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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ly
2017년 7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7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ly, Every Saturday 3:00 Pm, Museum Auditorium 

2017년 7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1001회

여성국극 
‘웃고 울리는 신(新)뺑파’  

Yeoseong Gukgeuk  
‘New Ppaengpa, who Brings Laughter and Tears’   

07. 01.

제1002회

우리 소리 짝궁
The Partnership of Korean Sounds

07. 08.

제1003회

윤명화무용단

우리춤! 그 멋과 신명
Korean Dance by Yun Myeonghwa Dance Troupe!  

Its Style and Excitement 

07. 15.
제1004회

이채현의 우리춤

‘희희낙락(喜喜樂樂)’
Lee Chaehyeon’s ‘Jubilation of Korean Dance’

07. 22.

제1005회

이선 & 가야토리가 함께하는 

Fresh한 가야금병창 
Gayageum Ensemble by Lee Seon & Gayatori    

07. 29.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창(唱)을 기본으로 하고 연기와 춤, 음악 등이 어우러진 ‘웃고 울리는 

신(新)뺑파’공연이다.

여성국극단은 1948년에 창단된 국내 유일의 여성창극단이다. 여성단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극중 남성역할을 남장을 한 여성 단원이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심청가’를 각색한 창작 국극으로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그 안에 가무

악극으로 완성된 극예술 공연이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보존,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과 소통하고 한바탕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The show is titled ‘New Bbaengpa, who Brings Laughter and Tears’, based on songs 

from Pansori (Korean operatic rendition) along with acting, dancing, music, etc. 

Yeoseong Gukgeukdan founded in 1948 is the sole Korean traditional theater com-

pany made up of only female members. A male role is played by a female member who 

dresses up like a man. 

This traditional play combined with songs and dances is created by adapting the Pan-

sori  ‘Simcheongga’(one of oral literature). A new style of performance is going to be 

presented in an effort to succeed, preserve and popularize the tradition in a creative 

way. The audience will be offered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the performers 

as well as laugh with them. 

대표 허순자 (사단법인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이사장)

연출 박황춘

음향 옥성창

출연   뺑파 _김선미, 황봉사 _이미자, 심봉사 _전예주, 심청 _신예주, 봉사 _허숙자, 

남덕봉, 임일애

무용 홍자연, 주해리, 이소녕

반주 이진용(대금), 장현아(장고)

공연순서 Program

01 웃고 울리는 신(新)뺑파   New Ppaengpa Who Brings Laughter and Tears

제1001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1st Saturday Performance 

여성국극

‘웃고 울리는 신(新)뺑파’ 
Yeoseong Gukgeuk ‘New Ppaengpa Who Brings Laughter and Tears’

2017. 07. 0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우리 소리 짝궁
The Partnership of Korean Sounds

2017. 07. 0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제1002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2nd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소리 짝궁"을 주제로 가야금이 다양한 짝궁을 만난다는 공연입니다. 첫무대

로 가야금 병창과 모듬북의 협연 ‘사철가와 어부의 노래’로 모듬북과 소리의 새로운 협연을 선

보이고 25현 가야금 병창의 신곡 ‘마음슬픈 날에는’을 연이어 연주한다. 관람객들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통해 평소 감상하기 어려웠던 신선한 형태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국악가요 연곡으로 전통소리의 신선한 모습을 느

끼게 될 것이다. 특히 코트뮤(KOTMU) 아리랑은 들어보지 못했던 북한 아리랑을 남한의 아리

랑과의 합동구성으로 짝궁의 의미를 평화적인 문화의 의미로 되새기며 신명 풍물 판굿의 신

명난 분위기로 오늘의 공연을 마무리 한다.

Based on the subject regarding “the Partnership of Korean Sounds”,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assorted harmonies of poetic music with Korean traditional zither called  

Gayageum. In the first stage, a new styled ensemble of with Buk (drum) will be pre-

sented under the title, “Sacheolga and Fisherman’s song”. Then, a new release of  

Gayageum Byeongchang (a genre of chorus playing with an instrument) titled “In a 

Sad Day” will be followed.  

Seo Gongcheol styled Gayageum Sanjo (solo play) will delight the audience through 

its fresh and unique style. 

In particular, KOTMU Arirang (Arirang is one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lyrical folk 

songs) creates an intense atmospheres on the stage through bellowing harmoni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Finally, exciting folk performance titled Pungmul Pan-

noleum will close the stage.

대표 김민정 (한국전통음악 연주단 코트뮤 예술감독)

출연  김민정, 공은영, 윤세인, 민지혜, 장지성, 박지웅, 최동환, 김윤만, 조용배

공연순서 Program

01  가야금병창과 모듬북의 협연 “사철가와 어부의 노래”     
 Gayageum & Drum Ensemble, "Sacheolga and Fisherman's song"

02 25현 가야금병창 “마음슬픈 날에는” 

 25string Gayageum Byeongchang "In a sad day"

03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와 병창 

 Seo Gongcheol styled Gayageum Sanjo & Byeongchang

04 국악 가요 연곡  Gukak Medly 

05 코트뮤 아리랑  KOTMU Arirang 

06 신명 풍물 판놀음  Exciting Pungmul Pannoleum 



제1003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3rd Saturday Performance 

윤명화무용단

우리춤! 그 멋과 신명 
Korean Dance by Yun Myeonghwa Dance Troupe! Its Style and Excitement

2017. 07. 1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춤 레파토리 중에서 관객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8개의 작품 부채춤, 비상, 검

무, 소고춤, 장고춤, 태평무, 쟁강춤,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본 무대는 궁중정재부터 민속춤, 신무용까지 아우르는 공연으로 한국춤의 다양한 멋과 아름다

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윤명화무용단은 춤꾼인 윤명화를 중심으로 섬세한 표현력과 뛰어난 역량의 무용수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 전통춤과 창작춤의 경계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예술성과 대중성

을 겸비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윤명화무용단이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오늘의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은 우리춤의 멋과 신명을 한층 더 의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The stage presents audience’s 8 biggest favorite genres of traditional dance that 

performs with various instruments such as Buchae-chum (fan), Soaring, Geommu 

(sword), Sogo-chum (small gong), Taepyeongmu, Janggo-chum (hour-glass shaped 

drum), Jaenggang-chum (castanets), and Jindo Buk-chum (drum).

From royal court to folk, and new-age, the stage will showcase a variety of beauty and 

style unique to Korean dance. 

Led by Yun Myeonghwa, who is a dancer and choreographer, the Yun Myeonghwa 

dance members are filled with outstanding dancers who present dynamic expressions. 

They have presented various performances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Ko-

rean dance and original pieces. Based on the depth and essence of Korean dance, they 

have created an artistic and popular work. Today's performance will be meaningful for 

all to enjoy the splendor and the dedication of Korean dance together.

대표 윤명화 (윤명화무용단 대표, 한양대 겸임교수)

연출 김호동 (전통춤 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출연  윤명화, 구명서, 정혜준, 유혜지, 오지영, 권미선, 구혜민

공연순서 Program

01 부채춤  Buchae-chum

02 비상  Soaring

03  검무  Geommu

04 소고춤  Sogo-chum

05 태평무  Taepyeongmu

06  장고춤  Janggo-chum

07  쟁강춤  Jaenggang-chum

08  진도북춤  Jindo Buk-chum



제1004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4th Saturday Performance 

2017. 07. 2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춤 희희낙락(喜喜樂樂)’이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에게 춤을 통해 표현된 인간

내면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인간의 내면에 기쁨 외에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듯이 

춤에도 다양한 감정이 깃들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감정을 시조나 노랫가락, 화폭, 춤

사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중 춤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조상들의 내면세계를 현대의 무대에 서게 된 전통춤을 통해 표현해보고자 한다.

전통춤은 맥을 이어온 선생님들에 따라 여러 가지의 유파를 형성하여 계승된다. 그러나 이

번엔 한 가지 유파의 전통춤이 아니라 다양한 유파의 전통춤이 소개된다. 즉,  다양한 전통춤

을 선보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리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 춤의 다채로움과 멋을 알리고 나아가 전통예술의 계승 도모에 이바

지하고자 한다.

Under the theme of ‘Jubilation of Korean Dance’, the stage is to express the illustration 

of inner feelings through movement. There are various emotions in dance including 

joy. Korean ancestors expressed their emotions in various ways, composing poems, 

singing, drawing, and dancing. The performers will relive and show what their Korean 

ancestors use to do by showcasing the traditional dance on this modern stage. 

Depending on the apprenticeship, Korean traditional dances have been inherited in 

to many different styles. This time, however,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a variety of 

styles. In order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the visitors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various traditional dances will be presented. Thus, the stage aims to deliver 

the diversity and style of Korean dance in furtherance of contributing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arts.

공연순서 Program

01 입춤  Ip-chum

02 부채춤  Buchae-chum

03 초립동  Choripdong

04 한량무  Hallyangmu

05 살풀이춤  Salpuri-chum

06 진도북춤  Jindo Buk-chum

07 선입무  Seonipmu

08 소고춤  Sogo-chum

이채현의 
‘우리춤 희희낙락(喜喜樂樂)’
Lee Chaehyeon’s ‘Jubilation of Korean Dance’

대표 이채현

연출 류영수

출연  이채현, 이정은, 박지원, 고효영, 최서인, 강동우, 안세진, 이우영, 배지윤,  

전영우, 박채원, 김혜지, 문지윤, 김혜지, 김혜준



제1005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5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병창을 전공하는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 가야금병창 중 눈대목(가장 감

동적인 대목)을 선별하여 중주와 합주, 독주 등을 통한 다양한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국악을 전공하고 연주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의 주축이 되

어 각자의 기량을 펼치는 짜임새있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신진 연주자들이 펼치는 

참신한 가야금연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에서는 12현과 25현 가야금병창이 만나는 연주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병창연주자들의 확장된 연주영역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야금병창의 흥겨운 민요

들을 타악기와의 협주를 통해 병창연주의 다양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Among a variety of Gayageum (Korean zither) Byeongchang (a genre of chorus playing 

with an instrument), young performers who majored in the genre gathered and chose 

their most impressive pieces to present. There will be duets, solos, and ensembles. 

The biggest feature of this concert is young Korean classical musicians playing a key 

role in organizing the stage to show their skills. Thus, visitors will be able to enjoy the 

innovative sounds of Gayageum by young and upcoming musicians. 

In addition, the Byeongchang performers will show the broaden realm of Gayageum 

sound in the harmony of 12 and 25 string Gayageum. The stage aim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Byeongchang throughout presenting the Gayageum folk songs along with 

dynamic percussive beats.

공연순서 Program

01 발림, 상사천리몽, 풍년노래(12현+25현민요) 

 Gayageum & Drum Ensemble, "Sacheolga and Fisherman's song"

02 25현가야금3중주 “울산아가씨”

 25 string Gayageum Trio "Ulsan Ladies" 

03  25현가야금병창 “아리랑” _작사, 작곡 조원행

 25 string Gayageum Byeongchang "Arirang"-words and music by Jo Wonhaeng 

04 수궁가 중 “고고천변”   
 "Gogocheonbyeon" from Sugungga

05 25현창작가야금병창 “가자 바다로~”  25 string Gayageum Byeongchang "Let's go to the ocean"

06  25현창작가야금병창 “사면초가”  25 string Gayageum Byeongchang "Samyeonchoga"

07  25현창작가야금병창 “나뿐이야”  25 string Gayageum Byeongchang "Just Only Me"

08  새타령, 옹헤야(12현+25현민요)   

Saetaryeong, Onghaeya (folk songs playing with 12 & 25 string zithers)

2017. 07. 2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이선 & 가야토리가 함께하는 
Fresh한 가야금병창 
Gayageum Ensemble by Lee Seon & Gayatori

대표 이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강송이, 권도연, 최지은, 조영화, 김유빈, 이솔비, 김유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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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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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다음날, 추석 연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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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