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0OCTOBER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October
2017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October
2017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1016회

임예주의 연리지(連理枝) 
Lim Yeju's Harmonious Dance, Yeolligi

10. 14.

제1017회

송은주의 지.호.락
Song Eunju's Korean Folk Music-'Knowledge, Beauty and Joy'   

10. 21.

제1018회

화무(華舞)-정점(定點) 함께 즐기다!
Dancing with flowers-Let's enjoy together!

10. 28.

제1015회

시와 민요로 만나는 국악콘서트
Korean music concert with poetry and folk music

10. 07.

10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7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10월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7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424회

명품연희 세상을 품다 
‘사물놀이 청악’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Samulnori 'Cheongak   

10. 01.

제425회

 다같이 돌자 연희 한바퀴
 Let's Play Together

10. 08.

제426회

fun fun 한판
Fun & Fun, Excit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10. 15.

제427회

결련택견 한마당
Traditional Martial Arts, Gyllyeon Taekkyeon

10. 22.

제428회

신나는 난장 쓰리‘GO' 
Dynamic Performance, Three 'Go'     

10. 29.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1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November

11. 04. (토)	 세계를	향한	우리문화의	날개2		정수경(연희)

11. 11. (토)	 고(古),	금(今)을	아우르는	춤,깔	여정		송미숙(무용)

11. 18. (토)	 물	아래	하늘,	하늘	가운데	명월		최영희(성악)

11. 25. (토)	 장옥주의	열여섯번쨰	‘춤’	이야기	장옥주(무용)



명품연희 세상을 품다. 

‘사물놀이 청악’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Samulnori 'Cheongak'

2017. 10. 01. Sunday(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제424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4th Sun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 청악예술단에서 전통, 호기심, 즐거움, 체험의 네 가지의 테마를 토대로 

전통연희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Ⅰ.  전통- 우리나라 전통연희를 무대화하여 네 가지의 악기 사물(꽹과리, 장구, 징, 북)을       

가지고 흥겨운 가락과 신명을 통해 앉은반사물놀이와 선반사물놀이의 볼거리를 선사한다.

Ⅱ.  호기심- 사자탈놀이를 재미있게 각색하여 마부와의 재담을 통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보여준다.

Ⅲ.  즐거움- 상모와 부포를 돌리고 악기를 치며 화려한 움직임 속에 전통을 이어 우리시대     

최고의 명인이 되고픈 연희자들의 꿈과 희망을 즐거움으로 표현하였다.

Ⅳ.  체험- 다채로운 개인놀음과 버나 돌리기 살판을 통해 같이 직접 주고받고 체험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놀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dynamic performing arts based on four themes; tradition, 

curiosity, entertainment, and experience. 

Ⅰ.  Tradition- Performers will present a spectacular performance called  'Anjeonban-

nori' and 'Seonban-nori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dynamic performing arts based 

on four themes; tradition, curiosity, entertainment, and experience. (Ggoinggwari, 

Jangu, Jing, Buk). 

Ⅱ.  Curiosity- The following stage, traditional Lion mask dance will delight audience 

through its humorous dialogs and gestures.

Ⅲ.  Fun -Performers will illustrate the stage with their skillful and dynamic movements 

by twirling traditional hat, Sangmo(a hat attached a long ribbon).     

Ⅳ.  Experience - The finale will be decorated with various interactive performances. The 

performance will produce much mirth among the audience through the style and 

joy of Korean folk music. 

대표 김주완(사물놀이 청악예술단 대표)

출연 김주완, 진동규, 박요셉, 박한별, 박요한, 이준호, 류승렬, 김동윤

공연순서 Program

01 길놀이  Gilnori

02 앉은반 사물놀이  Anjeonban Samulnori

03 사자탈 놀이  Lion Mask Dance

04 사물판굿 & 연희  Samulpan-gut & Yeonhui 



시와 민요로 만나는 

국악콘서트
Korean music concert with poetry and folk music

2017. 10. 07.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제1015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5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국악에 옛 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재즈가 결합된 민요와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우리음악의 또 다른 모습과 다채로운 공연들로 이번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관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두 팀의 음악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나는 국악그룹 ‘동화’이고 

다른 하나는 밴드 ‘아포가토’ 이다. 국악그룹 ‘동화’는 시를 가사로 한 노래를 한국 3대 성악 중 

하나인 정가와 가요 창법을 통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풀어냈다. 밴드 ‘아포가토’는 재즈를    

기반으로 예로부터 일반 민중 사이에 불려 내려오던 생활 감정을 담은 전통적인 노래, 민요와 

결합하여 에스프레소와 아이스크림의 달콤 쌉싸름한 조처럼 맛있는 음악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관객들은 아포가토의 공연을 통해 시에 담겨진 이야기를 나누고 시에 어우러진       

음악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erformance will show folk songs and traditional music combined with jazz, and 

creative music containing the stories of old poets. 

 A variety of performances showing different features of Korean music will be showcased, 

which people can appreciate comfortably. The audience would meet performances of 

two teams, 'Donghwa' and 'Affogato'. 'Donghwa', Korean music band, recreates Korean 

music in modern style through the vocalization of 'Jeongga' and 'Gayo'. Based on jazz, 

the band 'Affogato' combines traditional songs and folk songs with emotions of general 

public. Like a bittersweet combination of espresso and ice cream, 'Affogato' will present 

a delicious music to the audience.  

 The audience could share the story in the poetry and enjoy the music combined poetry 

by today's performance.   

대표  서유석(IBI Company 대표)

출연  서유석, 최진영, 고윤진, 김규연, 장명서, 오영진, 홍승희, 김기태

공연순서 Program

01  새로운 길  A new road

02  신바람  Joyfulness

03  숨바꼭질  Hide and seek

04  무엇찾니  What are you looking for?

05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I did'nt know it before

06  노들강변  Nodeul Riverside

07  아리랑  Arirang

08  밀양 아리랑  Milyang Arirang

09  강원도 아리랑  Gangwon-do Arirang

10  정선아라리  Jeongseon Arari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재담과 소리로 풀어보는 연희마당으로서 한국전통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관객들    

에게 선보이는 무대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가락과 전통놀이를 현대감각에 맞추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나아가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전통악기와 개량악기가 서로 어울려 꾸미는 무대이다.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공존의 상생(相生),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상생(常生)의 의미를     

담은 모듬북 ‘상생’이 펼쳐진다.

이어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민요로 경쾌하고 청아한 소리가 특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를 선보인다. 연희자의 다양한 진풀이(원진, 가새진, 사통백이, 당산벌림 등)를 통해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물판굿과 민속예술단 ‘나눔소리’의 대표작인 창작연희놀이        

마당으로 사자놀이, 버나, 살판 등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신명으로 하나 되어 재미있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s stage will be filled with a witty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performance. In order 

to closer the distance of traditional music to the public, inactive as well as modernized 

performances are prepared. 

The first stage will present the harmony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instruments. 

Under the theme of Sangsaeng, the coexisting, a set of drums will be in unison to create 

the ultimate harmony.  

Following performance,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7, Gyeonggi Folk 

Songs will delight audience with its pleasant yet pure sound along with dancing in perfect 

order. All the performers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In order to provide a memorable memories to the audience, the final stage will be featured 

with the performer's most representative as well as exciting performance titled 'Samulpan-gut'.

대표  박요한 (창작연희그룹‘백희’대표)

출연  윤대만, 박요셉, 진동규, 이준호, 김영진, 구태경, 김종휘

공연순서 Program

01 모듬북“상생” A set of drum; 'coexistence'

02 노랫가락/청춘가/양류가/잦은방아타령  Sound/Song of the Young  / Song of Willow / Song of Mill

03 사물판굿  Samulpangut

04 연희놀이(사자, 버나, 살판)  Traditional Performing

제425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5th Sunday Performance

다같이 돌자 연희 한바퀴
Let's Play Together

2017. 10. 0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춤들이   

지닌 색을 선보여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 춤들에는 여러 가지의 

색이 존재한다. 살풀이춤에는 우아함과 단아함의 색이 담겨 있으며 입춤소고, 장구춤 등에서는 

기방춤이 가진 교태스러운 색이 풍긴다. 소고춤, 부포춤, 진도북놀이, 설장구놀이 등에는 흥과 

신명의 색이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은 이러한 춤들이 가진 화려하고 다양한 색들을 모두 선보

이는 무대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전통의 색을 새겨주고자 한다.

Today's performance will deliver a pleasurable sensation to the audience by showing 

variety of color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There are various colors in Korean traditional 

dances. For example, 'Salpuri-chum'(dance for expelling bad luck) has color of grace 

and monotony. 'Ipcum', 'Sogo-chum', and 'Jangu-chum' have color of coquetry shown 

in professional entertainers' dance.  'Sogo-chum', 'Bupo-chum', 'Jindo-Buk-nori', and 

'Seoljangu-nori' have  color of joy and groove. This performance will carve out the color 

of the traditional dance, which has gorgeous and various point of charm, which would 

be the unforgettable day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01  장구춤  Jangguchum

02  입춤소고춤  Ipchum

03  태평무 Taepyeongmu

04 살풀이춤  Salpuri

05 소고춤  Sogochum

06 부포춤  Bupochum

07 진도북놀이  Jindobuk-nori

08 설장구놀이  Seoljanggu-nori

대표  임예주(세요고무악예술원 대표 이력 1부 )

출연  유인상, 송수경, 이정민, 임승환, 구승택, 김란, 김선, 조성랑   

임예주의 

연리지(連理枝)
Lim Yeju's harmonious Dance, Yeolligi

2017. 10. 14.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제1016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6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한판을 관객들에게 전달   

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무대는 ‘울림’으로 시작한다. ‘울림’은 전통연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젊은 예인의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웅장함과 역동적인 음악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 다음에는 

부채의 접선이 가지고 있는 곡선미로 한국무용의 정서와 멋을 전하는 ‘나리다:유랑’(부채입춤)이 

이어진다. 그 뒤로 이어지는 ‘도락(道樂)’은 경기도당굿의 지역 문학적 음악과 관객들의 복과 

명을 빌어주는 지전춤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공연자들은 이를 통해 관객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우리소리의 한 구절을 배워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한판’을 제공한다. 이는 공연이 단순히 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공연 

속에서 직접 국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좋은 시너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The stage presents a fun and interesting folk performance, which is modernized traditional 

performance.  

Under the title 'Echo', young artists will exp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usic thorough spectacular yet dynamic sounds.

The following stage called 'Narida;Yurang' will convey the emotions and taste of                 

Korean dance thorough curvaceous beauty of Korean fan dance. Then, a shamanic 

performance titled 'Dorak', will depicts its regional style while praying good lucks for 

the audience. It would motivate audiences to learn a new and interesting Korean         

traditional music. 

On the last stage, performers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learn and sing a phrase of 

Korean folk music. An interactive performance is prepared for the finale to create the 

synergistic effects on both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be more interested in traditional Korean music.  

공연순서 Program

01  울림  Sound    

02  나리다 : 유랑  Narida; Wandering

03  도 락(道 樂)   Buchaeipchum

04  ‘난감하네’& 소리 배우기  'Having Trouble' & Learning Experience

05  한 판  Dynamic Movement

대표  감종문 (타악연희단 훤 대표)

연출  감종문

사회  송정은

출연   감종문, 최웅식, 김용환, 백승희, 함주명, 장필기, 김진옥, 이혜중, 김보미, 

        댄스컴퍼니 유랑(강윤지, 송현주, 김라희)

제426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6th Sunday Performance

fun fun 한판 
Fun & Fun, Excit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2017. 10. 15. Sunday(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서울의 전통소리 중 잡가를 각색한 곡들로 이루어져 사랑방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잡가류의 노래들이 대중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그 문화의 흔적을 찾고 

다시금 조명해 옛 사랑방의 운치와 멋을 느껴보고자함이다. 잡가가 어렵고 즐기기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생활상과 희노애락이 녹아 있는 소리라는 것을 공연을 통해 대중

에게 전달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한다.

Today's performance is composed of songs adapting traditional songs of 'Seoul Japga', 

which is a genre of songs sung by general public in 'Joseon Dynasty'. The audience 

could feel sapidity of Korean ancestors by listening to 'Japga'. 

 Nowadays, songs of 'Japga' have been away from the public, so this stage is prepared 

for lighting on cultural traces of 'Japga', which the audience can enjoy the quaint beauty. 

This performance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it, which is no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enjoy. Also, the audience will change their existing thoughts through this 

performance, which demonstrates our  ancestors' life styles and people's emotional 

feelings.

대표  송 은 주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한국음악학 박사

출연  이언경, 김선경, 장민지, 임지현, 임현서, 신지원, 정승빈, 이유림,         

       민서우, 김예원, 이다연, 장연우, 장예은, 정은숙, 강명임, 김경희,         

       김미자, 황금주

공연순서 Program

01  방아타령 연곡  Song of Mill

02  달거리  Song of 12 Months

03  구방물가  Song of Things beloniged to Women

04  비단타령  Song of Selling Silk

05  교방무  Gyobangmu

06  선유가  Seonyuga

07  맹꽁이타령  Song of 'Maengggongi'

08  바위타령  Song of Rocks

09  금강산타령  Song of Rocks

제1017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7th Saturday Performance 

송은주의 

지.호.락
Song Eunju's Korean Folk Music-'Knowledge, Beauty and Joy' 

2017. 10. 21.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무예이자 상무적 민속놀이인 결련택견으로 구성되었다. 

결련택견은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자기 마을의 명예를 걸고 택견으로 한바탕 겨루어보는     

단체전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놀이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택견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택견 수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련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합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전통방식의 시연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지적 즐거움뿐 아니라 경험적 즐거움을 느끼고 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rtial arts, Taekkyeon will be presented.

Gyeollyeon Taekkyeon is a village versus village match which was frequently played in and 

around Seoul during the old times.

Throughout a friendly competition, performers will realistically demonstrate a dramatization 

of Gyeollyeon Taekkyeon. Impressive techniques and the fearless spirit

of Teakkyeon will deliver an exciting experience. The explanation and demonstration of 

Teakkyeon will be sure to delight the audience as well. Based on various demonstration and 

interactions with audience,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will show the excitement and skillful 

techniques of Taekkyeon.

사회자  도기현(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회장)

택견꾼   황인무(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시연팀장),이찬재(시연단 본터패 단원), 

          대우석(시연단 본터패 단원), 신승남(시연단 본터패 단원), 

          이천희(시연단 본터패 단원), 박현준 (시연단 본터패 단원),          

          동은실(시연단 본터패 단원), 권희준(시연단 본터패 단원), 

          조휘연(시연단 본터패 단원), 최예진(시연단 본터패 단원) 

공연순서 Program

01  택견설명  Explanation of Taekkyeon

02  기본동작시연  Showing Basic Movenment of Taekkyeon

03  아랫발질 시연  Kicking Low

04  태기질 시연  Showing Hitching the Other Party

05  윗발질 시연  Kicking High

06  결련택견 재현  Reproducing Gyeollyeon-Takkyeon

07  관객체험 발등밟기  Experience For the Audience

제427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7th Sunday Performance

결련택견 한마당 
Traditional Martial Arts, Gyllyeon Taekkyeon

2017. 10. 22. Sunday(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제1018회 토요상설공연   The 1018th Saturday Performance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악의 각 장르를 단순히 재연하고 나열하는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춤의 연계성과 

우리의 전통춤만이 지닐 수 있는 한과 흥, 신명 등을 되살려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매방류 ‘기원무’로 시작되어 정·중·동의 백미를 보여주는 ‘살풀이 

춤’과 연희적 요소로 풀어낸 ‘쟁강춤’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전통춤을 재창조한 ‘향진무’와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사랑가’, 그리고 신명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김묘선류 ‘소고무’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전통춤의 변모를 모색한다. 

공연자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 춤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며 전통문화의 전승과 벌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n this performance, performers are trying hard to catch up with sorrow, entertainment 

and joy contained in Korean dances out of reenacting and enumerating movements of 

dances simply  The frist stage will be 'Giwonmu', the dance for praying for country's 

peace and 'Salpurichum' will be followed to present the graceful silence of movements. 

'Jaenggang-chum' having characteristics of plays will be followed.      

'Hyangjinmu' which is a recreation of traditional dance, 'Saranga' expressing love of 

man and woman also will be on the stage. The final performance will be 'Sogomu', 

dance with instrument named 'sogo'. 

Performers try to promote the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by 

devoting themselves to popularization of Korean dances through this performance.

공연순서 Program

01  기원무  Giwonmu   

02  사회  Explanation

03  살풀이춤  Salpuri

04  쟁강춤  Explanation

05  사회  Explanation

06  향진무  Hyangjinmu

07  사랑가  Sarangga

08  소고무  Sogomu

대표  이지선

연출  이지선

사회  임은주

출연  이지선,임새솔, 최은영, 김현지, 변창준, 최은진,이주영, 이서영

화무(華茂)-정점(定點)... 

함께 즐기다!
Dancing with flowers-Let's enjoy together

2017. 10. 28. Saturday(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는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한 남사당놀이의 땅재주, 버나놀이, 판소리등의 전통  

연희를 선보인다.

본 공연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은 과거 대중적인 음악과 놀이를 가지고 보고, 듣고, 즐기며        

옛 장터의 거리를 재현하려한다.

첫 무대는 영남, 호남, 충청·경기, 지역의 특색 있는 사물가락을 모아서 만든 삼도사물놀이로 

사물이 주는 하모니와 다채로운 가락들로 신명난 연주를 선보인다.

이어서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하는 과정을 소리로 표현한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머리에     

상모를 돌리고 역동적인 몸놀림과 흥겨운 장단으로 펼쳐지는 사물판굿, 개개인의 끼와 역량을 

소고, 버나, 장구, 열두발 놀이 등으로 표현한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Based on Korea's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played by famer's band Samulnori, the 

stage depicts various skillful and acrobatic performing arts such as tumbling, plate spinning, 

operatic rendition of oral literature, etc.

Through playing nostalgic old-fashioned music and dances, the traditional permanence 

troupe NANJANG&PAN represents the scenery of old town in Korea. 

The opening stage is composed of joyful percussion performance containing charac-

teristic percussion tune of three provinces, which will present an exiting melody of 

percussion. Also, 'Sarangga' based on a love story of Yi Doryeong and Chunhyang in 

Joseon Dynasty will be followed. The next stage, Samulpan-gut  will entertain the 

audience through its dynamic movements of spinning Sangmo(a hat with a long ribbon) 

along with exciting rhythms and beats. Finally, the finale is comprised of an interactive 

performance presenting performer's technical yet acrobatic skills such as Sogo, Beona, 

Janggu, Yeoldubalnori, etc.    

공연순서 Program

01  사물GO (삼도 사물놀이)  Samul Go

02  듣GO (판소리)  Listen, Go

03  보GO (사물판굿)  Watch, Go 

04  즐기GO (개인놀이)  Enjoy, Go

대표  이주용(전통연희단 난장앤판 대표)

출연  최원민, 이동수, 이한승, 임재문, 배호절, 백수빈 

제428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28th Sunday Performance

신나는 난장 쓰리‘GO' 
Dynamic Performance, Three 'Go' 

2017. 10. 29. Sunday(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제406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406th Sunda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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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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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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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