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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풍류 - 판』지음지교(知音至交)

2019년『덕수궁 풍류 - 판』공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이 꾸미는 신명의 

<소리판>, <굿판>, <춤판> 무대와 <대한민국 100년 전통예술>을 되돌아보는 특별 

공연, 국가무형 문화재 명인들의 인생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명인공감(名人共感)> 

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꾸며진다. 

<덕수궁 풍류> 공연안내 및 사전 예약 

pungryu2019.modoo.at

<덕수궁 풍류>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eoksugung_pungnyu



정관헌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펼쳐지는 덕수궁 '풍류' 

공연은 우리 소리의 아름다운 울림과 해학을 느낄 수 

있는 <소리판>, 삶의 안녕과 화합에 대한 기대를 춤과 

노래로 풀어내는 <굿판>, 섬세하면서도 힘찬 몸짓의 

<춤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100년의 우리 예술을 되짚어보는 특별공연, 

긴 세월 외길을 걸어온 명인들의 인생과 음악을 만나는 

명인공감 등 다양한 우리 전통예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다.

특히, 이번 덕수궁 풍류 공연에선 평생의 벗이자 예술적 

동지로 함께 호흡을 맞춰 온 명인콤비들이 선사하는 

운치 있고 멋스러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The “Deoksugung Pungryu 

(Appreciation of the Arts)” performance – held 

at Deoksugung’s Jeonggwanheon Hall in central 

Seoul from spring to fall – epitomizes Korea’s 

traditional arts. It consists of stages of pansori, 

epic chants of beautiful singing and humor 

unique to Koreans; traditional gut shamanic 

rites that express hopes for peace and harmony 

through dance and singing; and dancing of 

elaborate yet dynamic movements. 

Also presented are special performances that 

look back on the arts in the ROK during the 

last 100 years to celebrate the 100th year sinc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me that showcase 

the lives and music of master artists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their art. 

In particular, this Deoksugung Pungryu

performance features first-rate stages of master 

artist duos - life-long friends and partners in art. 

덕수궁 달밤, 

우리 전통 예술의 풍류를 만나다

Korea’s traditional arts staged at 
the old palace of Deoksugung under 
the moonlight

덕수궁 풍류 Deoksugung Pungryu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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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우리 시대의 명인, 명창

첫번째 풍류8 8

10 10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두번째 풍류

판소리, 창극을 만나다06.07

세번째 풍류

서도소리의 興(흥)과 풍류06.14

네번째 풍류

王(왕)歌(가) 동행 : 父傳女傳(부전여전)06.21

다섯번째 풍류

명인뎐(傳) 풍류(樂) 소리를 보다06.28

여섯번째 풍류

남해안별신굿, 명인뎐(傳) 풍류(樂) Good 하다07.05

일곱번째 풍류

진도 씻김굿, 굿 가락의 신명과 풍류07.12

소리판

굿판

May 31

1st. Pungryu Concert

A Master Singer in Our Times

2nd. Pungryu Concert

Pansori Meets Musical PlayJune 7

3rd. Pungryu Concert

Pungryu of Seodo SoriJune 14

4th. Pungryu Concert

Family Occupation : Like Father, Like DaughterJune 21

5th. Pungryu Concert

Pungryu Illustrated by a Master’s PerformanceJune 28

6th. Pungryu Concert

Namhaean Byeolsingut, Pungryu Gut or GoodJuly 5

7th. Pungryu Concert

Jindo Ssitgimgut, 

Excitement and Pungryu of a Gut Performance

July 12

Sori Pan (Traditional Folk Music)

Gut Pan (Shaman Rituals and Music)

『덕수궁 풍류 -판』공연안내

2019년 5월 / 6월 / 7월 May  / June / July, 2019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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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풍류 Deoksugung Pungryu Concert



2019년 5월 31일 (금) 19:00

첫번째 풍류

공연 소개

출연진

사회자. 김세종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책임교수

소리판

우리 시대의 명인, 명창

신영희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노래는 물론 타고난 끼와 뛰어난 작창 능력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영희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판소리 및 남도민요 무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신영희 

명창의 구성진 소리로 전라도를 비롯한 삼남지역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남도민요의 멋과 흥을 만나볼 수 있다.

사물놀이 / 사랑가춤 / 남도민요 <새타령> / 살풀이춤 / 시나위 합주

판소리 <단가 및 춘향가 中 사랑가> / 남도민요 <방아타령>

7p.m, Friday, May 31, 2019

Performance

Performer

Master of Ceremony. Kim Se-jong

1st. Pungryu Concert

Sori Pan (Traditional Folk Music)

A Master Singer in Our Times

Sin Yeong-hui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 
Pansori (Epic Chant) - Chunhyangga

Sin Yeong-hui, a master singer long loved by the 
public for her singing, natural talent, and excellent 
compositions, will come to the stage with her 
students to perform pansori and Namdo (southern 
province) folk songs. 
Her mellow voice vividly portrays the flavor and 
excitement of Namdo songs that express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from Jeolla-do and the 
other two southern provinces. 

8 9



2019년 6월 7일 (금) 19:00

두번째 풍류

공연 소개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판소리, 창극을 만나다

김일구 명창

김영자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후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전수교육조교

김일구, 김영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명창이 선사하는

익살 가득한 입체창(대화창). 입체창은 광대 혼자서 부르는 

판소리와 여럿의 소리꾼이 이끄는 창극의 특성을 살린 2인 

판소리창극이다. 이번 공연에선 주거니 받거니, 

부창부수의 호흡이 유쾌한 입체창 '나무꾼막'과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일구 명인의 아쟁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출연진

7p.m, Friday, June 7, 2019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2nd. Pungryu Concert

Pansori Meets Musical Play

Kim Il-gu

Kim Yeong-ja

Quasi-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 
Pansori (Epic Chant) - Jeokbyeokga 

Assistant instructor for successor training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 Pansori Sugungga 

Korea’s unparalleled husband and wife duo, Kim Il-
gu and Kim Yeong-ja, will present a comical play, 
known as ipchechang. Ipchechang, or a dialogue play, 
stars multiple characters, unlike pansori where one 
singer performs, accompanied by a single drummer. 
This performance includes a play, “Namukkunmak,” 
where the husband and wife will perform in perfect 
harmony, as well as a playing of the ajaeng, a zither 
played with a wooden stick, by the husband who 
is also a master instrumentalist and Presidential 
Award recipient. 

Performer

남도민요<신사철가/동백타령> / 김일구류아쟁산조 /

판소리<수궁가 中 토끼 배 가르는 대목> / 시나위 합주 /

창극<나무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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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4일 (금) 19:00

세번째 풍류

공연 소개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서도소리의 興(흥)과 풍류

유지숙 명창

최경만 예능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예능보유자

가깝고도 먼 우리 땅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노래, 서도소리.

유지숙 명창의 구성지고 애달픈 노래와 섬세하면서 구슬픈 

최경만 명인의 피리 연주로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의 혼과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다. 서도사람의 애환이 담긴 

수심가와 함께 서도소리의 진수(眞髓)를 느껴볼 수 있다.

출연진

7p.m, Friday, June 14, 2019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3rd. Pungryu Concert

Pungryu of Seodo Sori

Yu Ji-suk

Choi Gyeong-man

Assistant instructor for successor training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9 Seodo Sori

Holder of Seoul Metropolitan City-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4 Samhyeon-Yukgak 
(musical instrument arrangement)

Seodo Sori are songs from the western provinces of 
Pyeongan and Hwanghae, now part of North Korea 
- not far, yet unreachable. Master Yu Ji-suk’s mellow 
and touching voice is backed up by the delicate and 
sorrowful playing of a flute by master Choi Gyeong-
man to portray the soul and sounds we left in the 
northern land. Susimga, a song that speaks of the joys 
and sorrows of people in the western provinces, is a 
good example of the repertoire. 

Performer

서도민요<수심가/엮음수심가/산염불/자진산염불> / 

영변가·신경발림 / 호적풍류 / 

서도산타령과 흥에 소리 <늴리리타령(구음)/놀량/뒷산타령> / 

화합의 한 마당 - 북한 아리랑 <영천아리랑/온성아리랑/ 신서도아리랑>

12 13

소리판 Sori Pan (Traditional Folk Music)



2019년 6월 21일 (금) 19:00

네번째 풍류

공연 소개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王(왕)歌(가) 동행 : 父傳女傳(부전여전)

왕기철 명창

왕기석 예능보유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대한민국 최고의 판소리 명가(名家)가 만들어내는 소리 공감. 

유쾌함과 익살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왕기철, 왕기석 형제 

명창과 신세대 명창으로 주목받는 왕윤정, 왕시은이 함께 

만들어가는 판소리 창극으로 아버지와 딸,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내는 王(왕)歌(가) 동행 : 부전여전을 즐길 수 있다. 

출연진

7p.m, Friday, June 21, 2019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4th. Pungryu Concert

Family Occupation : 
Like Father, Like Daughter

Wang Gi-cheol

Wang Gi-seok

Principal of the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Gugak)

Director of the Namwon National Gugak Center

The Wangs are a reputable family of pansori singers. 
The brothers, Wang Gi-cheol and Wang Gi-seok, 
work hand in glove in their playful performance. 
They are joined by their daughters, Wang Yun-jeong 
and Wang Si-eun, in this pansori play. The audience 
is treated to the impressive harmony of the fathers 
and daughters together : teachers and students. 

Performer

단가<사철가> / 판소리<수궁가 中 일개한퇴> / 어미니 / 

창극<심청가 中 심봉사 눈뜨는 대목> / 창극<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 

창극<흥보가 中 화초장 대목> / 남도민요<진도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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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풍류

공연 소개

출연진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이생강 예능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예술혼, 

이생강 명인이 선사하는 소리의 향연.

1만회 이상의 공연, 600 종류의 음반을 발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생강명인은 우리 전통의 

대금연주의 원형을 지켜내면서도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를 통해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며 전통음악의 

확장에 힘써왔다. 이번 공연에선 이생강명인의 화려한 기교와 

다채로운 장단의 대금산조와 병주를 감상할 수 있다.     

2019년 6월 28일 (금) 19:00

명인뎐(傳) 풍류(樂) 소리를 보다

Performance

Performer

5th. Pungryu Concert

Lee Saeng-gang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5 
Daegeum Sanjo (free-style daegeum solo music)

A feast of sounds presented by Lee Saeng-gang, a 
master artist whose playing has captured the hearts 
of different generations. A virtuoso of the daegeum, 
a large bamboo transverse flute, Lee has performed 
more than 10,000 times, released 600 albums, 
and is internationally famous. He has played the 
daegeum in its traditional form and at the same time 
collaborated with other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like Western classical music and popular songs to 
continue to reach the public and expand the realm 
of Korean classical music. His playing of sanjo music 
(free-style solo) and duets with other artists will 
display his impressive technique in colorful rhythms. 

7p.m, Friday, June 28, 2019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Pungryu Illustrated by 
a Master’s Performance

이생강류 대금 산조 합주 / 

관악기 소개 및 연주 <소금/단소/퉁소/피리/ 대금> / 

경기민요 <창부타령/뱃노래/자진뱃노래> / 

이생강류 대금산조 / 태평소 시나위와 소고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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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 19:00

여섯번째 풍류

공연 소개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굿판

남해안별신굿, 명인뎐(傳) 풍류(樂) Good 하다

정영만

정석진 / 정은주

국가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

국가무형문호재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

음력 1월 1일,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에 행해지는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굿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인 남해안 별신굿은 노래와 기악, 

춤이 어우러져 예술성뿐만 아니라 놀음굿 성격이 강해 

남녀노소가 적극적으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신명과 흥이 

넘쳐나는 굿이다.

출연진

7p.m, Friday, July 5, 2019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6th. Pungryu Concert

Gut Pan (Shaman Rituals and Music)

Pungryu Gut or Good

Jeong Yeong-man

Jeong Seok-jin / Jeong Eun-ju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82-4 
Namhaean Byeolsingut

Certified trainee of Namhaean Byeolsingut

Namhaean Byeolsingut, or “Village Ritual of the 
South Coast,” is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lunar New 
Year mainly in Tongyeong City and Geojedo Islan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also along 
the south coast to pray for peace in the villages and 
plentiful fishing. 
It combines singing, instrumental music, and dance 
for both artistic and entertainment value so that an 
audience, regardless of gender or age, can participate 
and have fun.  

Performer

맞이 / 올림 / 통영진춤/ 승방무 / 수부시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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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4일 (금) 19:00

일곱번째 풍류

공연 소개

진도 씻김굿, 굿 가락의 신명과 풍류

송순단 명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

죽은 이의 혼을 달래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전라남도 진도의 전통굿으로. 이승에서의 원한을 지우고 

씻는다는 의미로 씻김굿이라 한다. 

망자의 시신 옆에서 행하는 '곽머리 씻김굿',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넋을 건지는 '건지기 씻김굿', 처녀 총각으로 

죽은 망자를 위한 '사혼 씻김굿' 등 8개의 굿으로 이루어진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은 음악과 춤의 

예술성이 뛰어나다. 이번 공연에선 진도 씻김굿과 행복을 

빌어주는 비나리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

출연진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굿판

Performance

7th. Pungryu Concert

Song Sun-dan
Assistant instructor for successor training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72 Jindo Ssitgimgut

Jindo Ssitgimgut, or “Purification Ritual of Jindo (in 
Jeollanam-do),” is a ritual held to console the spirits of 
the dead so they can go to heaven happily. 
“Ssitgim” means washing away the grudges held by the 
dead. It consists of eight gut performances including 
“Gwangmeori Ssitgimgut” (performed next to the 
deceased), “Geonjigi Ssitgimgut” (to console the spirit 
of a drowned person), and “Sahon Ssitgimgut” (a rite 
for those who died virgin). The dances and music on 
display during the ritual are of high artistic quality. 
Deoksugung Pungryu also includes “Binari” – a wish 
for happiness – in addition to Jindo Ssitgimgut.

Performer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7p.m, Friday, July 12, 2019

Excitement and Pungryu of 
a Gut Performance

Gut Pan (Shaman Rituals and Music)

손님굿 / 제석굿 / 진도북춤 / 씻김거리 / 길닦음

20 21



오시는 길
How to Get HereRegular Stage : 7p.m, Every Friday

『덕수궁 풍류 -판』정기 공연안내

<덕수궁 풍류> 공연안내 및 사전 예약 : pungryu2019.modoo.at 덕수궁 풍류 pungryu2019.modoo.at

Deoksugung Pungryu ConcertDeoksugung Pungryu Concert

남해안별신굿,  명인뎐(傳) 풍류(樂) Good 하다07.05
Namhaean Byeolsingut, Pungryu Gut or Good

진도 씻김굿, 굿 가락의 신명과 풍류07.12
Jindo Ssitgimgut, 
Excitement and Pungryu of a Gut Performance

굿 판
Gut Pan

05.31 우리 시대의 명인, 명창
A Master Singer in Our Times

판소리, 창극을 만나다06.07
Pansori Meets Musical Play

서도소리의 興(흥)과 풍류06.14
Pungryu of Seodo Sori

王(왕)歌(가) 동행 : 父傳女傳(부전여전)06.21
Family Occupation : Like Father, Like Daughter

명인뎐(傳) 풍류(樂) 소리를 보다06.28
Pungryu Illustrated by a Master’s Performance

소리판
Sori Pan

물 흐르 듯, 유유자적09.06

춤을 전승 하다09.13

풍류(樂) 춤을 듣다09.27

춤 판

Chum Pan

10.03-05

긴 세월 한길로 향한 명인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감동을 마주하는 공연

명인공감(名人共感)

08.15-17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근대 공연

대한민국 100년, 전통예술 100년

특별공연
Special Stage Information

2019년 5-10월 매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7p.m, Every Friday, May-October, 2019
Junggwanheon Hall Deoksugung Palace

덕수궁에는 주차시설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정동5-1) 덕수궁

1·2호선 <시청역> 덕수궁 방면 1·12번 출구지하철

시청 앞 정류장 하차 후 덕수궁 방면버스

Deoksugung Palace does not have a parking lot, so please use public transportation

Deoksugung Palace, Sejong-daero 99 (Jeong-dong 5-1), Jung-gu, Seoul

Exit 1 or Exit 12 of City Hall Station, Line 1 or Line 2Subway

City Hall bus stopB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