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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January
2017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anuar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7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976회

곽시내의 춤 ‘우리춤! 멋과가락’  
Dance by Guak Sinae, 'Korean Dance! Style & Rhythm'  

1. 7.

제977회

소리인형극 ‘정선아리랑’
Musical Puppetry‘Jeongseon Arirang’

1. 14.

제978회

김영임의 소릿제 ‘우리의 노래’
'Our song' by Kim Youngim Sori Company 

1. 21.

제979회

이부산의 타의향- 청출어람
Lee Busan styled Percussion Performance, the Scent of 

Percussion - Cheongchuleolam  

1. 28.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2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February
12.03.(토)	 김영임의	소릿제	‛우리의	노래’	이슬	(성악)

12.10.(토)	 이춘자의	명작무	이춘자	(무용)

12.17.(토)	 여인청이	들려주는	경기소리	김보연	(성악)

12.24.(토)	 수온당(受蘊堂)	최순희의	춤결	최순희	(무용)

12.31.(토)	 THE+미소의	흥+흥	콘서트	이은희	THE+미소	(성악)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04. (토)	 무악풍류(舞樂風流)의		멋과	한의	시나위	김명원	(기악)

2. 11. (토)	 류영수의	무담(舞談)-	춤이야기	류영수	(무용)

2. 18. (토)	 정소희의	‘시(時)로	듣는		대금가락2ʼ	정소희	(기악)

2. 25. (토)	 전통춤의향연‘무화과ʼ	백은희	(무용)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곽시내의 춤

‘우리 춤! 멋과 가락’
Dance by Guak Sinae, 'Korean Dance! Style & Rhythm'

2017. 1 0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제976회 토요상설공연ㅣThe 976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악의 성지 남원의 춘향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명무 故 조갑녀 선생의 춤

을 전수 중인 곽시내가 준비했다.

조갑녀류 춤사위 중 '승무'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의 어전에 나섰던 이장선(1866-1939)으

로부터 전해 내려온 춤이다. 장단과 복식, 춤사위가 궁중무에 바탕을 두고 있어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춤의 기본과 정신 역시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또한 조갑 

녀류 춤사위를 대표하는 춤으로써 '민살풀이춤'을 선보일 것이다. '민살풀이춤'은 자유롭지만 

절제미가 돋보이는 즉흥춤으로 호남 무속 '살풀이' 장단의 엄격한 규칙을 반영한다. 손에 드 

는 소품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속멋으로 정중하고 무겁게 추는 살풀이춤'이자 예인으 

로서 예도를 지키면서 우리의 깊은 한과 멋을 흥으로 승화시킨 '민살풀이춤'을 선보일 것이다.

Gwak Sinae who is a follower of a late dance master named Jo Gapnyeo, presents a 
dance performance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Chunhyang festival held in Namwon,
which is a sacred c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mong the Jo Gapnyeo styled performances, a dance performed by buddhist monks 
called ‘Seungmu’ is transmitted from Lee Jangseon(1866-1939) who danced in the 
royal presence for the last emperor Gojong in Joseon dynasty.
The rhythms, costumes and steps of 'Seungmu' are based on traditional court dance. 
This particular dance piece has retained the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s well 
as the originality of Korea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 dance piece named 'Minsal-
purichum' will be presented as one of defining pieces in Jo Gapnyeo's career. 'Min-
salpurichum' is an impromptu dance has a controversial characteristic that has free 
movements following a strict rule set of Honam regional shamanic rhythm called 'Sal-
puri'. As a type of 'Salpurichum' without using props, the performer of 'Minsalpurichum'
dances within courteous yet solemn movements reflecting the bottom of her hearts. In
other words, as an artist who follows the refinement of arts, the performer of 'Min-
salpurichum' sublimates deep grace and sorrow(one of features of traditional Korean
emotion) into merriment and mirth.

대표 곽시내 (조갑녀류 승무 민살풀이춤 전수자))

사회  정명희 (조갑녀전통춤 보존회 회장, 한국국제예술원교수)

출연  곽시내, 김선영, 이계영, 고연세, 이민선, 김윤희, 구혜림,  

유한별, 이미래, 강보령

공연순서 Program

01  가야금 병창  Gayageum Ensemble

02  조갑녀류 승무  Jo Gapnyeo styled Seungmu

03  부채현금  Buchaehyungeum

04  풍류장고  Pungryujanggo

05  흥푸리  Heungpuri

06  진도북춤  Jindo Bukchum(drum dance)

07  조갑녀류 민살풀이춤  Jo Gapnyeo styled Minsalpurichum



제977회 토요상설공연 The 977th Saturday Performance 

소리인형극 ‘정선아리랑 
Musical Puppetry‘Jeongseon Arirang’

2017. 1. 1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을 소리와 인형극으로 공연한다. 남한강의

'아우라지' 강변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자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남한강 수계의 주요한 

지역이다. 송천과 골지천의 두 물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과는 반대로 '아우라지'에는 이루어

지 못한 두 청춘남녀의 실연이 '정선아리랑' 노래에 담겨 전해지고 있다.

인형극 ‘정선아리랑’은 아우라지 처녀의 전설을 기본으로 '정선아리랑'의 가사를 충실히 재연하

여(꼬마신랑 이야기, 시집살이의 애환, 가산 탕진, 호랑이와 열녀의 전설 등)이야기를 꾸몄다.

대부분의 출연진이 정선아리랑보존회 소속으로 ‘정선아리랑’공연에 쓰이는 음악 및 효과음들

을 생생하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인형조종도하는 소리와 인형극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이와

같이, 전설을 소리인형극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정선아리랑’의 참맛을 직접 느끼

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을 준비하였다. 

In the Namhangang river, a riverside called 'Auraji' is where two streams, the Songcheon

and the Goljicheon meet and is the area where Gangwondo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Jeongseon Arirang’ was conceived. The musical puppetry performance shared the

same name with the song 'Jeongseon Arirang'. It narrates a sad love story of a broken 

hearted couple that takes places at 'Auraji'.

The musical puppetry of ‘Jeongseon Arirang’ is based on the folk tale of Auraji. The lyrics

of the traditional folk song 'Jeongseon Arirang' include stories about the life of a woman

in 'Auraji' who had a young groom, sorrows of a hard life as a daughter-in-law, squan-

dering family fortunes, the legend of a tiger and a faithful woman, etc.

Most performers are members of the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Jeongseon Arirang'.

In the musical, the songs and sounds effects of ‘Jeongseon Arirang’ along with the ac-

companying puppets will create an atmosphere for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true 

taste of ‘Jeongseon Arirang’.

대표 안정의 (아라리인형의집 대표)

연출 안미나

출연  안미나, 김갑순, 김명희, 이청자, 나수빈, 한춘란

공연순서 Program

01 공연내용설명   Explanation of Performance

02 소리인형극 ‘정선아리랑’ Musical Puppetry‘Jeongseon Arirang’



제978회 토요상설공연 The 978th Saturday Performance 

2017. 1 2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 김영임에게 사사를 받고 있는 경

기민요 전공자들로 구성된 김영임소리컴퍼니 단원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김영임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회심곡'과 흥겹고 구성진 멋이 특징인 '창부타령', '노들강변', 

'양산도' 등 경기민요 뿐 아니라 애원조가 많은 동부민요, 그리고 창작곡 '배 띄워라' 등 우리

의 노래로 구성하였다. 

경기민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은 굿거리, 자진타령, 세마치장단이다. 가락은 반음이 없

는 5음계로 구성되어 매우 흥겹고 신이난다. 본 공연에서는 민속반주단의 풍성한 음악과 함께 

무용, 모듬북 퍼포먼스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performance is presented by Kim Youngim Sori Company, consisted of disciplines 

of Kim Youngim, a teaching assistant of Gyeonggi Minyo(folk songs) which is desig-

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7.

The stage kicks off with 'Hoesimgok' best known piece of Kim Youngim. This is followed 

by 'Changbu Taryeong' and 'Nodeul gangbyeon'. 'Yangsando' expresses exciting motion 

and well composed song. Newly creative song 'Set the boat afloat' and lists of Dongbu 

Minyo(folk songs) also present in the stage. 

One of the most common beat using in Gyeonggi Minyo(folk songs) is Gut geori, Jajin 

Taryeong, Semachi Jangdan. The melody composed of pentatonic scale without semi-

tone, which makes stage more enjoyable. The glamorous music, diversity of dance and 

drum performance will provide the audience with a special moment filled with merri-

ment and mirth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공연순서 Program

01 오프닝&비나리 Opening stage&Binali

02 살풀이춤 Salpurichum

03 긴아리랑, 한오백년, 노랫가락 Gin(long)Arirang, Five hundred years, Norae Garak

04 노들강변, 창부타령 Nodeulgangbyeon, Changbu Taryeong

05 배띄워라 Set the boat afloat

06 무어별  Mueobyeol

07 모듬북 퍼포먼스 Drum performance

08 회심곡 Hoesimgok  

09 양산도, 매화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Yangsando, Maehwa Taryeong, Bannorae, 

10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Singosan Taryeong, Gungchodaenggi

11 아리랑, 경복궁타령 Arirang,Gyeongbokgung Taryeong

김영임소릿제 ‘우리의 노래’
'Our song' by Kim Youngim Sori Company 

대표 이슬(김영임소리컴퍼니 단원)

출연  김아영, 이 슬, 백설화, 임 향, 양은별, 이영은, 김민우, 이민호, 심현경, 손정진, 

김대환, 허승열



제979회 토요상설공연 The 979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이부산명인의 제자들이 꾸미는 ‘타의향 청출어람’의 주제를 가지고 장고를 중심

으로 타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첫 무대는 호남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신밟기 소리를 재구성하여 음력 정초에 악귀와 잡

신을 물리치고, 가정의 다복과 축원을 기원하는‘지신밟기 집돌이굿’을 선보인다. 이어서 여러 

대의 장구가 하나의 큰 울림을 만들어 내는 ‘우도 설장고 대합주’, 꽹과리, 징, 장고, 북의 4가

지 악기로  신명의 분위기를 자아내는‘호남우도 사물놀이’, 춘향과 이몽룡의 청춘 남녀의 사랑

을 이야기하는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풍물놀이의 노른자위 대목을 골라 엮어 연주 이외

에 버나, 열두발 상모, 부포놀음, 소고놀음, 설장고놀이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하나 되는 신

명난 분위기를 선보일 것입니다.  

Under the theme of 'The Scent of Percussion - Cheongchuleolam', which means the stu-

dent surpasses their master, the disciples of Master Lee Busan present a performance 

showcasing the various shapes of Korean percussion music , such as Janggu (hourglass 

shaped handed drum).

To celebrate Lunar New Year's Day, a performance titled 'Jisinbalgi Jibdoli-gut' will open 

the stage. This modernized performance is from the traditional sounds of Jisinbalgi, 

which is a ritual tradition expelling evil spirits while praying for family's blissful hap-

piness on New Year's Day. The continued stage, Udo Seoljangu Orchestra will be filled 

with dynamic beats of multiple Janggu to create a perfect harmony. Then, 'Honam Udo 

Samulnori' will create a rhythmical atmosphere with four instruments, Kkwaengwari 

(small gong), Jing (big gong), Janggu, and Buk (drum). Moreover, 'Love song' of pan-

sori (musical story telling) Chunhyangga will follow depicting the dearest love story of 

Chunhyang and Mongryong. Finally, a performance of Pungmulnori with Beona (plate 

spinning), Yeoldubal Sangmo, Buponoleum, Sogonoleum, Seoljanggunori, etc. will cre-

ate a special moment that will delight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01  지신밟기 집돌이굿  Jisinbalgi Jibdoli-gut

02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대합주  Lee Busan Styled Udo Seoljangu Orchestra 

03  호남우도 사물놀이  Honam Udo Samulnori

04  판소리 ‘춘향가中 사랑가’  Pansori 'Love song from Chunhyangga'

05  풍물판굿 운우풍뢰  Pungmulpan-gut Unupungroe

2017. 1. 2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이부산의 타의향- 청출어람
Lee Busan styled Percussion Performance, the Scent of Percussion - 

Cheongchuleolam

대표 이부산(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1호 진주삼천포 농악 전수조교 )

출연 김복희, 박경진, 장지성, 박지웅, 이순임, 최동환, 조용배, 조용성, 김윤만,  

권준성, 권준혁, 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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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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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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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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