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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방초(綠陰芳草): 
박물관 국악에 취하다



녹음방초의 계절에 한국 음악에 취해보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와 

일본의 진유림 청어람 우리춤 연구회 도쿄 지부가 함께 한다. 고제 가야금병창 ‘공도라니’

를 시작으로 대금산조, 허튼법고, 판소리, 남도민요 등 풍성한 볼거리로 준비되었다. ‘공도

라니’에서는 고제의 우직함과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물허벅, 여러 악기, 사

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민요에서는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허튼법고는 일정한 형식에 매

이지 않고 자유로이 추는 흐트러진 춤으로 즉흥성을 볼 수 있다. 단가는 판소리를 하기 전

에 부르는 짧은 노래로, 사철가와 광대가, 고고천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 독주와 더불어 남도민요를 샤미센의 반주

에 맞추어 불러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01 가야금병창 - 단가 ‘공도라니’  Gayageum Byeongchang : Dan-ga ‘Gongdorani’

02 원장현류 대금산조  Daegeum Sanjo, Style of Won Jang-hyun

03 민요(상주함창, 오돌또기, 함양양잠가)  Folk songs : Sangju Hamchang · Odolttoggi · Hamyang Sericulture Song

04 허튼법고  Heoteun Beopgo

05 단가 - 사철가  Dan-ga : The song of Four Seasons

06 판소리 - 단가(광대가), 수궁가 중 고고천변  Pansori : A Clown Song, A Nature Song (Gogocheonbyun in Sugung-ga) 

07 나가우타 샤미센(아이카타슈우) 연주  Nagauta Shamisen Aikatashyuu 

08 남도민요 (신뱃노래, 에해야 데헤야, 진도아리랑)  Namdo Folk songs : Boating Song, Eheya Deheya, Jindo Arirang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오! 



이번 공연은 2000년이 넘는 역사의 한국 무예 택견으로 구성된 유쾌한 마당극 ‘살판’이다. ‘살

판’은 관객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에 따라 극에 등장한 광대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공연으로, 

관객이 좀 더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대들은 살기 위한 첫 공연으로 아리랑에 

맞추어 택견 공연을 선보이고,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격파대결을 마련하였다. 전통적인 택

견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맞춘 퓨전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전통의 변화와 발전 가능

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택견의 칼 군무와 마샬아츠 트릭킹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를 선보

인다. 마지막 무대에서 관객은 광대들의 생사를 결정지으며 공연은 끝이 난다. 

01 Intro 

02 The appearance of the King

03 Arirang

04 Smashing Showdown of a Hope 

05 Let’s live. Let’s live! 

06 Turnabout in Dancing Showdown  

07 Play Music! 

08 Let’s play wildly, Sallpan!

09 To be or Not to be! 



Be the Woods 



이번 공연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장쾌한 음색의 한국의 관악기를 전통무용, 경기민요, 서양음악

과의 작업을 통해 감상한다. 소금은 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가졌으며 음색이 맑고 투명하

다. 높고 깨끗한 소리는 동요들과 잘 어울려 소금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청성곡은 높은 음역

에서 연주되는 빠른 곡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 가곡 ‘태평가’라는 노래의 반주곡을 변주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가는 춘향가를 모티브로 삼아 사랑의 감정을 피아노와 대금으로 전

달해주고자 한다. 별후광음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OST’로  이번 연주로 대금과 신디사

이즈 협업을 볼 수 있다. 생소병주는 단소와 생황의 이중주로 이번 공연에서는 영산회상의 세 

번째 곡인 세령산을 선보인다. 긴아리랑은 아리랑 중 가장 길고 느리게 불리는 노래로 비장미

가 뛰어나다. 소고춤과 설장구는 농악에서 기원한 춤으로 활동적인 몸짓으로 신명을 풀어낸

다. 대금산조는 장구반주에 맞춘 독주로 기교 어린 연주 속에 긴장과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01 Sogeum Ensemble  

02 Cheongseonggok

03 Love song, Byulhugwangeum

04 Seryungsan : A duet of Saenghwang and Danso 

05 Ginarirang

06 Small drums dance

07 Seoljanggo

08 Daegeum Sanjo 



해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남사당 풍물놀이



이번 공연은 쉬운 해설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남사당 

풍물놀이’다. 첫무대는 사물가락에 축원과 덕담의 내용을 담아 부르는 소리로 관객과 연희자

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판(마당)안으로 풍물패가 들

어가서 인사하는 입장굿, 판(마당)을 정화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 굿에 동참

할 준비를 시키는 돌림버꾸가 이어진다. 당산벌림에서는 놀이판의 상모꾼들의 재주가 돋보이

며, 오방진 놀이는 다섯 방위(동·서·남·북·중앙)에 회오리 모양의 진풀이를 하면서 부정

한 기운과 액살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재수·소망의 성취를 기뻐하는 풍

년굿이 이어진다. 

01 비나리(고사덕담)  Binari : ritual · words of blessing 

02 입장굿과 돌림버꾸  Ipjanggu and Dollimbukku 

03 당산벌림1  Dangsan Beollim 1

04 오방진  Obangjin Nori

05 당산벌림2 & 사통백이 & 옆치기  Dangsan Beollim 2 · Satongbaegi · Yeopchigi

06 쩍쩍이와 풍년굿  JjeokJjeoki and Pungnyeongut

07 대동놀이  Daedong Nori



황귀자의 우리 전통춤과 한국가곡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1



이 공연은 그리움을 주제로 한국의 전통춤과 가곡이 맞닿는 무대이다. 그리움은 사랑을 바탕으

로 한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 등의 복합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연에서는 그

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춤과 가곡을 번갈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승무’, ‘살

풀이’, ‘태평무’는 그와 같은 감정이 내재된 한국의 3대 전통 민속무용이고, ‘진도북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명복을 비는 한국의 대표적인 창작 민속춤이며, ‘경기 검무’는 높은 예술성과 역

사성을 인정받는 경기도 지방의 문화재이다. 가곡으로는 ‘그리운 금강산’과 ‘그리움’등 오래전부

터 불러내려온 주옥같은 곡들뿐만 아니라, ‘꽃밭의 아버지’, ‘그리운 그대’등 근래에 사람들이 좋

아하는 신작 가곡들도 함께 선곡하였다. 무대 마지막을 가곡 ‘그리움’, ‘가고파’와 더불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전통춤인‘태평무’로 장식함으로써, 청중과 출연진이 모두 함께 사랑과 그

리움의 마음을 담아 춤추고 노래하면서, 한국의 춤과 가곡의 조화를 실감하는 감동의 무대를 가

꾸고자 한다.  

01 진도북춤  Jindo-bukchum

02 경기검무  Gyunggi-Geommu

03 가곡(그리운 금강산, 그리움)  Korean traditional songs('Nostalgic Geumgangsan', 'Yearning')

04 살풀이춤   Salpuri-chum

05 신작가곡(꽃밭의 아버지, 그리운 그대)   New korean traditional songs 

('Father in the flower garden', 'Missing you')

06 승무  Seungmu

07 가곡(그리움, 가고파)  Korean traditional songs('Yearning', 'Want to go')

08 태평무  Taepyungmu



과천무동답교놀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는 풍물과 무동놀이, 선소리, 전통무용이 어우러

지는 총체적인 전통연희 판이다. 답교는 한국말로 다리 밟기라 하는데 건강을 기원하며 다리

를 밟는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으로 보름날에 12개의 다리를 건너면  열두 달의 액을 막는다 하

였다. 다리를 밟으며 놀아졌던 전통연희 과천무동답교놀이는 타 지역과 달리 정조 능행의 큰 

의미, 즉 효행을 기리기 위해 놀아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길놀이부터 다리고사까지는 마당

놀이로 앞마당에서 진행하고, 답교쇠놀이춤과 장구춤, 선소리 답교는 무대에서 진행된다. 마

지막으로 무동답교와 퇴장은 다시 앞마당에서 진행 될 것이다. 

대   표 오은명(과천무동답교 상쇠놀이 보유자)

출   연 임춘희 외 70명 

01 Gilnori

02  Dangnamu-gosa

03 Umul-gosa

04 Jisin-bapgi

05 Dari-gosa

06 Dapgyosoinori-chum, Jangu-chum

07 Seonsori-dapgyo

08 Mudong-dapgyo

09  Wrap-up



제1000회 특별공연

신영희와 함께하는 우리민속한마당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속한마당 토요상설공연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994년 1월부터 시작한 우리민속공연으로 소리와 몸짓, 악기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

로 알릴 수 있는 토요상설공연입니다. 순간순간 즐거움으로 함께 했던 공연장의 기억을 되짚

어보며 1000회 특별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공연은 ‘신영희와 함께하는 우리민속한마당’의 제목으로 사물놀이, 판소리, 창작국

악, 한국무용 등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큰 호응을 자아냈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악

의 멋과 흥, 신명으로 하나 되는 자리로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

께하고자 합니다.   

01 Mungut & Binari

02 Pansori ‘Love song’ of Chunhyangga

03  Creative dance ‘Love song’

04 Buchaechum (Fan Dance)

05  Creative percussion concert ‘Mega Drum’

06  Pansori ‘Sipjanga’ of Chunhyangga’

06 Pangut Noleum

07 Jindo Bukchum (Drum Dance)

대표 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고수 신규식(전국고수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사회 박정곤(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출연  류무용단- 류영수, 이채현, 이하늘, 문지원, 이소녕, 문지윤, 김태희, 고효영, 

박채원, 안세진, 배지윤, 김혜지, 광개토사물놀이- 권준성, 장지성, 박지웅, 조용성, 

최동환, 김윤만, 조용배, 김지수, 박경진, 윤보영

yangga



전통국악활성화 프로젝트  

‘풍장소리’



전통국악활성화 프로젝트 ‘풍장소리’는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현시대의 

감각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장구놀이는 호남우도의 화려한 농악가락을 무

대화 시킨 공연으로 한국의 장단과 호흡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구성 되었다. 입춤

은 한국 무용의 기본적인 몸짓과 선을 통하여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사물놀이는 농악에 사

용되는 네 개의 타악기를 무대화한 연주형태로 각 악기의 세련된 흥과 멋이 어우러진다. 판소

리 중 널리 알려진 사랑가에서는 소리꾼 혼자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

를 연출하였다. 선반 판굿은 사물놀이에 소고가 추가되어 서서 연주하는 형태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재미있는 동선으로 구성되었다. 개인놀이(구정놀이), 부포놀음, 자반뒤집기 등 전통 연희

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 Anjeunban-Jangunori

‘ ' Ipchum: Korean excitement and joy

‘ ' Anjeunban-jangunori: Cloud, Wind, Thunder, Rain

‘ ' Sarangga-Panssori 'Chunhyangga 

‘ ' Sunban pangut 'Traditional Banquet' 

대   표 신만종(풍장21예술단 단장)

출   연 임영호, 안태원, 박건우, 박대권, 도용호, 조수영, 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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