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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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 콤비들이 선사하는 

운치 있고 멋스러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The “Deoksugung Pungryu (Appreciation of the Arts)” 

performance – held at Deoksugung’s Junggwan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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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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애국의 열사, 광복을 부르는 노래

여덟 번째 풍류6

08.16 비운의 순종, 조선을 그리는 노래

아홉 번째 풍류8

08.17 잊혀진 명창, 올곧게 이어질 노래

열번째 풍류10

특별공연Ⅰ

10.03 예인의 삶, 그 소리 혼을 따라 걷다 : 가 歌

열네번째 풍류18

10.04 같지만 다른, 흐르듯 이어진 선율의 맥 : 악 樂

열다섯번째 풍류20

10.05 손끝에 담긴 흥이요, 발끝에 담긴 멋이라 : 무 舞

열여섯번째 풍류22

특별공연Ⅱ

09.06 물 흐르듯, 유유자적 : 남무 男舞

열한번째 풍류12

09.13 춤을 전승 하다 : 여무 女舞

열두번째 풍류14

09.27 명인뎐 傳 풍류 樂 춤을 듣다 : 명무 

열세번째 풍류16

정기공연 : 춤판

6

Aug. 15

8th. Pungryu Concert

Patriotic Martyrs, Songs for National Independence

8

Aug. 16

9th. Pungryu Concert

King Sunjong’s Last Songs

10

Aug. 17

10th. Pungryu Concert

Master Singer, Songs for Northern Hometown

Special StageⅠ

12

Sept. 06

11th. Pungryu Concert

Gracefully, Leisurely, Delicately : Men’s Dance

14

Sept. 13

12th. Pungryu Concert

Dance Passed Down For Centuries : Women’s Dance

16

Sept. 27

13th. Pungryu Concert

Pungryu Illustrated by Masters’ Performances : 
Masters’ Dance

Chum Pan

20

Oct. 04

15th. Pungryu Concert

The Legacy of Melodies that Continues through 
Preservation and Variation

22

Oct. 05

16th. Pungryu Concert

Heung (Merriment) and Meot (Grace), Raised Hands and 
Open Arms

18

Oct. 03

14th. Pungryu Concert

The Lives of Masters, to Retrace Their Steps

Special StageⅡ

『덕수궁 풍류 -판』공연안내

2019년 8월 / 9월 / 10월 August, September, October, 2019

Program

덕수궁 풍류 Deoksugung Pungryu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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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5일 (목) 17:00  덕수궁 즉조당 앞 마당

여덟 번째 풍류

공연 소개

출연진

사회자. 윤중강 /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특별공연

애국의 열사, 광복을 부르는 노래 : 

사인의 독립운동 이야기

미미밴드 미미 / 노경진 / 윤현종

[의열단 단원] 이동영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도산 안창호 역] 정윤형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조선최초 단발랑 강향란] 하윤주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수원권번 만세랑 김향화] 김보성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의 삶과 

삶 속에서 함께 했던 노래를 들어본다. 도산 안창호, 조선 최초로 

머리칼을 자른 기생 강향란, 기생의 신분으로서 독립의 선봉에 

선 수원권번의 기생 김향화, 그리고 이름 모를 의열단 단원 등. 

민중에게 힘이 되었던 그 시절의 노래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황성옛터 / 유관순 노래 / 광복군 아리랑 / 

그리운 강남 / 청산리벽계수야 등

Hwangseong Vestiges / Ryu Gwan-sun’s Song / 

Longing for Gangnam, etc.

5 p.m. Thursday, Aug. 15, 2019 ｜ Front yard of Jeukjodang Hall

Performance

Performer

Master of Ceremony. Yoon Jung Kang

8th. Pungryu Concert

SPeCIAL CONCeRT

Patriotic Martyrs, Songs for 
National Independence

[Uiyeoldan] Lee Dong-yeong

[Ahn Chang-ho ] Jeong Yun-hyeong

Mimi Band (Mimi / Roh Gyeong-jin / Yun Hyeon-jong)

[Kang Hyang-ran] Ha Yun-ju

[Kim Hyang-hwa] Kim Bo-seong

This special performance introduces the great patriotic 
martyrs’ lives and the songs that were sung throughout their 
times. With the spotlight on the lives of Ahn Chang-ho, Kang 
Hyang-ran, and Kim Hyang-hwa, the performance presents 
the songs that lifted the spirit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dark years of Japanese oppression.

6 7

이동영하윤주 미미밴드. 미미 미미밴드. 노경진 미미밴드. 윤현종정윤형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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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특별공연

미미밴드 미미 / 노경진 / 윤현종

[순 종] 최승호 [상 궁] 한금채

[도산 안창호] 정윤형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바리톤] 서영진 서울 오라토리오 합창단 직원 및 단원

[가야금] 이슬기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춘앵전] 송영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

Performer

SPeCIAL CONCeRT

[King Sunjong] Choi Seung-ho 

[Court lady] Han Geum-chae

Mimi Band (Mimi / Roh Gyeong-jin / Yun Hyeon-jong)

[Ahn chang-ho] Jeong Yun-hyeong

[Chunaengjeon dancer] Song Yeong-in 

[Baritone] Seo Yeong-jin [Gayageum player] Lee Seul-gi 

8 9

2019년 8월 16일 (금) 17:00  덕수궁 즉조당 앞 마당

아홉 번째 풍류

공연 소개

사회자. 윤중강 /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비운의 순종, 조선을 그리는 노래 :

순종의 마지막 음악

조선왕조의 마지막임금이자, 대한제국의 2대 황제 순종.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속에서 소신 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던 순종,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덕수궁 풍류에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순종임금이 마지막 함께 한 음악자료와 

함께,  순종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범벅서울 / 엉터리 대학생 / 노들강변 / 사의 찬미 등 Beombeok Seoul / The Riverside of Nodeul, etc.

5 p.m. Friday, Aug. 16, 2019 ｜ Front yard of Jeukjodang Hall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Yoon Jung Kang

9th. Pungryu Concert

King Sunjong’s Last Songs

Sunjong, the la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second emperor of the Korean empire. The performance 
provides multi-faceted insights into the life of the king that 
were based on the sources on the songs that were with him 
during his last years, which are unveiled for the first time.

최승호 한금채 정윤형 서영진 이슬기 송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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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7일 (토) 17:00  덕수궁 즉조당 앞 마당

공연 소개

사회자. 한금채

특별공연

관산융마 / 자진아리 / 수심가·엮음수심가 / 

삽살개타령 / 관함세기 / 오동동타령 / 

자진난봉가 / 공명가 / 긴아리 / 무용 사의찬미

Gwansanyungma / Jajin Ari / 

Susimga and Yeokkeum Susimga, etc.

출연진

[장학선] 김유리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이수자

[무 용] 김시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 강사

극단 깍두기

5 p.m. Saturday, Aug. 17, 2019 ｜ Front yard of Jeukjodang Hall

Performance

Performer

Master of Ceremony. Han Geum Chae

SPeCIAL CONCeRT

[Jang Hak-seon] Kim Yu-ri

[Dancer] Kim Si-hwa

Theater Company Kkakdugi

10 11

열번째 풍류

잊혀진 명창, 올곧게 이어질 노래

10th. Pungryu Concert

Master Singer, Songs for 
Northern Hometown

서도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노래다. 우리의 전통노래 중에서 

서도소리는 다른 노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최초로 서도소리 인간문화재로 지정(1969년)을 받았지만, 이듬해 

가을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했던 서도소리 최고의 명창 장학선! 

그녀와 관련해서 전해오는 다양한 자료에 충실히 근거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사랑했던 

노래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본다. 

Seodo sori refers to the songs of Pyeongan and Hwanghae 
Provinces, which are now located in the North Korea. 
The first dancer to be appointed as a Korean Human 
Cultural Property for her mastery of Seodo sori in 1969, 
Jang passed away from carbon monoxide poisoning in the 
autumn of the following year. Based on various sources on 
this legendary singer, this performance sheds light on the 
songs that she and her contemporaries loved.

김유리 극단 깍두기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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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소개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춤 판

4명의 남자춤꾼들이 그려내는 힘 있고 여유로운 몸짓의 남무. 

굿판에서 터를 벌이기 위해 추는 도살풀이춤, 태평의 세월을 

그려내는 태평무, 한가로운 선비의 모습을 담은 한량무 그리고 

힘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는 승무로 꾸며진 남무(男舞) 공연에선 

삶의 시련을 유유자적 춤으로 승화했던 처용의 몸짓을 담아낸 

남무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승  무 / 태평무 / 도살풀이춤 / 한량무

Seungmu / Taepyeongmu / Dosalpurichum /
Hallyangmu

출연진

장 단. 박종훈 / 꽹과리. 함주명 / 징·북. 고령우

대 금. 장영수 / 피 리. 천성대 / 아 쟁. 한림

[승 무] 김호동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태평무] 박성호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한량무] 박영수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도살풀이 춤] 한수문 서울시 무용단 수석

Performance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CHuM PAN

Four male dancers offer a performance of nammu, which is 
characterized by powerful yet fluid moves.
Various kinds of dances―Dosalpurichum to create an 
atmosphere for a shamanic rite, Taepyeongmu to wish for the 
era of peace, Hallyangmu which represents the leisurely way 
of life of young noblemen, and Seungmu which features the 
beauty of moderation from the delicate control of strength and 
intensity―are presented to audiences, introducing the world 
of nammu inspired by the legendary figure Cheoyong who 
sublimated the ordeals of life into dance in complete composure.

Performer

[Seungmu] Kim Ho-dong

[Taepyeongmu] Park Seong-ho

[Dosalpurichum] Han Su-mun

[Hallyangmu] Park Yeong-su

2019년 9월 6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열한번째 풍류

물 흐르듯, 유유자적 : 남무男舞

7 p.m, Friday, Sept. 6, 2019 ｜ Jeonggwanheon Hall

11th. Pungryu Concert

Gracefully, Leisurely, delicately : Men’s Dance

12 13

김호동 한수문박성호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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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소개

춤 판

궁중정재를 이끌던 '여령'과 향연의 꽃 '여기' 등 전통춤의 맥을 

이어온 여성 춤꾼들, 여무(女舞) 공연에선 4명의 여성춤꾼들이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태평무, 천 년 역사의 여악 기관 교방의 

교방살풀이춤과 교방굿거리춤 그리고 우리 춤의 진수 승무까지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선(線)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 전통춤 

무대를 펼친다.

승무 / 교방살풀이춤 / 태평무 / 교방굿거리춤

Seungmu / Gyobang Salpurichum / Taepyeongmu / 
Gyobang Gutgeori

출연진

장 단. 김연수 / 꽹과리. 박종훈 / 징·북. 고령우 / 대 금. 이성준

피 리. 최광일 / 아 쟁. 이관웅 / 가야금. 송승민

[승 무] 권효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교방살풀이] 권영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교방굿거리춤] 나인선 김수악류 교방굿거리춤 이수자

사안 송화영 교방춤 보존회 회장[소고춤] 고재현

[태평무] 최보경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Performance

CHuM PAN

The four dancers of yeomu will fascinate the audience with 
their mastery of various dances, including Taepyeongmu 
which features graceful and magnificent moves; Gyobang 
Salpurichum and Gyobang Gutgeorichum which have 
been transmitted from the Gyobang, a musical training 
institution for women with a millennial history; and 
Seungmu, the highlight of Korean dance. The performances 
will present the beauty of Korean dance which boasts 
elegant and delicate lines.

Performer

[Seungmu] Kwon Hyo-jin

[Gyobang Salpurichum] Kwon Yeong-sim

[Taepyeongmu] Choi Bo-gyeong

[Gyobang Gutgeori] Na In-seon

[Sogo Chum] Koh Jae-hyeon

14 15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2019년 9월 13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열두번째 풍류

춤을 전승 하다 : 여무 女舞

7 p.m, Friday, Sept. 13, 2019 ｜ Jeonggwanheon Hall

12th. Pungryu Concert

Dance Passed Down For Centuries : Women’s Dance

권영심권효진 최보경 나인선 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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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소개

춤 판

우리 시대 최고의 명인들이 담아낸 신명과 한, 

우아와 절제의 춤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담은 효명세자의 춘앵무, 나라의 태평 

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마을의 안녕을 위해 벌이던 굿판의 

도살풀이춤, 축제의 흥을 돋우며, 풍년을 기원했던 소고춤과 춤판 

세속의 번뇌를 춤으로 승화시킨 승무까지 삶을 담아낸 춤사위를 

통해 우리 전통춤의 멋과 운치뿐만 아니라 춤에 담긴 옛 예인들의 

정신까지 느껴볼 수 있다. 

춘앵전 / 태평무 / 승무 / 도살풀이춤 / 소고춤 Chunaengjeon / Taepyeongmu / Seungmu / 
Dosalpurichum / Sogochum

출연진

장 단. 유인상 / 꽹과리. 박종훈 / 장·북. 고령우 / 대 금. 김선호

아 쟁. 이관웅 / 피 리. 이정훈 / 가야금. 송승민

[춘앵전] 김영숙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전수교육조교

[한량무] 임관규 비손무용단 대표

[도살풀이춤] 이정희 경기도당굿시나위춤보존회 회장

[소고춤] 김운태 연희대 팔산대 대표

[태평무] 유정숙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Performance

CHuM PAN

The performers offer the grace and dignity of traditional 
Korean dance to the audience. 
Chunaengmu  choreographed by Prince Hyomeyong to 
express his filial love for his mother; Taepyeongmu to wish 
for the peace and property of the country; Dosalpurichum 
which has been performed in a shamanic rite held for 
the well-being of a community; Sogochum to increase 
the festivity of festivals and wish for good harvests; and 
Seungmu which elevates the anguish of life into dance. 

Performer

[Chunaengjeon] Kim Yeong-suk

[Hallyangmu] Yim Gwan-Gyu

[Taepyeongmu] Yu Jung-Sook

[Dosalpurichum] Lee Jeong-hui

[Sogochum] Kim Un-tae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2019년 9월 27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열세번째 풍류

명인뎐傳 풍류樂 춤을 듣다 : 명무 

7 p.m. Friday, Sept. 27, 2019 ｜ Jeonggwanheon Hall

13th. Pungryu Concert

Pungryu Illustrated by Masters’ Performances : 

Masters’ Dance

임관규김영숙 유정숙 이정희 김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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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출연진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이춘희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서정화

국가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Association

Performer

Lee Chun-Hee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7 Gyeonggi minyo

Seo Jung-Hwa Initiato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7 Gyeonggi minyo

공연 소개

전설의 새 '비취'처럼 이제 소리의 전설이 된 故안비취 명창에서 

명실상부 경기민요 최고 소리꾼 이춘희 명창 그리고 섬세한 

감성의 젊은 소리꾼 서정화로 이어지는 소리꾼으로서의 삶과 

경기민요가 품은 예술적 가치에 대해 조명한다.

민중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경기민요의 한과 흥을 함께 

하며, 세대를 넘어 우리 소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가인(歌人)

들의 삶에 공감해보자.

Performance

This special program sheds new light on the lives and 
art of the late Master Ahn Bichwi, who has become 
the legend of sori (songs), and her disciple Master Lee 
Chun-hui, who has been unequalled in singing Gyeonggi 
minyo (folk songs). 
This program will provide the audience with the 
opportunity to feel the sentiments of sorrow and 
merriment of the Korean people that are reflected in 
the folk songs of Gyeonggi Province and to appreciate 
the spirit of the traditional Korean artists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preserve Korean sori throughout 
the country’s turbulent history.

특별공연 SPeCIAL CONCeRT

2019년 10월 3일 (목) 19:00  덕수궁 정관헌

열네번째 풍류

예인의 삶, 그 소리 혼을 따라 걷다 : 가歌

7 p.m. Thursday, Oct. 3, 2019｜Jeonggwanheon Hall 

14th. Pungryu Concert

The Lives of Masters, to Retrace Their Steps

故 안비취 이춘희 서정화

달거리 / 매화타령 / 한강수타령 / 박연폭포 / 양산도 /

정선아리랑 / 이별가 / 한오백년 / 강원도아리랑 / 금강산타령 / 

노랫가락 / 청춘가 / 는실타령 / 어랑타령 / 궁초댕기 /

창부타령 / 뱃노래 / 자진뱃노래
Jungsun Arirang / Gangwon-do Arirang /
Geumgangsan Taryeong / Chungchunga, etc.

[故 안비취, 사진 출처 ] (사)한국전통민요협회



20 2120 21

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공연 소개

다양한 민속 음악을 아우르던 거문고산조 故원광홍 명인과 

자신만의 독보적 예술세계와 뚝심으로 '원장현류'를 창시한 대금 

산조 원장현 명인, 전통과 새로움을 아우르며 전통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대금주자 원완철까지 삼대를 잇는 전통 음악의 명가(名

家)가 들려주는 우리 선율의 멋과 운치를 느껴보자 .

Performance

The Master Won Gwang-hong and Won Jang-hyeon  
was born in a family of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and crossed different genres of Korean folk music. They 
shared the respective relationships as uncle and nephew 
and as teacher and disciple. The two great artists, though 
each having mastered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have shared the same passion for the melodie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특별공연 SPeCIAL CONCeRT

2019년 10월 4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열다섯번째 풍류

같지만 다른, 흐르듯 이어진 선율의 맥 : 악樂

7 p.m. Friday, Oct. 4, 2019｜Jeonggwanheon Hall 

15th. Pungryu Concert

The Legacy of Melodies that Continues through 

Preservation and Variation

원장현류 대금 산조 / 춤 산조 / 쌍호적풍류

출연진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원장현 대금 명인 원장현류대금산조 창시자

원경애 전국국악대제전 대통령상 수상

원완철 국립국악원 악장

원나경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장원

Society for the Research of Folk Music

Performer

Won Geong-Ae

Won Na Kyung

Won Jang-Hyeon progenitor of Daegeum Sanjo, Won Jang-hyun ryu

Won Wan-Chul Concert master of National Gugak Center

Daegeum Sanjo, Won Jang-hyun ryu / 
Chum Sanjo / Hojeok-Pungnyu 

원나경원경애원장현 원완철故 원광홍

[故 원광홍,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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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최스칼렛 /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미국 대표 Master of Ceremony. Scarlett Choi

공연 소개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일무와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39호 

처용무 보유자이자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었던 한국 무용사의 

거물 故김천흥 명무의 춤 세계를 만나보고, 스승 김천흥의 예술 

혼을 이어 궁중 정재의 멋과 정신을 이어가는 정재연구회 김영숙 

단장과 화동정재 단장 이미주 명무가 펼치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궁중정재의 향연에 빠져 보자.

Performance

The late Master Kim Cheon-heung was the last boy 
dancer of the Joseon Dynasty and a Holder of ilmu 
(ritual dance) and Cheoyongmu (Cheoyong Shaman 
Dance), which ar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and 39, respectively.
Master Kim Yeong-suk, who has been committed to the 
research of jeongjae (court dance) and the transmission 
of Jongmyo jerye (Jongmyo royal ancestral rite) ilmu 
throughout her life, invites the audience to the feast of 
Korean royal court dance.

특별공연 SPeCIAL CONCeRT

2019년 10월 5일 (토) 19:00  덕수궁 정관헌

열여섯번째 풍류

손끝에 담긴 흥이요, 발끝에 담긴 멋이라 : 무舞

7 p.m. Saturday, Oct. 5, 2019｜Jeonggwanheon Hall 

16th. Pungryu Concert

Heung (Merriment) and Meot (Grace), 

Raised Hands and Open Arms

덕
수
궁 

풍
류 

매
니
아 <

풍
류 
愛> 

<풍류 愛>는 덕수궁 풍류 공연을 4회 이상 관람한 

관람객을 뜻하며, 4회차 공연 관람부터 덕수궁 

풍류 관람 기념품 및 VIP 좌석 확보, 재단 공연 

티켓, 문화상품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전통예술공연 문화 

정착을 위한 <풍류 愛>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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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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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 愛> 스탬프

<덕수궁 풍류>를 관람 후 <풍류 愛>스탬프를 받아가세요.

4회 이상 관람 시, 소정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진

(사) 정재연구회   (사) 정재연구회 화동예술단

이미주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

Association of Court Dance Research

Performer

Lee Mi-Joo Initiato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Jongmyo jerye ilmu

춘앵전 / 무산향 / 아박무 / 향발무 / 검무 / 무고

Chunaengjeon / Geommu(sword dance), etc.

故김천흥 이미주

[故 김천흥, 사진 출처 ] 심소김천흥 무악예술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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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ksugung Pungryu Concert

오시는 길
How to Get Here

2019년 8-10월 매주 (금) 19:00 덕수궁 정관헌

 7p.m, Every Friday, Augu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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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oksugung Pungryu Concert Program

『덕수궁 풍류 -판』공연 안내

Deoksugung Pungryu Concert

08.15.(목)
Patriotic Martyrs, Songs for National Independence
애국의 열사, 광복을 부르는 노래

08.16.(금)
King Sunjong’s Last Songs
비운의 순종, 조선을 그리는 노래

08.17.(토)
Master Singer, Songs for Northern Hometown
잊혀진 명창, 올곧게 이어질 노래

특별공연Ⅰ 오후 5시, 덕수궁 즉조당 앞마당 

오후 7시, 덕수궁 정관헌

오후 7시, 덕수궁 정관헌

Special StageⅠ

10.03.(목)
The Lives of Masters, to Retrace Their Steps
예인의 삶, 그 소리 혼을 따라 걷다 : 가 歌

10.04.(금)
The Legacy of Melodies that Continues through 
Preservation and Variation

같지만 다른, 흐르듯 이어진 선율의 맥 : 악 樂

10.05.(토)
Heung (Merriment) and Meot (Grace), 
Raised Hands and Open Arms

손끝에 담긴 흥이요, 발끝에 담긴 멋이라 : 무 舞

특별공연Ⅱ Special StageⅡ

09.06.(금)
Gracefully, Leisurely, Delicately – Men’s Dance
물 흐르듯, 유유자적 : 남무 男舞

09.13.(금)
Dance Passed Down For Centuries – Women’s Dance
춤을 전승 하다 : 여무 女舞

09.27.(금)
Pungryu Illustrated by Masters’ Performances – Masters’ Dance
명인뎐傳 풍류樂 춤을 듣다 : 명무 

정기공연 : 춤판 Regular Stage : Chum 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