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3MARCH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March 
2017년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85회

이주연의 
우리 춤 이야기

Story of Korean Dance by Lee Juyeon’ 

03. 11.

제986회

박경진의 

‘젊은 소리 놀이’ 
Park Gyeongjin's 'Young Sound Performance' I  

03. 18.

제987회

백경우의 춤

춤의 향기(舞香) 
Fragrance of Dance by Baek Gyeongwoo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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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984회

광개토 사물놀이, 

김윤만의 신명을 더하다 
Gwanggaeto Samulnori, the Excess of Mirth by Kim Yunman

03. 04.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4.1(토) 북녘소리와 남녘소리의 만남 

4.2(일) 고성오광대 전 과장

4.8(토) 수온당 최순희의 춤결

4.9(일) 어울림의 놀이굿 ‘어영차! 삼색줄 댕겨보세’

4.15(토) 백다솜의 대금연주회 3rd

4.16(일) 즐거울 樂, 움직일 動, 국악의 즐거움을 움직이다

4.22(토) 이춘자의 명작무

4.23(일) 심장을 울려라

4.29(토) 채한숙의 춤, 우리춤 얼쑤 마당

4.30(일) 전통연희콘서트 꾼’s

4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April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개토 사물놀이, 

김윤만의 신명을 더하다 
Gwanggaeto Samulnori, the Excess of Mirth by Kim Yunman

2017. 03. 0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의 ‘김윤만의 신명을 더하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창작된 전

통예술을 연희꾼 김윤만이 선보이는 공연이다. 첫 번째 무대 ‘문여는 놀이’로 관람객들의 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삼도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 4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전국 각 지방의 풍물가락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신명나는 조화로움을 선사

한다. 태평소의 맛깔스런 매력을 표현하는 ‘호적거리’ 연주에 이어 모듬북을 위한 국악앙상블 

협주곡 ‘아운’이 최초로 공개된다. 전국 각지의 민요를 새로운 구성으로 표현하는 ‘민요연곡’

과 상쇠의 머리에 쓰고 다양한 기예를 선보이는 ‘부포놀음과 연희판’으로 공연은 마무리된다. 

The artist, Kim Yunman from the art troupe of Gwanggaeto Samulnori presents tradi-

tional performances, which are construed and created in various ways under the title 

of 'The Excess of Mirth by Kim Yunman'. The first performance, 'Opening Stage' will 

lift the curtain while blessing the audiences. Then, Samdo Samulnori, the rhythmical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will be filled with four instruments, kkwaenggwari(small 

gong),  Jing(big gong), Janggu(hourglass shaped handed drum), and Buk(drum). 

The reinterpretating traditional beats from all over the country will create a rhyth-

mical atmosphere. Following will be 'Hojeokgeori', illustrating the tasteful sounds of 

Taepyeongso(double reed oboe). After then, the Gukak(classical music) concerto along 

with assorted drums called 'A-UN' will be unveiled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title 

'Medley of Folksongs', various style of regional folksongs will be described with a new 

component. Finally, 'Buponori & Yeonhui-pan', a variety of energetic performing art 

composed with the traditional dance Buponori(wearing a hat with a long ribbon) will 

close the stage.

대표 김윤만(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원)

출연  김윤만, 장지성, 박지웅, 최동환, 조용배, 박경진, 김민정, 윤보영,  

안헌영, 남성훈, 권서영, 소윤선, 박주화 

공연순서 Program

01 문여는 놀이  Opening Stage

02 삼도 사물놀이  Samdo Samulnori

03 호적거리  Hojeokgeori

04 모듬북을 위한 국악 협주곡‘아운’(초연)  Gukak Concerto with Assorted Drum, 'A-UN'

05 민요연곡  Medley of Folksongs 

06 부포놀음과 연희판   Buponori & Yeonhui-pan

제984회 토요상설공연  The 984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주연의 우리 춤 이야기’는 전통춤의 레파토리와 신 무용의 협업으로 관객들에게 전통무용

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그리고 신 무용의 흥미로움을 선보인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인 ‘태평무’로 시작하여 농악놀이에서 유래된 ‘소고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 

부채를 이용한 창작춤 ‘꽃잎과 달빛’이 상연된다.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를 춤으로 

푼 ‘연가’와 격조 있는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힘 있고 역동적인 남성 독무인 ‘한량무’가 공

연된다. 부채와 방울을 이용한 ‘쟁강춤’, 마지막으로 여성스러운 기교와 흥겨운 춤사위, 발 놀

음을 볼 수 있는 ‘장고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흥과 멋을 골고루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Through collaborating the repertoire of traditional and modern dances, the perfor-

mance titled 'Story of Korean Dance by Lee Juyeon' shows the beauty and the elegance 

of traditional dance steps along with the excitement of contemporary movements. 

Starting with 'Taepyungmu', which is known as the dance praying for an reign of peace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a variety of movements. 'Sogo-chum' that is originated 

from Nongak(farmer's music), 'Salpuri-chum',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7, and a creative fan dance titled 'Petal and Moonlight' will be presented. The 

dance titled 'Yeonga' originated from the love song of Pansori Chunhyangga will be 

performed. The next stage, 'Hanllyangmu'is a male solo dance representing the pow-

erful and the dynamic figure of a Confucian scholar, Sunbi. 'Janggang-chum' using a 

fan and a small bell and finally 'Jango-chum', which illustrates feminine techniques, 

exciting movements, and dynamic steps will be presented providing the merriment 

and mirth to the audience. 

대     표 이주연(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예술감독 배성한(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주임교수)

출      연 최정윤, 김종우, 문지혜, 박은진, 김영은, 김이준, 진민지, 최우현

공연순서 Program

01 태평무  Taepyeongmu

02 소고춤  Sogo-chum

03 살풀이춤  Salpuri-chum

04 꽃잎과 달빛  Petal and Moonlight

05 연가  Yeonga

06 한량무  Hallyangmu

07 쟁강춤  Janggang-chum

08 장고춤  Jango-chum

이주연의

우리 춤 이야기
Story of Korean Dance by Lee Juyeon 

2017. 03. 1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제985회 토요상설공연  The 985th Saturday Performance 



박경진의 

‘젊은 소리 놀이’Ⅰ
Park Gyeongjin's 'Young Sound Performance' I 

2017. 03. 1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젊은 국악인 박경진이 소리놀이 라는 주제로 전통음악을 노

래(歌), 타악(打), 창작음악(樂)으로 다양하게 선보이는 무대이다.

전반부는 민속음악의 전통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첫 시작은 모든 이에게 

앞 길의 행복을 비는 신명나는 ‘길소리 놀이’와 ‘축원 비나리’이다. 이어 경기도당굿과 군웅무

가의 만남 ‘경기무악’과 ‘태평소와 사물놀이’로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후반부

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순수서정시의 개

척자 김영란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를 인용한 창작음악과 민요 ‘나나니타령’, '뱃노래'

를 모티브로 이별한 임을 그리는 옛 여인의 노래인 창작음악 ' 녀가' 를 선보이며 미래에 대한 

간절한 의지, 기다림을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Under the theme of Sound Performance, a young traditional Korean musician, Park 

Gyeongjin presents various kinds of traditional music by singing, percussion beats, 

and creative music pieces. 

The first half of stage is consisted of works heightening the traditional sound and 

rhythmical colors of folk music. Opening stage will be 'Gilsori-nori' and 'Chukwon Bi-

nari' in which performers pray happiness for everyone's future. The nest performance 

is 'Gyeonggi Muak', the meeting of 'Gyeonggido Dodang-gut' and 'Gunwoong Muga'. 

Then, 'Taepyeongso & Samulnori' will bring lots of groove beats and tunes to the stage.

The second half is composed of artworks that elaborate the modern colors based on 

tradition. In particular, an original music piece based on a poet titled 'Until Peonies 

Bloom' written by Kim Youngran will be performed with a folk song 'Nanani Taryeong'. 

Also, with a boating song motif, a creative song of one woman yearning after her de-

parted lover will prepared on the name of 'Song for Dear Lover'. In other words, the 

performance will deliver sympathy sympathize about the determined eager and the 

patient for the future.

  

대표 박경진(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연출 김문섭

출연  김문섭, 조연희, 김윤만, 최동환, 조용배, 김종영, 안헌영, 김슬지, 윤보영

공연순서 Program

01 길소리 놀이  Gilsori-nori

02 축원 비나리  Chukwon Binari

03 경기무악  Gyeonggi Muak

04 태평소와 사물놀이  Taepyeongso & Samulnori

05 모란이 피기까지는  Until Peonies Bloom

06 녀가  Song for Dear Lover 

제986회 토요상설공연  The 986th Saturday Performance 



2017. 03. 2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백경우의 춤, 춤의 향기(舞香)’은 고(故) 이매방 선생의 춤을 초석으로 한국 전통춤의 다양한 

소작품을 집성하여 전통춤의 향기를 관객과 함께 향유하는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서 고(故) 이

매방 선생의 주옥같은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

이춤’을 전통춤꾼 백경우가 선보인다. 이 외에도 남성적 춤을 표현한 ‘사풍정감’과 무녀의 고

난과 역경을 뛰어 넘어 환희와 기쁨을 안으려는 ‘대감놀이(무당춤)’, 옛 권번의 춤 학습 과정에

서 가장 중요시 되던 ‘입춤’이 상연된다. 이 밖에 국가무형문화제 제92호 강선영류 ‘태평무’가 

공연되며, 마지막에는 관객의 신명을 돋우는 박병천류 ‘진도북춤’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한

국 전통춤의 소작품들을 집대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국내외로 선보이는 백경우 무용단의 춤

과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기를 바란다. 

'Fragrance of Dance by BaekGyeongwoo' is going to share the scent of traditional Kore-

an dances with the audience through combining various morceaux based on the danc-

es of the late Lee Maebang. In this stage, Baek Gyeongwoo will present the late Lee 

styled precious dance pieces, 'Seungmu'(the intagible cultrulal property No. 27) and 

'Salpuri-chum'(No. 97). Besides, a series of traditional dance will be featured in se-

quence. 'Sapungjeonggam' is full of virile energy and 'Daegam-nori(shamanic dance)' 

depicts female shaman's joy of embracing a god. 'Ip-chum' was the most important 

dance steps among Gwonbeon(an institution of female artist troupe)'s curriculum. 

Moreove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2, Kang Senyeong styled 'Taepyeo-

ngmu' and a dynamic performance andPark Byeongcheon styled 'Jindo Buk-chum' will 

embellish the finale. Therefore,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spend a memorabile mo-

ment by Baek Gyeongwoo art company, which has harmonized numerous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dance while featuring its variety to the world.

대표 백경우(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연출 백경우

출연 차승란, 송소담, 정은파, 이정화, 최미영, 임주영, 김민성, 유현정

공연순서 Program

01 승무  Seungmu

02 입춤  Ip-chum 

03 태평무  Taepyeongmu

04 사풍정감  Sapungjeonggam

05 대감놀이  Daegam-nori

06 살풀이춤  Salpuri-chum

07 진도북춤  Jindo Buk-chum

백경우의 춤,

춤의 향기(舞香) 
Fragrance of Dance by Baek Gyeongwoo

제987회 토요상설공연  The 987th Saturda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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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정독도서관

광화문역

주차장

조계사세종문화회관

경북궁역 안국역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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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및 관람 시간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다음날, 추석 연휴 다음날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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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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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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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