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4APRIL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April
2017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in April
2017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989회

최순희의 춤결  
Choi Sunhee's Dance Flow

04. 08.

제990회

백다솜의 대금연주회 3rd.
Baek Dasom's Daegeum 3rd Recital 

04. 15.

제991회

천 년을 흐르는 우리 춤
‘가무백희 놀자’
A Thousand years of Traditional Dance(Dancing through 

Myriad Years), 'Gamubaekhee, Shall We Dance'

04. 22.

제992회

채한숙의 춤 : 우리 춤 얼쑤 마당 
‘Dance by Chae Hansook :  Exciting Traditional Performance

04. 29.

제411회

전통연희콘서트 꾼’s 
Traditional Dance Concert :  Performer's

04. 30.

제988회

북녘소리와 남녘소리의 만남
Sound in Unison with Northern and Southern Musics

04. 01.

제409회

즐거울樂, 움직일動,  
국악의 즐거움을 움직이다   

Pleasant, Rhythmical, The Delight of Gukak 

04. 16.

제410회

심장을 울려라 
Beat the Heart  

04. 23.

제408회

어울림의 놀이 굿  
‘어영차! 삼색줄 댕겨보세’ 

Gut, the Society for Shamanic Practice, 'Let's Play Tug-of-war'

04. 09.

제407회

고성오광대 전 과장 
A Full Phrase of Goseong Ogwangdae

04. 02.

4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pril, Eery Saturday 3:00 Pm, Museum Auditorium

2017년 4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4월 일요열린민속무대
Performances for April, Every Sunday 2:00 pm. Museum Courtyard 

2017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5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May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06.  (토)	 김호동의	춤7(무용)

05.07.  (일)  태견	퍼포먼스(무예)

05.13.  (토)		유정숙의	청가묘무(무용)

05.14.  (일) 진도북놀이와	함께하는	가무악(연희)

05.20.  (토)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음악여행(기악)

05.21.  (일) 연희	판놀음	‘두	남자의	길’(연희)

05.27.  (토)		황귀자의	우리	전통	춤과	한국	가곡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	1(무용)

05.28.	(일)  전통예술원	유흥의	‘연희공감’(연희)



제988회 토요상설공연  TThe 988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북녘소리와 남녘소리의 만남’은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지금은 단절된 북한의 소리를 상연한다. 슬프

고 애절한 구성음의 북한지방의 민요와 구성음이 씩씩하고 힘이 넘치는 남도지역의 민요를 함께 감

상할 수 있다. 개성난봉가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무대와 산염불로 시작하는 네 번째 무대, 연평도난봉

가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무대에서 북한지방의 민요를 들을 수 있다. 개성난봉가는 평안도 남쪽지방

의 소리로 첫 절 수구가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으로 시작하여 일명 ‘박연폭포’로 불린다. 산염불은 

황해도 대표적인 민요로 평안도와 황해도 굿에서 쓰이는 염불이 소리꾼들의 입으로 옮겨지면서 발

전되었다. 연평도 난봉가는 황해도를 비롯하여 서해바다의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로, 어부들의 희노

애락이 담겨 있다. 창자 한 사람이 고수와 호흡을 맞추어 재담과 소리로 익살스럽게 한 배뱅이굿 한 

대목을 들을 수 있으며, ‘심봉사 눈뜨는 대목’은 심청가 중 으뜸가는 대목으로 다이나믹한 장단과 사

설, 극적인 창법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민속 성악을 대표하는 육자백이,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 남도소리를 감상할 수 

있어, 북녘의 소리와 남녘의 소리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의미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Under the title ‘Sound in Unison with Northern and Southern Music’, folk songs represent-

ing the regional sound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presented. Comparing the 

two regions, North Korea has mournful yet heart-wrenching sounds while the South has 

more powerful and uplifting sounds.

North Korean folk songs will be the first, fourth, and sixth songs. First is Gaeseung Nan-

bongga, the fourth song is San Yeombul, and finally the sixth is Yeonpyeongdo Nanbongga. 

Gaeseung Nanbongga is known as ‘Bakyeon Waterfalls’ since the lyrics depict the sounds 

of waterfalls. San Yeombul is the representative folksong of Hwanghae-do province. Yeo-

mbul, the ritual sounds from Gut (ritual practice) has been passed down for generations 

through folk performers. Yeonpyeongdo Nanbongga illustrates the triumphs and tragedies 

of a sailor’s life from the west coast. 

Baebaengi-gut will be performed by a duo, a singer and an accompanist who creates 

sounds in jest.The performance delivers the highlight scene of the operatic rendition (Pan-

sori) named Shimcheongjeon, the blind Sim Bongsa gets his sights back. In addition, the 

typical traditional vocal music of Southern provinces called Yukjabaeki, Seongjupuri and 

Jindo Arirang will be blended with folk songs from the North to create a meaningful stage of 

unification for the audience. 

대표 박준영(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굿 준문화재)

출연  김혜연, 박선영, 이유진, 김소영, 김채윤, 사랑, 조예리, 김병혜, 윤미라, 송효진, 

김보배, 김효민, 최광일

공연순서 Program

01 개성난봉가, 방아타령, 자즌방아타령  Gaeseung Nanbongga, Banga Taryeong, Banga Taryeong Allegro
02 육자백이, 자즌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구리타령  
     Yukjabaeki, Yukjabaeki Allegro, Samsanen Banrak, Frog Taryeong 

03 배뱅이굿 중(배뱅이 죽어서 상여 나가는 대목)  Baebaengi-gut (Requiem for Baebaengi
04 산염불, 자즌염불, 자즌난봉가, 빠른난봉가, 사설난봉가  
     San Yeombul, Yeombul Allegro, Nanbongga Allegro, Yeombul Prestissimo, Saseol Nanbongga
05 판소리 중(심봉사 눈뜨는 대목)  A Song from Pansori Shimcheongjeon
06 연평도난봉가, 배치기, 자즌뱃노래  Yeonpyeongdo Nanbongga, Baechigi, Sailor's song Allegro
07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Seongjupuri, Namwonsanseong, Jindo Arirang

북녘소리와 남녘소리의 만남 
Sound in Unison with Northern and Southern Musics

2017. 04. 0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로, 극적이고 해학적ㆍ풍자적인 민속

극이다. 언어유희와 반어, 열거와 대구를 사용하여 무능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 내용이 그 

특징이다. 고성오광대는 현존하는 영남지역 탈춤 중 가장 그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으며 

특히 춤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공연은 다섯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문둥북춤, 오광대놀이, 비비과장, 승무, 제밀주과장 

순서대로 진행된다. 제밀주과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공연되는 상여과장 또한 볼거리이다. 신명

나는 춤사위와 해학이 넘치는 대사를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e dramatic mask dance, Ogwangdae from Goseong region in Gyeongsangsam-do 

province is humorous and sarcastic folk performance. 

Ogwangdae is five mask dancers ridiculing and satirizing the incompetent nobles, 

called Yangban, through sarcastic play on words, ironic expressions, and enumerat-

ing and rhyming couplets. More importantly, the original performance and movements 

have been preserved among Yeongnam regional mask dances. 

The stage consists of five Gwajang (phrases) that take place in the order of Mundung 

Buk-chum, Ogwangdaenori, Bibigwajang, Seungmu, and Jemiljugwajang. The finale, 

Sangyeogwajang that is after Jemiljugwajang is something you should not miss.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dazzling and very dynamic dancing skills along with humorous 

lines to provide a pleasant and thrilling time.

대  표 김희선(봉천놀이마당 대표)

연  출 장미이

출  연  조미경, 강문철, 이윤일, 박삼숙, 서유경, 최현숙, 조상형, 최진희, 오은하, 서유경, 신희준, 박현상, 구재연,  

하승규, 김지원, 장미이, 이동열, 전결화, 김희진, 우말숙, 김성담, 정규문, 안갑술, 서승욱, 이경영, 조미애,  

임희연, 박형근, 장현아, 이태영, 이양순, 이은욱, 임정미, 김미정, 서대원, 염상엽, 은종운, 유경자, 정상순,  

정태권, 김영자, 백성균, 김미숙, 전성관, 김신화, 전태현, 박현숙, 이정미, 이상우

공연순서 Program

01 문둥북춤  Mundung Buk-chum

02 오광대놀이  Ogwangdaenori

03 비비놀음  Bibinoreum

04 승무과장  Seungmugwajang

05 제밀주과장 : 상여과장   Jemiljugwajang : Sangyeogwajang

고성오광대 전 과장  
A Full Phrase of Goseong Ogwangdae

2017. 04. 02.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Courtyard

제407회 일요상설공연  The 407th Sunday Performance 



제989회 토요상설공연  The 989th  Sunday Performance 

최순희의 춤결
Choi Sunhee's Dance Flow

2017. 04. 0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최순희의 춤결’은 한국의 궁중정재 공연으로 화려한 복식과 우아하고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춤사위로 옛날 궁중의 정서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춘앵전은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모친인 순원 숙황후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한 춤으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고리 모습에 감동하여 

만들었다. 첨수무는 전립을 쓰고 전복을 입고 검 두 자루씩 들고 서로 상대하여 추는 춤이다. 

화관무는 궁중정재가 바탕이 된 민속무로, 꽃으로 장식된 화관을 쓴 무용수가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오색 한삼을 공중에 뿌리듯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향발무는 ‘향발’이라

는 작은 악기를 들고 추는 궁중무용으로 향발에서 나는 금속성의 울림이 더해져 경쾌한 느낌

을 준다. 무산향은 궁중무용 중 춘앵전과 함께 유일한 독무로, 춘앵전에 비해 동적인 춤사위를 

보인다. 따뜻한 봄에 궁중정재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경험하기 바란다.

The royal court dance entitled ‘Choi Sunhee's Dance Flow’ presents the old-world at-

mosphere of the imperial court through graceful and classical steps with vivid colored 

garments.

Chunaengjeon was perform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1800-1834) in order 

to celebrate the birthday of Empress Sook, as known as Sunwon, who is the mother 

of the prince, Hyomyeong. The dance was composed due to him being inspired by a 

nightingale flying peacefully among the willow branches during a sunny spring morn-

ing. On the other hand, Cheomsumu is a sword dance between two dancers who are 

against each other. Following Cheomsumu will be a folk dance titled Hwagwanmu. 

Based on the courtesy of the court, dancers with a floral coronet gracefully step in to 

the circles while swinging their long and colorful sleeves in order to pray for the country 

in time of peace. Then, Hyangbalmu, a court dance with small cymbals named ‘Hy-

angbal’, will create bright tones through its cheerful metallic clangs. As the only two 

solo pieces of the court dance, Musanhyang presents more elegant movements than 

Chunaeongjeon. Please, enjoy the beauty and elegance of the royal court performance 

during the warm spring. 

대  표 최순희

연  출 최순희

출  연 최순희, 장민하, 백진희, 차지언, 김소원, 이경희, 윤미경, 한정희 

공연순서 Program

01 춘앵전  Chunaengjeon

02 첨수무   Chemsumu

03 황해도 화관무  Hwanghae-do Hwagwanmu

04 향발무  Hyangbalmu

05 무산향  Musanhyang



제408회 일요상설공연  The 408th  Sunday Performance 

2017. 04. 09.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임실필봉농악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제의성과 연희성이 잘 드러난다. 이번 공연에

서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을구성원들의 염원과 안녕, 풍농을 기원하는 마당밟이의 제의적 요

소로 구성하여 관객들의 평안함을 기원하고자 한다. 마당밟이는 마을로 들어오는 문굿, 풍물

패의 굿거리로 구성된 판굿,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주풀이와 태평소 시나위로 구성되며, 

군영놀이에서는 풍물패 잽이들의 기량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객과 연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수박치기와 삼색줄 줄다리기의 대동놀이로 이어져 우리가락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다. 

Imsil Pilbong Nongak is the representative farmers’ music from Honam region that il-

lustrates the merriment and theatrical aspect. The dancers wish the audience in peace 

as a ritual practices called Madangbapyi. Through visiting around each neighbors, 

farmers band pray for reaching every aspirations, peace, and abundant harvest of the 

village. The Madangbapyi is comprised with four phrases; Mun-gut for performers’ 

return to the village, Pan-gut for performers’ dynamic ceremonial movements on a 

stage, Seongjupuri with Taepyeongso Sinawi(unstructured solo play of a double reed 

oboe) for wishing the family in peace, and Gunyeongnori to present each performers’ 

individual skills. Finally, Subakchigi and Daedongnori close the stage with a full of joy 

and excitement by blending the audiences and the performers.

공연순서 Program

01  문굿  Mun-gut

02  판굿 : 판이 열려야 굿이제  Pan-gut : A Stage for Shamanic Practice

03  성주풀이와 태평소 시나위  Seongjupuri with Taepyeongso Sinawe 

04  군영놀이  Gunyeongnori

05  수박치기굿  Subakchigi-gut

06  삼색줄 줄다리기  Tug-of-war with Colored String

어울림의 놀이굿 
‘어영차! 삼색줄 댕겨보세’ 
Gut, the Society for Shamanic Practice, 'Let's Play Tug-of-war'

대표 최호인(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조교)

출연  최호인, 송재훈, 김은석, 신명덕, 고종대, 서행수, 임성국, 김승배, 황성연,  

윤원로, 김창순, 김진국, 이준행, 김사운, 최보근, 이주형, 선봉주, 박참샘,  

박정숙, 문경숙, 송수진, 유아란, 김민주, 배준영, 이광영, 유재임, 이동주,  

조의찬, 박지훈, 김영은, 최익연, 박정현, 권정희, 최경민, 조춘영, 김만수, 

이두현, 이양우



제990회 토요상설공연  The 990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현대음악앙상블 팀 ‘거리’대표 백다솜의 3번째 연주회이다.

대금뿐만이 아닌 소금과 북한대금 저대를 연주하며 같은군의 악기들을 모두 선보이며 다양

한 모습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번 무대는 연주자가 연주뿐만이 아닌 직접 곡을 만들어 설명

과 함께하는 무대이며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두 음악을 모두 보여주어 관객들에게 폭넓은 음

악을 선사한다.

‘日新日 日新又日新, 봄내음, 오후 다섯시 반’은 이번 연주회를 위해 준비한 초연 창작곡이다.

‘저대 독주곡’은 북한대금 ‘저대’로 북한음악을 연주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Isang 

Yun의 Sori와 Moderato 는 윤이상이 작곡한 플루트 곡으로 대금연주에서의 색다른 시도를 들

을 수 있다. 마지막‘남도잡가’로 우리 남도지방의 다양한 여러 민요를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현

대와 전통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The artist, Baek Dasom, presents diverse inspirational sounds of music, not only tra-

ditional, but also self-composed contemporary styles. The title is ‘Baek Dasom's Dae-

geum 3rd Recital’. Three of her original creations titled Ilsinil Uilsin, Scent of Spring, 

and 5:30 PM will premiere on the stage. The Jeodae (North Korean flutes that were 

created as an instrument of duodecuple scale, based on the well-tempered music from 

the west) solo piece aims to deliver the unconventional sounds of Daegeum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In addition, to open a new era of songs, two flute songs 

composed by Yoon Isang, titled Sori and Moderato will be played in Daegeum. 'Namdo 

Folk Songs' will show a variety of folk songs from the Southern region while presenting 

the harmony of modernity and tradition to the audience in the finale. 

공연순서 Program

01  日新日 日新又日新   Ilsinil Uilsin

02  봄내음  Scent of Spring

03  오후 다섯 시 반  5:30 PM

04  저대 독주곡  Jeodae Solo

05  Sori & Etude no.1 Moderato  Sori & Etude no.1 Moderato   

06  남도잡가  Namdo Folk Songs

대  표 백다솜(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현대음악앙상블 ‘거리’대표)

출  연 백다솜, 최민선, 김은지, 백다윤, 이승용 

2017. 04. 1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백다솜의 대금 연주회 3rd. 
Baek Dasom's Daegeum 3rd Recital 



제409회 일요상설공연  The 409th  Sunday Performance 

2017. 04. 16.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호남과 경기·충청, 영남 지역의 풍물 장단을 무대 연주용으로 재구성한 앉은반 

사물놀이로 시작한다. 이어서 기악독주곡인 피리산조(박범훈류)와 서울과 경기지방을 중심으

로 가창되었던 경기민요를 상연한다. 네 번째 무대는 박병천류 진도북춤으로, 북의 양쪽을 두

드리며 추는 춤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 무대인 판굿은 상모를 돌리면서 여러 형태의 대형

을 연출하는 시각적 요소가 강한 공연이다. 사물놀이의 참다운 기운과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높은 예술적 기량을 보여준다. 

Re-mastering the beats of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s derived from the provinces 

of Honam, Gyeonggi·Chungcheong, and Yeongnam abd bringing them to a stage, 

the performance entitled Anjeunban Samulnori will draw the curtains. Park Beomhun 

styled solo play of Piri (flute) will follow the stage with Gyeonggi regional folk songs. 

Park Byeongcheon styled Jindo Buk-chum(drum dance) will delight audience through 

exciting drum beats. The finale called Pan-gut has a strong visual element which pre-

sents various formations of movements along with spinning Sangmo (a long tailed 

hat). In other words, performers will express vibrant delight of Samulnori (percussion 

quartets) through their refined artistic skills.

대  표 김일현(서울국악교육연구소 대표)

출  연  양태훈, 김은성, 김재현, 김종명, 방솔빈, 임시대, 이재섭, 이수완 

공연순서 Program

01 앉은반 사물놀이  Anjeunban Samulnori

02 피리산조  Piri Sanjo

03 민요  Folk Songs

04 진도북춤  Jindo Buk-chum

05 선반 판굿(버나놀이, 열두발 상모)  Seonban Pan-gut(Beonanori, Yeoldubal Sangmo)

즐거울樂, 움직일動  

국악의 즐거움을 움직이다 ‘樂動’  
Pleasant, Rhythmical, The Delight of Gukak



제991회 토요상설공연  The 991st  Saturday Performance 

천년을 흐르는 우리춤 
‘가무백희 놀자’ 
A Thousand years of Traditional Dance(Dancing through Myriad Years), 
'Gamubaekhee, Shall We Dance'

2017. 04. 2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천 년을 흐르는 우리 춤, 가무백희 놀자’로 한국 춤의 여러 장르를 상연한다. 태

평무는 의젓하면서도 경쾌한 춤사위와 절도 있고 화려한 발 디딤새로 한국 춤의 정수를 볼 수 

있다. 무녀도는 고 최승희의 작품으로 이 세상의 잡귀와 잡신을 뿌리치고 만 백성의 부귀영화

와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무당춤이다. 창작무용 ‘순환 그리고 역’은 남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춤으로, 역동적이며 즉흥적인 춤사위가 두드러진다. 꽃바구니는 2007년 초연된 <춤, 

춘향>의 일부 장면으로, 화창한 봄날, 꽃향기를 맡으며 나물 캐는 소녀들의 발랄하고 사랑스

러운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호남교방무는 전라도 육자배기, 흥타령 등을 굿거리장단에 맞

추어 추는 춤으로 예기들의 멋과 자태를 표현한다. 진도북춤은 강렬한 북 가락과 유연하고 섬

세한 장구가락에 맞추어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섬세함이 어우러진 춤이다. 따뜻한 봄에 다

양한 한국 춤을 감상하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The stage entitled ‘A Thousand years of Traditional Dance (Dancing through Myriad 

Years), 'Gamubaekhee, Shall We Dance'’ will be filled with a variety of traditional Kore-

an dance pieces. Taepyeongmu is known as the essence of Korean dance by its modest 

yet splendid steps along with rhythmical movements. A ritual dance piece, Munyeodo 

was created by the late Choi Seunghee in order to drive away evil spirits and demons 

while wishing for every individual’s wealth and prosperity in time of peace. The original 

dance subjected ‘Circulation and Reverse’ depicts the dynamic movements of men, 

standing out improvisational yet energetic aspects. The dance piece called Flower Bas-

ket is from <Dance, Chunhyang>, which had its premiere in 2007. The scene narrates 

bubbly and lovely images of girls gathering herbs while enjoying the flower scent on 

a sunny spring day. The Honam Gyobangmu refers the beauty and alluring figures of 

Yegi (female courtesans) by playing Jeolla-do regional styled musics like Yukjabegi, 

Heungtaryeong, etc. based on the traditional beats called Gutgeorijangdan. Jindo Buk-

chum will be filled with strong movements and sounds, both powerful mannish drum 

beats along with delicate feminine Janggu (hour glass shaped handy drum) beats. We 

hope this stage can be inspirable and everyone will enjoy a variety of Korean dance on 

a warm Spring season.

대  표 이경호(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연  출 이경호

출  연 김나경, 오다나, 김다희, 김예은, 박소리, 문남철, 강동혁  

공연순서 Program

01  태평무  Taepyeongmu

02  무녀도  Munyeodo

03  창장무용‘순환 그리고 역’Original Dance ‘Circulation and Reverse’

04  꽃바구니춤  Dance with Flower Basket

05  호남교방무  Honam Gyobangmu

06  진도북춤  Jindo Buk-chum



2017. 04. 23.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 ‘심장을 울려라’에서는 한국 전통 타악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심장

을 울리는 타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역동적인 큰 북소리가 인상적인 첫 번째 무대 ‘혼’을  

시작으로 하여 화려한 박자와 퍼포먼스가 특징인 두 번째 무대 ‘RUN SHOW’를 상연한다. 앉은

반은 삼도에서 행해지는 풍물놀이를 하나의 곡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가락을 느낄 수 있다.  

‘질주1’과 ‘질주2’에서는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키는 강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으며 ‘SHOW’에

서는 큰 북의 소리를 몸짓과 부채로 형상화 하여 선의 부드러움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사물놀이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판굿과 개인놀이에서는 이번 공연 최고의 기예를 

감상할 수 있다. ‘RUN NING’에서는 대금과 태평소 가락을 연주하여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

한다.

The stage entitled ‘Beat the Heart’ narrates the traditional percussion ensemble with a 

creative contemporary style. The curtains rise with ‘Soul’ that characterizes energetic 

yet loud drum sounds. Then an exciting rhythmical performance, ‘RUN SHOW’ will fol-

low. Under the title of Anjeunban, performers will combine and reorganize a variety 

of folk performing sounds transmitted from three regions into a unison. ‘Rush 1 and 

2’ will be filled with dynamic sounds mimicking the clatter of hoofs. In ‘SHOW’, loud 

drum beats with soft dance lines will create an ironic yet harmonical stage using ges-

tures and fans. The best performing arts will be presented in the climax of Samulnori 

(percussion quartet), Pan-gut and Solo Play. To sum up, the finale titled ‘RUN NING’ 

will close the stage with the sounds of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Daegeum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and Taepyeongso (double reed oboe).

공연순서 Program

01 혼   Soul

02 RUN SHOW  RUN SHOW

03 앉은반(삼도 사물놀이)  Anjeunban (Samdo Samulnori)

04 질주1  Rush 1

05 SHOW  SHOW

06 질주2  Rush 2

07 사물판굿, 개인놀이  Samulpan-gut, Solo Play

08 RUN NING  RUN NING

심장을 울려라   
Beat the Heart

제410회 일요상설공연  The 410th  Sunday Performance

대  표 김기봉(타악그룹 런 대표)

연  출 김기봉

출  연 문혜진, 유정화, 임선빈, 윤자원, 양승호, 박요한, 이준호, 박요셉, 진동규



채한숙의 춤 

: 우리 춤 얼쑤 마당 
Dance by Chae Hansook :  Exciting Traditional Performance, Hurray!

2017. 04. 2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옷, 경쾌한 춤이 함께하여 ‘얼쑤!’하고 어깨를 들썩일 수 있

는 무대로 구성되었다. 아리따운 자태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발 디딤새가 특징적인 교방살풀

이춤으로 시작하여 변화무쌍한 음악과 경쾌한 발놀림을 보이는 태평무를 감상할 수 있다. 홀

로아리랑 대금독주에 이어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사랑가가 상연된다. 

묵직한 호흡과 수려한 춤사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살풀이춤’, 남자의 멋과 흥을 보여주는 

‘한량무’, 마지막으로 소고와 바라춤으로 구성된 ‘축제’가 무대에 오른다. 역동적이고 경쾌한 

동작을 바탕으로 공연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되어 어깨를 들썩이며 공연을 감상하기 바란다.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rhythmical sounds and colorful garments to create an ex-

citing atmosphere like to say “Hurray!”. Gyobang Salpuri-chum through beautiful and 

delicate gestures with precise steps, Taepyeongmu of dynamic sounds along with a 

rhythmical dance open the stage. Following the solo performances of Daegeum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and Arirang (the most representative folk song of Korea), 

Sarangga will depict the ardent love story. Then, Salpuri-chum with gorgeous motions 

and dignified breathe will be sure to uplift the atmosphere along with Hallyangmu 

with masculine dance moves. An exciting performance with handed instruments, Bara 

(small gong) and Sogo ( small drum) will lead up to the climax under the theme of 

‘Festival’. Both performers and audience will be able to fall into merriment and mirth.

공연순서 Program

01 교방살풀이춤  Gyobang Salpuri-chum

02 태평무  Taepyeongmu

03 대금독주 : 홀로아리랑  Daegeum Solo : Arirang Solo

04 사랑가  Sarangga

05 살풀이춤  Salpuri-chum

06 한량무  Hallyangmu

07 축제  Festival

제992회 토요상설공연  The 992nd  Saturday Performance

대  표 채한숙(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안무자)

출  연 채한숙, 홍모세, 정자영, 하동민, 임주미, 임현종, 박다애, 이정민



제411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11st Sunday Performance

전통연희콘서트 꾼’s 
Traditional Dance Concert :  Performer's

2017. 04. 30. Sunday(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첫 무대 ‘열림’에서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나발, 나각, 태평소와 함께 궁중음악인 대취타를 

접목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으로 시작을 알린다. 두 번째 무대 ‘원’에서는 남사당패 놀이 

중 버나놀이를 보여준다. 버나, 대접, 대야 등을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막대기를 가지고 돌

릴 뿐만 아니라 연희자의 재담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무대 ‘절정’

에서는 빠르면서 경쾌하고 완성도가 높은 부정가락을 들려줄 예정이며, 마지막 판놀음에서

는 농악의 백미인 판굿과 개인놀이로 재구성되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큰 감동을 선

사할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이 안장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공연을 

꾸밀 예정이다. 

The stage kicks off with ‘Opening’, which is a dazzling and magnificent sounding per-

formance filled with a harmony of various folk music instruments as Kkwaenggwari, 

Jing, Buk, Nabal. Nagak, Taepyeongso, and a court instrument, Daechwita. In the 

second stage named ‘Circle’, Beonanori of Namsadangpae (performance by theatri-

cal troupes) will have a circus atmosphere with spinning disks called Beona (wooden 

plates), bowls, and basins on a stick. In ‘Climax’, rhythmical and dynamic beats will 

illustrate refined sounds of music as well. Pan-gut and Solo Play, the finale of Samul-

nori (percussion quartet) will be reorganized as the title of ‘Pannoleum’. Therefore, the 

inspirable stage will invite audiences to create a delightful memory.

대  표 김한복(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출  연 김기창, 임광수, 김진경, 이지훈, 김민기, 이유리, 김민규, 최수빈   

공연순서 Program

01  열림  Opening

02  원  Circle

03  절정  Climax

04  판놀음  Pannol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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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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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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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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