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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980회

무악풍류 ‘멋과 한의 시나위’ 
Muakpungryu 'Sinawe of the Beauty and Sorrow'

02. 04.

제981회

류영수의 ‘우리 춤 산책’ 
‘Promenade of Korean Dance’ by Ryu Youngsu 

02. 11.

제982회

정소희의 ‘시(時)로 듣는 대금가락Ⅱ’  
'Daegeum Melody II through the Flow of Time’ by Jeong Sohee 

02. 18.

제983회

전통 춤의 향연 ‘무·화·과’ 
Feast of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Mu·Hwa·Gwa’

02. 25.

2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Februar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7년 2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3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March

3.04. (토) 신명의 땅 광개토(연희)

3.11. (토) 우리 민족 전통의 삶과 춤(무용)

3.18. (토) 박경진의 젊은 소리 놀이(성악)

3.25. (토) 백경우의 춤, ‘춤의 향기’(무용)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980회 토요상설공연  The 980th Saturday Performance 

무악풍류 ‘멋과 한의 시나위’
Muakpungryu 'Sinawe of the Beauty and Sorrow'

2017. 02. 0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무악풍류(舞樂風流) ‘멋과 한의 시나위’는 한국 전통악기의 소리를 통해 한국의 멋과 한을 느

낄 수 있는 공연이다. 첫 무대는 ‘남도굿거리’로 전라도를 비롯한 한국의 남쪽 지방에서 풍류

나 삼현육각(三絃六角)으로 쓰이는 곡이다. 이어서 장구 반주에 거문고를 곁들인 ‘거문고 산

조’와 국악뮤지컬 ‘피맛골 연가’의 대표곡인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 데’, 기악독주곡인 산조

가락을 여러 악기로 합주하는 ‘산조합주’가 무대에 올라 국악의 멋과 한을 느낄 수 있는 연주

를 선보인다. 이어서 암수가 서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 속의 새 비익조와 나

무의 가지가 맞붙어 서로 결이 통한 연리지라는 뜻을 담은 ‘비익연리’를 공연한다. 마지막 무

대에서는 각 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을 섞은 ‘아리랑 연곡’을 선보이며, 국악으로 하나가 되는 

따스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Muakpungryu, literally means the taste for the arts in dance and music. Also, the subti-

tle, 'Sinawe of the Beauty and Sorrow' illustrates the performance will be filled with the 

sou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The Southern province styled shaman 

songs called 'Namdo Gutkkeori' will open the stage. The song was played in southern 

province including Jeolla-do, to enjoy tasteful sounds through various kinds of music 

instruments. Following performance will be 'Geomungo Sanjo', a free styled solo play 

of Korean zither, accompanied by dynamic beats of Janggu(hour glass shaped drum). 

Moreover, 'Blue Crane Cries Out in the Clouds', which is the lead song from the Korean 

classical musical titled 'Medly of Pimatgol' will be performed. 'Sanjo Ensemble' will 

present abundant sounds of the beauty and sorrow throughout the harmony of various 

solo plays. Furthermore, following performance 'Biingnyeolli' will be presented under 

the theme of love. Biingnyeolli is a combined expression based on the legendary birds 

named Bikjo that the pair of male and female must fly together, and Yonleejee tree, 

which two separated trees branches work on together. The finale, a medley of Arirang, 

representative folk songs from multiple regions will close the stage while creating a 

meaningful time by harmonizing the performers and audiences through Korean classic 

songs.  

대표 김명원(무악풍류 대표)

출연 김민지, 박소연, 임정민, 이세미, 고준, 석무현 

공연순서 Program

01 남도굿거리  Namdo Gutkkeori

02 거문고 산조  Geomungo Sanjo

03 푸른 학은 구름 속에 우는 데  Blue Crane Cries Out in the Clouds

04 산조합주  Sanjo Ensemble

05 비익련리  Biingnyeolli

06 아리랑 연곡  Arirang Medley



제981회 토요상설공연  The 981st Saturday Performance 

류영수의 ‘우리 춤 산책’ 
‘Promenade of Korean Dance’ by Ryu Youngsu

2017. 02. 1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류영수의 ‘우리 춤 산책’은 한국인에게 내재된 흥을 끌어내어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의 아름다

움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이다. 첫 무대는 한국 민속춤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승무’

로 세찬 장삼놀음, 빼어난 발 디딤새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동작과 발 디딤이 

다양한 ‘태평무’, 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입춤(立舞)’, 노총각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과 흥

을 춤으로 나타낸 ‘초립동’,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  

‘사랑가’, 남사당패의 공연에서 극 형식의 춤으로 재구성한 금파류 ‘한량무’가 이어진다. 궁중무

용 향악무의 양식을 빌어 시적인 춤사위 용어를 보이는 ‘춘앵전’과 한국인의 한을 단아한 멋으

로 풀어낸 ‘살풀이’,  한국의 흥과 멋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진도북춤’으로 공연의 끝을 맺는다.  

Under the theme of ‘Promenade of Korean Dance’, Ryu Youngsu and his troupe inter-

act with audiences while presenting the beauty of both traditional and original dance 

through deriving the inherent pleasure in Korean people.

The opening stage, a Buddhist dance called Seungmu is known as the essence of 

Korean folk dance. Seungmu will illustrate dynamic movements of robe along with 

elegant foot steps. Moreover, Ip-chum will stand out the beauty of stillness while af-

ter Taepyeongmu will showcase various styles of graceful movements. Following per-

formance, Choripdong will depict the optimism and sorrow regarding lamenting over 

the life of old bachelor. In Sarangga, literal meaning ‘love song’, dancers visualize the 

love story between Chunhyang and Mongryong. From a theatrical performance to a 

dramatic dance performance, the reconstituted Gumpa styled Hallyangmu will be fol-

lowed. Then, Chunangjeon will show poetic movements based on the court dance, 

Hyangangmu. Finally, Salpuri transfers the sorrow of Korean people to graceful move-

ments while Jindo Buk-chum will close the stage through dynamic beats of Korean 

joyful enthusiasm. 

대   표 류영수(류무용단 대표)

연   출 김초하

출  연  이채현, 고효영, 홍자연, 유선애, 주해리, 문지원, 박은영, 김인숙, 이하늘, 

이소녕, 김태희, 최서인, 박유정, 강동우, 정지희, 안세진, 이우영, 배지윤, 

김혜지, 문지윤, 김혜준 

공연순서 Program

01 승무  Seungmu

02 태평무  Taepyeongmu

03 입춤  Ip-chum

04 초립동  Choripdong

05 사랑가  Sarangga

06 한량무  Hallyangmu

07 춘앵전  Chunangjeon

08 살풀이춤  Salpuri-chum

09 진도북춤  Jindo Buk-chum 



제982회 토요상설공연  The 982nd Saturday Performance 

정소희의 

‘시(時)로 듣는 대금가락 Ⅱ’
'Daegeum Melody II through the Flow of Time’ by Jeong Sohee  

2017. 02. 1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시(時)로 듣는 대금가락 Ⅱ’은 서울특별시 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인 정소희가 대금연주곡의 

의미를 ‘시(時)’를 통해 전달하는 공연이다. 이번 무대는 정악독주곡인 ‘청성자진한잎’과 산조

독주곡인 ‘한범수류 대금산조’를 통하여 대금과 단소의 깊이 있는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대

금과 가야금의 이중주로 연주하는 ‘사랑의 춤’과 대금과 징의 이중주 ‘파문’에서는 국악기의 다

양하고 화려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몽유도원도’는 대금솔로와 대금합주로 구

성된 곡으로 새로운 구성의 국악곡을 접할 수 있다. 

To deliver the meanings of Daeguem(bamboo flute) play, the principal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Jeong Sohee is prepared a perfor-

mance titled, 'Daegeum melody II through the Flow of Time’. This stage will be filled 

with two types of solo play, Cheongseong Jajinhanip(classic yet rigid style)and Han 

Beomsu styled Daegeum Sanjo(free-style) to express the deeply appealing sounds 

of flute duet, Daeguem and Danso. Then, two different styles of duet, an ensemble 

of Daeguem and Gayageum, ‘Dance of Love’ and an ensemble of Daegeum and Jing, 

‘The Ripple’ will be presented to present the rich yet colorful tones of Korean classic 

instruments. In conclusion, Mongyudowondo, literally means a painting depicts the 

magnificent scenary of mountain peaks in the heaven of dream, will showcase a new 

style classical music of both solo and ensemble with Daegeum. 

대표 정소희(서울특별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출연 정소희, 이지혜, 김인수, 김가령, 육아름나라, 이헌준, 김가현 

공연순서 Program

01 청성자진한잎  Cheongseong Jajinhanip

02 한범수류 대금산조  Han Beonsu styled Daegeum Sanjo

03 사랑의 춤  Dance of Love

04 파문  The Ripple

05 몽유도원도  Mongyudowondo



제983회 토요상설공연  The 983rd Saturday Performance 

전통 춤의 향연
‘무·화·과’ 
Feast of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Mu·Hwa·Gwa’

2017. 02. 2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춤을 뜻하는 ‘무(舞)’, 꽃을 뜻하는 ‘화(花)’, 그리고 꽃에서 탄생한 열매를 상징하는 ‘과(果)’라

는 공연명에서 드러나듯, 이번 공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춤을 종합하여 우리 춤이 열매를 맺

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에서는 화려하

고 섬세한 동작을 감상할 수 있으며, ‘부채산조’에서는 가야금 산조가락에 맞춘 단아한 춤동작

을 볼 수 있다. ‘살풀이’는 남도무의 영향을 받아 강약의 조화 속에서 정·중·동의 아름다움

을 선보이며, ‘진도북춤’에서는 두레굿의 소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장단을 멋으로 풀어내는  

‘소고춤’은 즉흥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춤사위를 보여주며, 설장구를 변형하여 만든 창작무용  

‘장고춤’에서는 다양한 장구가락과 함께 한국적 신명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근

본을 지키면서 재구성되고 재창조된 전통무용을 보여주고자 한다. 

The title of performance, Mu·Hwa·Gwa’ literally reflects meanings of each word, Mu 

of Dance, Hwa of Flower, Gwa of Fruit. The performance features the growth process of 

Korean dance, how the flow of dance has been improved as a frui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aepyeongmu will showcase the grand peace of the nation with a beautiful 

and elegant dance movement. In Buchae Sanjo, a solo play of zither called Gayageum 

Sanjo will be harmonized with graceful motions. Following Salpuri is influenced from 

Southern-style, and its dynamic harmony will depict the esthetic of calmness. A drum 

dance from Jindo province called, Jindo Buk-chum will present the modest beauty of 

traditional cooperative ritual, Dure-gut. Sogo-chum illustrates imprompt free style 

movements in the exiting rhythm of Sogo(small hand drum). Based on the traditional 

hour- glass shaped drum dance called Seolganggu, the original dance performance 

Janggo-chum will present the delight of Korean spirits through dynamic rhythms of 

Janggu(hour-glass shaped drum) beats. In other words, these performances aim to 

showcase the re-creation and re-constitution of traditional dance based on the root.

총연출 채향순

대표 백은희 ((사)소리사위예술단 예술감독)

출연  백은희, 정서윤, 박차은, 장동호, 제갈수빈 

공연순서 Program

01 태평무  Taepyeongmu

02 부채산조  Buchae Sanjo

03 사랑가  Sarangga

04 살풀이  Salpuri

05 진도북춤  Jindo Buk-chum

06 소고춤  Sogo-chum

07 장고춤  Janggo-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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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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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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