시 
   : 사진 및 영상 촬영 가능 / 아티스트 인터뷰는 오후 6~7시 사이 가능

○ Opening Performance – 공식 오프닝 공연 및 사후 주요인사 초청 리셉션
   4월 12일(금) 오후 7시
   : 지정 위치에서만 사진 및 영상 촬영 가능. 단, 트라이포드 사용 불가 / 
    공연 이후 아티스트 및 공연 관계자 인터뷰 가능

미디어콜 및 오프닝 공연의 취재와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님께서는 4월 1일 전까지 
문화원 홍보팀 212-759-9550 (현윤정 내선 212 또는 이경화 내선 205)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 <스냅> 공연 소개 

○ 공연명 : <스냅(SNAP)>
○ 공연기간 : 4월 12일 ~ 28일 (총 17회)
○ 공연장소 : The New Victory Theater 
              (209 W 42nd Street, New York, NY 10036)
○ 러닝타임 : 70분 (중간휴식 없음)
○ 공연단체 : 그루잠 프로덕션
○ 작품경력
   - 뉴욕 뉴 빅토리 씨어터 2018-2019 시즌 기획공연 초청
   - 2018 캐나다 시나르(CIANRS) 비엔날레 공식 쇼케이스 선정 및 초청
   - 2018 홍콩 국제 아트 카니발 초청공연 4회 전석 매진 공연
   - 2017 에든버러 프린지 4회 전석 매진 공연
○ 수상경력
   - 2016 브로드웨이 월드 “프린지 최고의 마술 공연” 선정
   - 2016 아시안 아츠 어워드 (Asian Arts Awards) “베스트 프로덕션 어워드”



○ 주요언론리뷰
   - 브로드웨이 월드 “매년 프린지에 오지만, 스냅과 같은 공연은 단 한번도 본적

이 없다”
   - 더 헤럴드 “공연 전체의 매력과 각 아티스트들의 경이로움은 스냅을 아주 쉽게 

추천할 수 있게 만든다”
   - 더 스카츠맨 “공연의 기교와 독창성은, 관객의 경이로운 미소를 자아낼 것이

다”
○ 시놉시스 : 트릭스터와 함께 떠나는 예기치 못한 여정!

사람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신화 속의 장난꾸러기 트릭스터, 그들은 신화의 시
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살아남아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며 여전히 장난을 즐기
고 있다. 어느 날 그들 앞에 시공간과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봉인된 문이 나타나
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봉인된 문이 풀리고, 한 명씩 문 너머의 세계
로 이끌리듯 들어가며, 이후 플로리스트, 오드볼, 드리머 등의 인물들과 조우하고, 
그들과 얽혀 여러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문 안의 세계에서도 도플갱
어, 데자뷰를 포함해 여러가지 기이한 현상과 수수께끼를 마주한다.

○ 홈페이지 : theshowsna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