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NOVEMBER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November 
2017년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1019회

세계를 향한 우리 문화의 날개 Ⅱ 
“춤으로 만난 인연” 
Wings of Korean Culture Toward to the World  II               

"Relation through the Dance"

11. 04.

제1020회

한국의 예맥藝脈 & 풍류전風流展 
Korean Artistic Tradition & Style

11. 11.

제1021회

물아래 하늘, 하늘 가운데 명월
Water under the Sky, Moon in the Sky

11. 18.

제1022회

장옥주의 열여섯번째 ‘춤’ 이야기
Jang Okju's 16th Story of 'Dance'

11. 25.

11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Novem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7년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12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December

제1023회	 12. 02. (토)  범피 련 신정혜(성악)

제1024회	 12. 09. (토) 송민숙의 궁중무용 무진(舞進) 송민숙(무용)

제1025회	 12. 16. (토) 가락을 수놓다 이용태(연희)

제1026회	 12. 23. (토) 신아승의 춤, 그녀의 오후 신아승(무용)

제1027회	 12. 30. (토) 이야기가 있는 조광희의 피리 조광희(기악)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춤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더

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어 ‘춤으로 만난 인연’이라는 큰 테마로 진행된다.

공연자들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춤과 음악의 한마당으로 무대를 구성하였으며 전통 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용과 타악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주고 해석하여 관객들이 세계를 향한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 무대는 김묘선류의 화선무곡인데 이는 전통무용의 기본인 입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양한 

장단의 변화를 통하여 한과 흥의 멋을 살리면서도 품위있는 춤사위를 자랑하는 작품이다.         

전통북을 개량하여 전통가락과 현대적 리듬을 접목한 작품인 축원 모듬북 합주에 이어 ‘춤으로 

만난 인연’이 이어진다. 이 작품은 오늘의 주제를 담아 춤으로 만난 인연을 음악과 춤으로       

풀어내어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다양하게 표현 것이다. 이외에도 전라도 지방의 가락들을       

풀어내 전라도 특유의 잔가락과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승무, 살풀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은 세계에 견주어도 비기지 않는 한국   

문화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enhance cooperations among various traditional performers, the concert is 

directed under the theme, 'Relation through the Dance'.

The performers will fill the stage with both traditional and modern dance and music. In 

other word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 globally representative asset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first stage is Kim Myoseon styled Hwaseonmu that boasts a dignified movement 

through dynamic variation of rhythms. Based on the traditional dance genre called Ip-
chum, the Hwaseonmuu will illustrate beauty and merriment of Korean dance as well 

as its elegant movement. The following performance, Chukwon Modeumbuk will be 

played with a modernized traditional drum delivering the ensemble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rhythms. Then, the main performance, 'Relation through the Dance' will 

express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 through dramatic steps. In addition, various 

works that have unique ye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olla-do province such as Yi 

Busan styled Udo Seoljanggo, Seungmu, Salpuri, etc. will fill the stage presenting the 

skillful and artistic Korean cultural performances. 

대표 정수경 (워싱턴 디딤새 예술원장/김묘선 워싱턴 전수소장) 

특별출연 김묘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조교) 

출연  정수경, 신하얀, 한미리, 박경진, 장지성, 박지웅, 최동환, 조용배, 조용성, 

       윤보영, 안태진 

공연순서 Program

01 인연의 시작 (김묘선류 화선무곡)  Beginning of the Relation(Kim Myoseon styled Hwaseonmu)
02 활기찬 세상 (축원 모듬북 합주)  The Cheerful World(Drum Ensemble)
03 만남과 이별 (창작 무악 인연)   Beginning & Farewell(Original Dance:Relation)
04 새로운 도전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New Challenge(Yi Busan styled Udo Seoljanggo)
05 인생의 참스승 (승무)  True Mentor of the Life(Seungmu)
06 어머니 (살풀이 춤)  Mother(Salpuli-chum)
07 세계를 향한 인연의 날개짓(김묘선류 소고춤, 사물판굿, 사자춤)  

         Wings of Korean Culture Toward to the World

제1019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9th Saturday Performance 

2017. 11. 04.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세계를 향한 우리 문화의 날개 Ⅱ  

“춤으로 만난 인연”
Wings of Korean Culture Toward to the World  II “Relation through the D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춤과 민요 그리고 다양한 연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관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의 무형문화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예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한국의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있는 연희자들의 생생한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월하정인(달빛 아래의 연인)의 이야기가 무대의 시작을 알린다. 이 후에는 조선 순조 때 향악

반주곡에 맞추어 공연되었던 춘앵전이 이어진다. 수건을 들고 추는 동초수건춤, 나라의 태평

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외에도 경기민요, 산조, 살풀이 춤 등 한국예술의 맥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예술을 다양한 형태들로 보여주

면서 관객들에게 전통의 다양성뿐 아니라 예술성까지도 전달하는 감동의 무대를 전달해줄 것

이다.

The stage is decorated with various performances including folk dance and songs. 

Through watching the show,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feel the energy from the per-

formers who inherit and have sublimated Korean traditional arts as intangible culture.

The story of Wolhajeongin(lovers under the moonlight) announces the beginning of the 

stage. Chunaengjeon will be followed in accordance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called Hyangak from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various performances will deliver 

many Korean artistic traditions and styles in the following stages; Dongjosugeon-chum, 

the dance with towels. Taepyeongmu, the ritual performance wishing for the country to 

be peaceful and abundant. Gyeonggi folk song, Sanjo, and Salpuri-chum. 

공연순서 Program

01 만담.. 月下情人  Mandam..Wolhajeongin

02 춘앵전  Chunaengjeon

03  동초수건춤  Dongchosugeon-chum 

04 뱃노래, 자진뱃노래  Baetnorae, Jajin Baetnorae

05 태평무  Taepyeongmu

06 산조  Sanjo

07 살풀이  Salpuri-chum

08 진주검무  Jinju Geonmu

09 광명농악  Gwangmyeong Nongak

대표 송미숙(국립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연출 이해원

출연 이해원, 임정희, 장광혁, 노경미, 배순열, 홍채섭, 김명원, 이재현, 이치성, 

       박흥식, 이은희. 오미숙, 송현숙, 최현주, 노채명, 송경숙, 백봉선, 석무현 

제1020회 토요상설공연 The 1020th Saturday Performance

2017. 11. 11.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한국의 예맥藝脈 & 
풍류전風流展
Korean Artistic Tradition & Styl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시조, 가사, 민요, 춤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 무대에서는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연곡으로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문을 연다. 그 뒤로 이

어지는 산조춤은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독창적인 춤사위로 현재와 미래의 전통춤을 풍성하게 

표현하여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관객들은 시조와 가사를 기반으로 한 춤 또한 즐

길 수 있다. 공연자들은 자칫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조와 가사에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더욱 작품을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굿거리, 잦은 몰이, 동살풀이, 휘모리 장단 등의 풍물가락에 맞추어 소고를 치며      

다양한 움직임을 펼치는 소고춤, 경쾌하고 흥겨운 가락을 자랑하는 경기민요 등 다양한 장르가     

펼쳐진다. 오늘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The stage is filled with various traditional artistic genre such as Sijo(poem), Gasa(lyrics), 

Minyo(folk song), and dances. Performers will present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experience and enjoy Korean traditional culture.

Arirang(Korea's representative folk song genre) medley from various regions will open 

the stage. Through expressing the colorful tast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following performance, Sanjo-chum will dazzle the audi-

ence with their original dancing. In addition, the stage is directed to be more interesting 

by adding dynamic elements to the traditional poetry and lyrics.

Furthermore, based on traditional percussion rhythms such as Gutgeori, Jajjenmori, 

Dongsalpuri, and Hwimori Jeongdan, a variety genre will boast  cheerful and exciting 

dance movements; Sogo-chum, dancing with a small handed drum called Sogo, and 

Gyeonggi folk song, best known for having incredible rhythmical beats.

대표 최영희(천년가무악 대표)

연출 김동준

출연  변진심, 최승자, 김복남, 김선녀, 김미령, 박규량, 이해숙, 유진희, 유재범, 

      김정란, 정화순

공연순서 Program

01 아리랑시리즈  Arirang Series

02 산조춤  Sanjo-chum

03  월정명  Woljeongmyeong 

04 수양산가 - 가사  Suyangsanga-Gasa

05 소고춤  Sogo-chum

06  경기민요  Gyeonggi Folk Songs

제1021회 토요상설공연 The 1021st Saturday Performance

2017. 11. 18.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물아래 하늘, 
하늘 가운데 명월
Water under the Sky, Moon in the Sky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오늘의 공연은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보여주며 우리 춤을 알리고 보전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연자들은 춤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자 하였다. 

우리춤이 지니고 있는 멋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승무’가 공연의 첫시작을 연다. 이후에는      

한국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산조춤’과 ‘장구춤’이 이어져 무대를 풍성하게 꾸며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예술을 창작하여 만든 ‘대감놀이’와 우리춤의 흥을 만끽할 수 있는         

‘진도북춤’과 소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공연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를 즐기고 그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을 한 층 더 고조시키고자 한다. 

Today's performance will present 'stylish' and 'excit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

tional dance. The performers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power of 

dance.

'Seungmu', which delivers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opens the stage. 

Dance performances, 'Sanjo-chum' and 'Janggu-chum' will depict the beauty of Korean 

dance as well. Then, various traditional dances such as original creative performance 

titled 'Daegamnori' and rhythmical percussion instruments called 'Jindo Buk-chum' and 

'Sogo-chum' will catch the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Thus, in order to heighten the 

pride and passion into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e performers prepared 

dynamic genres of Korean folk performances to introduce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01 승무  Seungmu

02 ‘청풍명월’ 산조춤  'Cheongpungmyeongwol' Sanjo-chum

03 진도북춤  Jindo Buk-chum

04 기원무  Giwonmu

05 장구춤  Janggu-chum

06 대감놀이  Daegamnori

07 판굿. 김묘선류 소고춤  Pan-gut, Gimmyoseon styled Sogo-chum

대표 장옥주(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겸임교수)

연출 우재현

출연 장옥주, 박서연, 김구민, 홍예리, 문혜진, 신하얀, 원선애, 한미리, 박예지 

       장지성, 박지웅, 최동환, 김윤만, 조용배

제1022회 토요상설공연 The 1022nd Saturday Performance

2017. 11. 25.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장옥주의 열여섯번째

‘춤’ 이야기
Jang Okju's 16th Story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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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휴관일  1월 1일, 설 당일, 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정독도서관

광화문역

주차장

조계사세종문화회관

경북궁역 안국역

인사동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K O R E A N  F O L K  P E R F O R M A N C E  F O R  V I S I T O R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