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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2017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8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August,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7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1006회

천하연희여장군 
The Heroines : Yeonhee-yeojangun

08. 05.

제1007회

메밀꽃 필 무렵 
When the Buckwheat Flowers Blossom

08. 12.

제1008회

Healing Concert

라온제나 Part 2 
Healing Concert : Laonjena Part 2

08. 19.

제1009회

소통 Ⅷ

그림속 춤의 변주 
Communication VIII : Artistic Dance Variations

08. 26.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마을을 신명나게 만드는 연희여장군의 기운으로 마을을 지키는 지하여장군의 한

을 풀어낸다는 의도를 담은 공연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연희여장군의 다양한 여섯가지 

연희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로는 한의 느낌을 주는 ‘혼명’ 살풀이를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표현하는 작

품과 여인의 한을 승무로 표현한 ‘여한’의 작품을 준비하였다. 이어서 웅장한 북의 울림을 표

현한 ‘태동’, 초립동을 새롭게 구성한 ‘탄생’ 소고무와 판놀이를 각색한 ‘환희’ 등 여러가지 연

희 공연이 펼쳐진다.

연희여장군은 모계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연희문화를 새롭게 해석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연희공연이 세계의 다른 공연과 견

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Consisting of themes regarding the totem pole of the village guardian, Jihayeojanggun 

(The Female General of the Underworld), the stage prepared six different performances 

showing traditional spiritual messages; improving the villagers mood while also re-

leasing the female guardian’s sorrow. 

The first stage is titled ‘Honmyeong’, transforming the performance style; the melan-

choly steps of Salpuri contrasts the exciting percussion from the Samulnori. ‘Yeohan’ 

is composed with Seungmu (dance in Buddhist attires) to showcase women’s grief. A 

series of theatrical performances will follow including ‘Taedong’ ; experience the thun-

derous rumble from the drums, ‘Tansaeng’; a new piece about Choripdong (a tradition-

al comedic dance piece composed by Seunghi Choi), ‘Hwanhee’ ; sounds of Sogomu 

(dance with handy drums) and Pannori (traditional plays). 

In other words, the newly directed traditional theatrical performances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Korean culture of maternal societies. Thus, the audience can enjoy the 

merit of universal theatrical plays. 

대  표 안은희 (뉴저지 춤누리 예술원장)

총감독 김묘선 (국가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전수조교)

출   연   신하얀, 한미리, 김지안, 박경진, 박지웅, 장지성, 조용배, 남영희,  

최동환, 김윤만, 원선애

공연순서 Program

01 혼명 (살풀이와 사물놀이)  Honmyeong(Salpuri & Samulnori)

02 아름 (화선무)  Ahruem (Hwaseonmu)

03 여한 (승무)  Yeohan (Seungmu)

04 태동 (북의 대합주)  Taedong (Drum Ensemble)

05 탄생 (초립동)  Tansaeng (Choripdong)

06 환희 (소고무와 판놀이)  Hwanhee (Sogomu & Pannori) 

제1006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6th Saturday Performance 

천하연희여장군
The Heroines : Yeonhee-yeojangun

2017. 08. 0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궁중정재의 정수인 ‘춘앵전’으로 시작한다. ‘춘앵전’은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

의 앵삼을 입고 오색한삼을 양손에 끼고 꽃돗자리 위에서 추는 독무로서 춤을 추는 몸선이 매

우 우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검기무’는 칼을 들고 추는 궁중무용이다. 칼

을 들고 추는 춤이지만 궁중무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전투적인 느낌보다는 우아하고 유

연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공연자들은 ‘살풀이춤’과 ‘호남산조춤’을 통해 한국춤의 

호흡법을 보여주어 관객들이 한국전통춤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궁중정재와 민속춤이 서로 소통하는 예술적 춤사위를 한

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A masterpiece of Korean royal court dance, Chunaengjeon starts the stage. ‘Chu-

naengjeon’ features a solo dance showing off elegant movements by dancing on a 

flower-patterned mat while wearing a yellow attire along with extended colorful long 

sleeves reminiscent of a nightingale. The second performance, ‘Geongimu’ is not only 

a sword dance, but also a court dance. It encompasses glamorous and refined steps 

rather than combative features. Next, the performers will convey the basic tempo of 

Korean dance in the following performances, ‘Honam regional styled Sanjo-chum’ 

(free style solo dance) and ‘Salpuri-chum’ (ritual dance) in order to share the “deep 

breathing” of Korean traditional dance. In this stage, the audience will meet the artistic 

movements of court and folk dances in unison.

대표 장민하 (국립국악원 무용단 지도단원)

출연 백진희, 김혜영, 유재연, 이혜경, 최나리, 김청우

공연순서 Program

01 고을사 월하보에...(춘앵전)  Goeulsa Wolhaboe...(Chunaengjeon)

02 弄劒(검기무)  Geongimu

03 호남 교방무  Honam Gyobangmu

04 호남 산조춤  Honam Sanjo-chum

05 장한가  Janghanga

06 살풀이춤  Salpuri-chum

제1007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7st Saturday Performance 

메밀꽃 필 무렵
When the Buckwheat Flowers Blossom

2017. 08. 1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자는 의도를 담아 기획되었다. 공연자들은 이 공연을 통하

여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을 전달해주고자 한다. 이 공연

을 구성하고 있는 작품들은 한순간 역동적인 재미보다는 수준 높은 음악과 밀도 있는 구성을 

통하여 관객들이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재미를 전하려고 한다. 

관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전통민요와 현대예술을 결합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을 접하고 

쉽게 듣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age is directed with the intention of enjoying Korean culture. Performers aim to 

deliver a relaxing moment for the audience who may be tired from their daily lives. The 

performances are designed to convey a new type of pleasure that the audience may 

never have experienced before through a consistent high level of music with dense 

compositions rather than a temporary moment of dynamic excitement. 

The audience will see popular performances they can easily hear and follow while 

along with by experiencing the process of a new creation, combining traditional folk 

songs with contemporary arts.

대     표 이진용 (Ye-in Story 대표)

출     연 이진용, 설호종, 김영정, 서준웅, 장현아

공연순서 Program

01 타  Ta

02 나무타령  Namutaryong

03 사랑을 노래하다  Singing the Love

04 시나위 푸리  Sinawe

05 나나니  Nanani

06 태풍  Storm

07 님 만나 보겠네  Meeting my Darling

제1008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8th Saturday Performance 

Healing Concert

라온제나 Part 2
Healing Concert : Laonjena Part 2

2017. 08. 1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는 평인이승주무용단이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고 전통과 현대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소통자로서 전통춤과 민속춤을 선보인다. 평인이승주무용단은 우리의 춤을 현대인들

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단체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근대무용의 대표작이며 가장 화려한 민속춤을 재구성

한 '신부채춤'으로 시작된 무대는 조선시대 궁중무용 중 대표적인 홀춤인 춘앵전을 색다른 시

각으로 구성한 '쌍춘행전'으로 이어진다. 그 뒤로는 사군자인 매·난·국·죽 중 난(蘭)에 비유

되는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태평무'와 옛 발자취를 하나, 둘 되돌아보는 선비의 고고한 자태와 

품위를 뽐내며 인생의 무상을 표현하는 '한량무', 그리고 춤으로써 대화하는 여인들의 아름다

운 몸짓을 보여주는 '연흥무' 등 다양하고 화려한 춤들이 이어져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The stage is filled with performances by Lee Seungju dance troupe, which will intro-

duce traditional and modern dances as communicators preserving tradition and con-

necting modern people with tradition. 

The Lee Seungju dance troupe has made a great effort to make Korean dance more 

accessible and interesting. 

The ‘new styled Buchae-chum’, Korea’s number one favorite folk dance due to its 

colorful and splendid features, will start the stage. Then, a representative court dance 

from Joseon dynasty(1392-1897) called Chunaengjeon is directed with a new point of 

view under the title of ‘Ssang-chunaengjeon’. After that, Taepyeongmu, which is lik-

ened as orchid of the four gracious plants(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will showcase its elegant and gorgeous movements. ‘Hallyangmu’; illustrating the 

gratitude and heroic attitude of noblemen and his vanity if life, and ‘Yeonheungmu’; 

depicting female’s beautiful gestures, will be presented in furtherance of showcasing a 

variety of artistic Korean dances. 

대표  이승주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일무/승무 이수자)

출연  이서윤, 서정선, 권미리, 권현숙, 김소영, 윤보배, 한정수, 신나래, 김예나, 

이승주 

공연순서 Program

01 신부채춤  New styled Buchae-chum

02 쌍춘앵전  Ssang-chunaengjeon

03 태평무  Taepyeongmu

04 한량무  Hallyangmu

05 연흥무  Yeonheungmu

06 장고춤  Janggo-chum

07 사랑가  Sarangga (Love Song)

08 살풀이춤  Salpuri-chum

제1009회 토요상설공연  The 1009th Saturday Performance 

소통 Ⅷ
그림속 춤의 변주
Communication VIII : Artistic Dance Variations

2017. 08. 2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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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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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다음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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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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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