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SEPTEMBER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2017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2017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422회

여연화재수(如蓮花在水) 
Yeoyeonhwajaesu: Like a Lotus Folower  

Floating on the Water

09. 17.

제423회

전통연희와 풍류 한마당
Traditional Performing Beats 

09. 24.

제421회

신나는 놀이판, 통쾌
Dynamic Movement, Tongqoe

09. 10.

제420회 

창작연희극  
‘헬로 미스터 옹’

Creative Performing Art, ‘Hello Mr.Ong’   
09. 03.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1011회

강원도의 산소리,  
물소리 그리고 아리랑
Nature Sounds and Arirang from Gangwon-do Province

09. 09.
제1012회

춤, 가을을 수놓다 
Coloring the Autumn through Dance

09. 16.

제1013회 

붉은 달, 우리 춤의 인상
Reddish Moon, Impression of Korean Dance

09. 23.

제1014회 

이노연, 춤판
Lee Noyeon, Dance Performance

09. 30.

제1010회

전라도의 풍년경사 ‘路’  
한양을 적시다
Jeolla-do Harvest Festival, 'Ro' spread to Seoul

09. 02.

9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Every Saturday 3:00 Pm, Museum Auditorium 

2017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9월 일요열린민속무대
Performances for September, Every Sunday 2:00 pm. Museum Courtyard 

2017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0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October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01.  (일) 명품연희 세상을 품다 '사물놀이 청악' 김주완 청악예술단(연희)

10.07.  (토)  시와 민요로 만나는 국악콘서트 서유석(기악)

10.08.  (일) 재담과 소리로 풀어보는 연희마당 박요환(연희)

10.14.  (토)  달빛아래 흩날리는 그리움은 꽃잎이 되어 '月下情人' 임경자(무용)

10.15.  (일) fun fun 한판 감종문 타악연희단 훤(연희)

10.21.  (토)  송은주의 지.호.락 송은주(성악)

10.22. (일)  세계를 향해 본때를 보인다! 택견 공연 '본때' 도기현 결련택견협회(무예)

10.28. (토)  화무(華舞)-정점(定點) 함께 즐기다! 이지선(무용)

10.29. (일)  신나는 난장 쓰리 'GO' <보고, 듣고, 즐기고> 이주용 전통연희단 난장앤(연희)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남도 민요의 대표곡인 육자배기,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과 창작국악가요

와 설장구 병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곡인 ‘육자배기’는 본래 전라남도에서 불리던 향토

민요로 6박 진양조 장단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육자박, 육자박이로 불리기도 한다. 

심봉사 젖동냥하는 대목과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 심청가의 유명한 대목들을 비롯하여 ‘소금

장수’, ‘시집가는 날’, ‘가시버시사랑’ 등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창작국악가요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고 흥과 신명이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이 스트레스를 ‘樂(락)’으로 풀어냈듯이 남녘의 짙은 감성과 멋이 담긴 이 무대

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樂(악)’ 소리 나는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This concert consists of the representative songs of Namdo folk songs such as Yuk-

jabaegi, Seongjupuri, Namwon Fortress, and Jindo Arirang. Accompanied with contem-

porary styled plays of Gukak(Korean Classical Music). Then, Seoljanggu ensemble will 

be performed by Master Park Junyoung. The first song called 'Yukjabaegi' is a local folk 

song originally sang in Jeollanamdo province.

Two well-known parts among the traditional Pansori(Epic Chant) titled Simcheongga 

as well as a variety of contemporary styled Gukak songs will follow. Representative 

songs from Namdo province will be ready to amuse the audience. 

Just as how Korean ancestors relieved their stress through dynamic performances,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a variety of melodies which will release the audiences stress.

대표 김병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이수자)

출연   박준영(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배뱅이굿 전수교육조교)

서원준, 송효진, 이상윤, 김보배, 김효민, 인종영, 김해진

제1010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0th Saturday Performance 

전라도의 풍년경사

‘路’ 한양을 적시다
Jeolla-do Harvest Festival, 'Ro' spread to Seoul

2017. 09. 02.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순서 Program

01  남도민요 - 육자배기  Namdo Folk Songs-Yukjabegi

02 판소리 - 심봉사 젖동냥하는 대목

 Pansori-Chapter; the blind Simbongsa begs maternal assists to villagers

03 설장구 병주  Seoljanggu Ensemble

04 창작국악가요 - 쑥대머리  Contemporary Gukak-Ssukdaemeori 

05 판소리 -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  Pansori-Chapter; the blind Simbongsa got his visions back 

06 창작국악가요 - 소금장수, 시집가는 날, 가시버시 사랑  

 Contemporary Gukak-Sogeum Jangsu, the Wedding Day, Gashibeoshi Sarang 

07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Namdo Folk Songs-Seongjupuri, Namwon Fortress, and Jindo Arirang 



2017. 09. 03.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제420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0th Sun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헬로 미스터 옹’은 고전소설인 옹고집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연희극이다. 옹

고집전은 고집불통 불효자인 미스터 옹이 일련의 사건을 겪고 개과천선하는 이야기이다. 미스

터 옹은 고집이 센 불효자에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욕심쟁이이다. 이에 화가 난 도술이 능통

한 도사가 가짜 미스터 옹을 만들어 마을에 보내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혼

란스러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또에 판결을 요청하게 된다. 

과연 진짜 미스터 옹은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진짜 미스터 옹과 가짜 미스터 옹의 다툼을 집중하여 보다 보면 관객들은 재미있는 전통문화

를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조상들이 보내는 교훈과 삶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Hello Mr.Ong' is a creative drama comedy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novel, Ong-

gojipjeon, in a modern sense. The story is about how Mr.Ong who is stubborn, inferior, 

undutiful son to be matured through dramatic stories. Long time ago, in a small town, 

there was a greedy man named Mr.Ong who afflicted villagers. One day, a guru named 

Hakdaesa visited the town and he got mad at Mr.Ong's awful behavior. So, he made 

a golem to look like Mr.Ong then sent it to the town to replace him in order to punish 

his selfishness. Confused villagers went to a judge to find out who is real Mr.Ong. So, 

would it be possible Mr.Ong prove himself?

While watching the arguments between the fake and true Mr.Ong,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funny traditional culture and learn the wisdom's of life from the story.        

연출 용선중

출연  Mr.옹 박지웅, 가짜Mr.옹 장지성, Mrs.옹 고윤선

      Mr.옹아비 최동환, 사또 권준성, 학대사 조주현, 

      각설이패 마루바닥비보이크루

      관청사람들 김윤만, 조용배

      음악반주 윤보영, 조연희, 조애라

공연순서 Program

01  평화로운 옹당촌의 마을 분위기와 각설이패의 놀이한판    

 Describing Ongdang village's peaceful and playful environment

02 Mr. 옹의 불효 및 이기적인 삶  Ineffectual and Selfi sh Life of Mr.Ong

03 학대사의 시주와 지혜  Guru Hakdaesa's visiting and his wisdom

04 Mr. 옹과 가짜 Mr. 옹의 만남  Encounter of real and fake Mr. Ong 

05 Mr. 옹 찾기 재판  A trial to fi gure out who is genuine 

06 가짜 Mr. 옹의 선행  Golem(Fake Mr.Ong)'s good of virtue 

07 Mr. 옹의 개과천선과 학대사의 용서  

 Guru Hakdaesa forgive Mr.Ong by seeing his regret and repentance 

08 Mr. 옹의 개과천선의 축하 대동놀이  

 Celebration for Mr.Ong who turns to be a good man

창작연희극 

‘헬로 미스터 옹’ 
Creative Performing Art, ‘Hello Mr.Ong’



제1011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1th Saturday Performance

강원도의 산소리, 
물소리 그리고 아리랑
Nature Sounds and Arirang from Gangwon-do Province

2017. 09. 09.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는 강원도의 지역별로 구전되는 10개의 아리랑과 1개의 아리랑춤을 모아 선보이는 

자리이다. 구한말 의병들이 불렀던 아리랑을 소리와 안무로 승화한 ‘춘천의병아리랑’, 의병들

을 추모하는 ‘바라춤’, 지역의 향토적인 정서가 담긴 ‘춘천아리랑’, ‘횡성군밤타령’, ‘강원도장타

령’ 등 다양한 아리랑곡들이이 공연된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춤과 노래만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스

토리텔링 형식으로 곡과 그 곡의 배경을 해설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무대에 적극적으로 몰

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age will be filled with Ganwon-do province's regional variations of Arirang (Ko-

rea's representative folk song) medleys; 10 types of songs and a dance piece. The folk 

song Arirang illustrates various historical scenes and people's sorrows as 'Chuncheon 

Euibyeong Arirang' of military song, 'Barra-chum' of memorializing the soldiers. The 

songs will depi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cent of Gangwon-do Province such 

as 'Chuncheon Arirang', 'Hoengseong Gunbam Taryeong'. In addition, the stage aims to 

bridge the past and the present in order to create nostalgic vibes.

Through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see traditional culture is not 

boring but a fun and inspiring genre.

대표 기연옥 (사)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연출 김채원

출연  안상옥, 위정순, 이진선, 이혜순, 강복순, 김은자, 이순자, 홍지선, 용경옥,

최서인, 최가인

공연순서 Program

01  춘천의병아리랑  Chuncheon Euibyeong Arirang

02 해설  Narration

03 초혼무  Chohonmu

04 춘천아리랑  Chuncheon Arirang 

05 횡성군밤타령  Hoengseong Gunbam Taryeong 

06 강원도장타령  Gangwon-do Jang Taryeong 

07 춘천목화따는소리  Chuncheon Mokhwa Ttanun Sori 

08 평창논매는소리  Pyeongchang Nonmaenun Sori

09 춘천장사타령  Chuncheon Jangsa Taryeong

10 소양강뗏목아라리  Soyanggang Ttetmok Arari

11 정선아라리  Jeongseon Arari

12 정선자진아라리  Jeongseon Jajin Arari



제421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1st Sunday Performance

2017. 09. 10.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전통국악’ 또는 ‘연희’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틀에 박힌, ‘재미없고 지루한’ 장르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를 담아 기획되었다. 

신나는 놀이판 “통쾌”는 시민 누구나 국악과 전통연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악과 전통연희

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었다. 더불어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국악과 연희를 새롭게 구성하여 관람객들이 친숙하게 느

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감동적인 장르라는 것

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Gukak’, the traditional Korean classical music or ‘Yeonhee’, folk performance often 

regarded as a 'boring and old fashioned genre'. The stage is directed in order to break 

the stereotype about folk arts. 

Under the title of 'Tongqoe', literal meaning is “the Great Pleasure” in Korean, a variety 

of dynamic performances are arranged to deliver the fundamentals of traditional Ko-

rean music through laugh and ease. Thus, people can enjoy the true entertainment of 

Korean folk music and dance. In addition, the stage aims to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imes in order to arouse nostalgic sympathy.

대표 이찬행 (전통예술단 호연 대표 )

출연  조영준, 김진미, 박세호, 신지용, 이명모, 최동현, 조영두, 최보근, 김보미, 

서창훈, 김종환, 이우명, 김진웅

신나는 놀이판 통쾌
Dynamic Movement, Tongqoe; the Great Pleasure

공연순서 Program

01  쇼타임  Show time

02 모듬북 합주곡 “공명”  Assorted Drum Ensemble "Gongmyeong(Resonance)"

03 판“MUSIC"  Pan, "Music"

04 비보이 “히어로”  B-boy "Hero" 

05 FUN&GOOD  FUN&GOOD 



제1012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2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춤의 멋과 흥 그리고 한이 어우러져 가을을 수놓는 무대로 꾸며졌으며 한국

춤의 향취와 중국 무용의 아름다움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무대인 ‘태평무’는 의젓하고 경쾌한 발 디딤새가 특징적인 춤으로 나라의 풍년과 태

평성대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 무대로는 노랑 저고리에 남색치마를 입고 인생

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굿거리 춤인 ‘교방굿거리춤’이 이어진다. 장고를 비스듬히 어깨에 둘

러메고 멋스러운 춤사위를 보여주는 ‘장고춤’, 호방한 한량의 기운과 끼를 엿볼 수 있는 ‘한량

무’, 왕세자와 평민 여인의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야기를 표현한 중국무용 등도 이어서 진행된

다. 마지막은 흰 창호지를 길게 찢어 뭉친 지전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추는 ‘지전춤’과 쾌자를 

한삼처럼 뿌리고 던지며 역동적인 춤사위를 바탕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무당춤’으로 

장식되어 관객들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Under the theme of ‘Coloring Nature in Autumn’, the stage is designed to present the 

pleasant and pleasureful Korean dance. Moreover, not only Korean, but also Chinese 

dance will be performed to entertain the audience.

'Taepyeongmu', a dance to wish great peace and prosperity will show off their dynamic 

and cheerful steps to open the stage. Next, 'Gyobang Gutgeori-chum' consists of eight 

plots. The performers wear a blue skirt on a yellow jacket to colorfully illustrate the emo-

tions of life. Then, graceful movements of 'Janggo-chum' along with rhythmical beats 

from the Janggo(hour-glass shaped drum) will dazzle the stage. 'Hallyangmu' consists 

of a male dancer depicting the steps of noblemen's aloof, though graceful, dignity. 

The Chinese dance performance will express a dramatic love story between a prince 

and a commoner. 

The final Korean performances, 'Jijeon-chum' will decorate the semi-finale by dancing 

with paper strings. Then, 'Mudang-gut', originally a ritual shamanic performance will 

depict the inner world within its dynamic dance.

공연순서 Program

01 태평무  Taepyeongmu

02 교방굿거리춤  Gyobang Gutgeori-chum 

03 장고춤 (배정혜류)  Janggo-chum(Bae Jeonghye style) 

04 한량무  Hallyangmu

05 사라진 해와 달  Disappeared Sun & Moon

06  지전춤  Jijeon-chum

07  무당춤  Mudang-chum

2017. 09. 1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춤-가을을 수놓다
Coloring the Autumn through Dance

대표 강준영 (예술법인 예락 대표)

예술총감독 김선정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무용과 교수)

출연  강준영, 이동준, 이소영, 손수연, 조수빈, 이예원, GAOYANG, SUNMENG, 

박수빈, 최지원



제422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2nd  Sun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여연화재수(如蓮花在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연꽃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

서 꽃피운 우리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통 춤과 국악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구성되었다.

신명나는 가락이 돋보이는 삼고무를 시작으로, 다이내믹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장검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로 이어지는 무대는 흥겨운 발놀림이 돋보이는 한국무용의 정수

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어지는 향발무는 전통악기인 향발 연주를 통해 서양의 탱고 춤을 

보는 듯이 빠르고 경쾌한 춤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채춤은 우아하

고 멋스러운 춤동작으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화려함을 뽐낸다. 

또한 가야금 병창과 연주, ‘사물놀이’는 보는 즐거움을 넘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들

도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Under the title of 'Yeoyeonhwajaesu(如蓮花在水)', the stage is elaborated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art that represents a blossoming lotus flower floating on the water 

in the long history of Korea.

Likewise rhythmical beats of 'Samgomu' open the stage, dynamic sword dance called 

'Janggeommu' will enliven the followings. In particular, 'Taepyongmu', a dance that 

wishing a peace for the country and the audience, will show the essence of Korean 

dance through its skillful yet cheerful footsteps. Hyangbalmu will be carried out with 

a small percussion named Hyangbal presenting glamorous yet rhythmical gestures 

as Tango. 'Buchaechum' will decorate the stage throughout its colorful yet beautiful 

features like blooming flowers in sequence. 

Lastly, exciting percussion ensemble, 'Samulnori' along with Gayageum medley will 

leave a lasting impression on th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01 삼고무  Samgomu

02 장검무  Janggeommu 

03 태평무  Taepyeongmu

04 향발무  Hyangbalmu

05 부채춤  Buchae-chum

06  가야금 연주 - 사랑가, 비틀즈 메들리  Gayageum-Sarangga, Beatles Medley

07  사물놀이  Samulnori

2017. 09. 17.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여연화재수(如蓮花在水)
Yeoyeonhwajaesu: Like a Lotus Folower Floating on the Water

대표 장윤실 (평화예술단 ‘연’단장)

출연   장윤실, 이재일, 김복희, 이금주, 한윤지, 김언숙, 김은정, 장태연, 

김예영, 홍연지, 조줄희, 박민지, 이소현, 강두리, 김명주, 박채원, 최진희, 

강은정, 이혜영, 최선영, 박미정, 김민경, 오유라, 최연지, 김민정



제1013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3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붉은 달, 우리 춤의 인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선을 보이는데 이는 조남규·

송정은 무용단이 창단 이래 많은 극찬을 받아왔던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은 한 여인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여령무’이다. ‘여령무’는 서정적인 분위기속에

서 여인의 고고한 자태를 감성적인 춤사위로 표현한 춤이다. 이어서 부채와 방울을 가지고 추

는 ‘쟁강춤’, 농악장단에 맞추어 흥과 신명으로 악기와 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장고춤’, 한·

흥·멋을 고루 갖춘 즉흥적인 ‘부채입춤’이 펼쳐진다. 공연단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도 찬사를 가득 받는  부채춤을 마지막 무대로 준비했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화려하

고도 아름다운 전통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age, the Cho Namgyu·Song Jeongun Dance Troupe presents their critically ac-

claimed performance titled ‘Reddish Moon, Impression of Korean Dance’. 

The first stage, ‘Yeoryeongmu’ depicts a woman’s  triumphs and tragedies through a 

lyrical atmosphere with emotional gestures. Then, ‘Jaenggang-chum’; a dance with 

fans and bells, ‘Janggo-chum’; an exciting dance in accordance with percussion beats 

from the hour-grass shaped drums, ‘Buchaeip-chum’; an improvisational fan dance 

illustrates the variation of emotions. 

The dance troupe has also prepared the finale with ‘Buchae-chum’. The Korean fan 

dance has been complimented for its beau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the world.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spectacular and beautiful traditional dancing.

공연순서 Program

01 여령무  Yeoryeongmu

02 쟁강춤  Jaenggang-chum 

03 장고춤  Janggo-chum

04 재담과 버나  Jaedam & Beona

05 살풀이춤  Salpuri-chum

06  부채입춤  Buchaeip-chum

07  소고춤  Samulnori

08  부채춤  Buchae-chum

2017. 09. 2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붉은 달, 
우리 춤의 인상
Reddish Moon, Impression of Korean Dance

대표 송정은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연출 조남규

출연   강화경, 박인혜, 김한나, 김하경, 양희주, 박선아, 이효영, 여주연   



제423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3rd  Sun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으로는 넉넉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을 준비하

였다. 첫 작품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 연희자들이 손발을 맞추어 보며 굿을 빠르게 몰아가는 형

태의 ‘굿머리 가락’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일채부터 칠채까지 장단의 빠름과 느림을 섞어가며 

짜임새 있게 움직이며 연주하는 ‘채굿’이 공연된다. 여기서 ‘채’는 ‘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용어로 한 장단 내에서 치는 징의 점수를 의미한다.

연희자들이 원진의 반대방향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  돌면서 꾸미는 ‘방울진굿’, 두 줄의 진 형

태를 갖추고 태극 모양을 만들며 구음으로 호호와 허이를 외치며 움직이는 ‘호호굿’, 그리고 

‘미지기 굿’을 마지막으로 공연은 마무리된다. 공연의 마지막에서는 연희자들이 개인놀이를 

선보여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관객들은 연희자들과 함께 호흡

을 맞추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Today's performance, Imsil Pilbong Nongak(literal meaning is farmers' music) and 

band of Honam Jwado region is full of vigor and vitality. 'Gutmeori-garak' begins the 

stage with fast beats, which means the performers tune the beats and the details of 

the performance before presenting. In 'Chae-gut', performers are in a circle formation 

while playing a set of 7 independent rhythms with a combination of fast and slow tem-

pos. 'Banguljin-gut' whose performers make a spiral shape; and 'Hoho-gut' where the 

troupe lines up in 2 columns and shouts "Hoho" and "Hoeoi" will be followed. Nongak 

performance will conclude with 'Mijigi-gut' and lastly, each performer will play indi-

vidually to delight the audience with their distinctive skills and talents.

공연순서 Program

1마당 -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Gutmeori-garak

01 굿머리 가락  Gutmeori-garak 

02 채굿  Chae-gut 

03 방울진굿  Banguljin-gut

04 호호굿  Hoho-gut

2마당 - 개인놀이  2nd Act-Solo Performances

2017. 09. 2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Performing Courtyard

전통연희와 풍류 한마당
Traditional Performing Beats

대표 송주광 (전통연희연구소 대표)

연출 정일협

출연   서신석, 최보근, 김재균, 정일협, 민재경, 노진우, 김선범, 김석준,

       구자호, 유선화, 윤웅기, 홍성준, 정선희, 유현숙, 임예주, 김혜정, 

       강정효, 송미경, 김순귀, 이상우, 정진희, 박은선, 배송미, 김은숙, 

       송주진, 최동숙, 송윤아, 송윤준, 정연주, 선봉주, 남인우, 김창배



제1014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4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는 한국춤의 얼과 혼이 담긴 무형유산 남도의 씻김굿과 경기도 ‘도당굿’의 춤가락을 

동시에 선사하는 특별공연으로 구성되었다. ‘승무’, ‘살풀이춤’, ‘진도북놀이’ 등은 남도예술

의 춤가락에 근간을 둔 작품들로서 남도예술 특유의 멋과 신명을 듬뿍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도살풀이춤’과 ‘입춤’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파생된 춤으로 독특한 춤멋과 맛을 표출한다는 것

이 특징이다. 공연자는 춤의 원형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안무

를 관객들에게 선보여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한국 전통춤

이 갖는 깊은 아름다움과 참신한 춤의 표현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Regional representative folk performances as well as accredited intangible heritages, 

Ssitgim-gut (Purification Ritual) of Namdo and  'Dodang-gut' (Tutelary Rite) of Gyeo-

nggi-do are prepared to present the spirit and philosophies of Korean Dance. Based 

on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Namdo styled dance pieces such as 'Seungmu', 'Salpu-

ri-chum', and 'Jindo Buknori' will showcase spirited yet solemn movements. Dances 

called 'Dosalpuri-chum' and Ip-chum which are originally derived from 'Dodang-gut' 

will show its unique style. Based on the original form of dance, the performers will 

present the reinterpretated and reconstructed choreography within modern perspec-

tive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beauty and dignified  expression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공연순서 Program

01 살풀이춤(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Salpuri-chum(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7)

02 입춤(대전시무형문화재 제21호)  Ip-chum(Daejeon-si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1) 

03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Seungmu(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7)

04 도살풀이춤(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Dosalpuri-chum(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7)

05  진도북놀이(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18호)  

Jindo Buknori(Jeolla Namdo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8)

2017. 09. 3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이노연, 춤판
Lee Noyeon, Dance Performance

대표  이노연(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수자) 

출연  유미애, 황보남, 추란희, 김현주,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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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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추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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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