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88회 서초금요문화마당

일  시  2014. 9.12(금) 19:30

장  소  서초구민회관

공연단체 광개토사물놀이

쾌적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공연장 입장 및 착석해 주십시오.
❖ 공연 중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뒷 블록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 공연 중 이동하거나 떠드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MB(마룻바닥) 비보이 크루
마룻바닥에서 쌓아온 우리의 열정과 노력
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새롭고 도
전적으로 바꾸겠다는 최고의 비보이팀 MB
크루. 비보이 힙합공연과 더불어 세계 비보
이 대회 석권 및CF,영화,콘서트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보이 힙합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2006년부터는 각종 뮤지컬 및 넌
버벌 퍼포먼스등에서 주연과 안무연출을 맡
는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세계최고의 전문 비보이 댄스그룹입니다.
강일진 박재형 유권욱 
박문성 김지민 문진홍

판비트 소리
비트박스는 힙합문화에서 유래되어 손과 
입으로 강력한 악센트를 통해 다양한 리듬
과 소리를 표현하고, 판소리는 세계 유네스
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을 대
표하는 다양한 공연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
니다. 판소리와 비트박스의 협업프로젝트 
“판 비트 소리”는 전통 판소리 중 흥부전중 
박타는 대목의 부분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한 곡을 선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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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회  2014. 9. 19(금) 19:30
출  연 : 아리아스앙상블
공연명 :  춤과 열정이 있는 스페인

 가곡의 향연

890회  2014. 9. 26(금) 19:30
출  연 : 백석오케스트라
공연명 :  백석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음악

서초금요문화마당 다음공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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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성
❖ 추계예술교육대학원 국악정책학과 수료
❖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농악 전수조교
❖ 제16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풍물장원수상
❖ 뉴욕링컨센터 초청 공연 
❖ 현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장

이창훈
❖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연희과 

전문사 과정
❖ 연희집단 더광대 상쇠 동인
❖ 2013년 KBS 국악대상 단체연주상 수상
❖ 한국-캐나다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공연

용혜정
❖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

예술학과 졸업
❖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

우도 김제농악 이수자
❖ 2012 한국-밸라루스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 현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장

박지웅
❖ 추계예술교육대학원 국악정책학과 수료
❖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농악 전수조교
❖ 제16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풍물장원 수상
❖ 뉴욕링컨센터 초청 공연
❖ 현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장

김주영(태평소)
❖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기악

전공졸업
❖ 중앙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 역임
❖ 2012 한국-밸라루스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조용성
❖ 용인대학교 국악과 졸업
❖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농악 이수자
❖ 제16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풍물장원 수상
❖ 2011 한국-아제르바이잔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원

김유나(사회/소리)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수료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 2012 한국-밸라루스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김지수
❖ 추계예술교육대학원 국악정책학과 수료
❖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농악 이수자
❖ 제16회 KBS 서울국악대경연 풍물장원수상
❖ 2011 한국-아제르바이잔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 2011 비빔인서울 주연
❖ 2011 미국 로체스터 입양아 캠프 사물놀이강사
❖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원

김성용(바라킴)
❖ 국내 최초 국악비트박서
❖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비빔인 서울
❖  2012 한국-밸라루스 수교기념 

음악회 초청 공연
❖ 세계 비트박스 경연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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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합주 “주작의 승천”
대북과 태평소의 합주를 통해 주작의 승천하는 형상의 표현을 통해 공연의 서막을 수묵화로 제작
된 영상과의 조화를 통해 한민족의 기상을 표현합니다.

혼의 소리
“신명의 혼을 다하는 소리”를 주제로 표현한 이 작품은 총체적인 전통 가무악합주를 표현합니다. 
설장고와 축원덕담과 사물놀이가 어울어집니다. 장구 열편의 섬세함과 궁편의 웅장함 속에 사물
놀이와 소리, 전통가락의 푸짐하고 넉넉한 맛과 격렬하고 스피드한 힘을 표현하여 듣는 이에게 숨
막히는 희열과 신명을 선사합니다. 
서초구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와 전통타악연주와의 조화로 인간의 내재된 신명의 절제
된 한을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의 꽹과리의 주고받는 가락의 합주는 초절정의 신명의 느낌을 표현하
였습니다.

비보이 댄스 "韓 스타일"
젊음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비보이 댄스는 전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자
리매김하였으며 "광장성"을 중시하고 대중과 직접 교감하며 인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많은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음악과 안무를 새롭게 구성한 “韓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퓨전타악합주 “메가드럼-MEGA DRUM"
한국 전통 타악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작품으로 역동적인 우리 민족의 힘과 기상을 전통 가
락과 현대적인 가락의 조화속에서 한민족의 웅장한 기상을 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모듬북의 개량 
타악기로 주로 연주되며 사물놀이 전통가락을 현대적인 리듬구성과 웅장한 북의 울림을 통한 창
작 구성한 작품입니다.

판 비트 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  
비트박스는 힙합문화에서 유래되어 손과 입으로 강력한 악센트를 통해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표현
하고, 판소리는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비트박스의 새로운 만남 “판 비트 소리”는 전통판소리 중 춘향가의 
한 대목 퍼포먼스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Free 놀음판 “아이 좋지”  
사물놀이 연주자들이 춤과 놀이 동작을 곁들여 자신의 최고 기량을 펼치는 공연으로 연주자들이 
여럿이서 다양한 대형을 짓는 단체놀음판과 상모놀이, 부포놀이, 소고춤, 장구놀이, 버나놀이, 열
두발, 등의 개인놀음판, 서양비보이, 비트박스,판소리, 사자탈춤, 한국무용의 협연놀음판으로 구성
됩니다. 전세계인이 하나되는 모습을 주제로 총체적인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여흥 “진도아리랑”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한국의 상징인 아리랑을 소리꾼의 진도아리랑 소리에  맞추어 전 출연진
이 합동 공연을 선보인다.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대륙의 꿈을 펼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웅장한 기상을 본받아 우리 고유의 전통연희가 세계적인 
공연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치고 우수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농악 전수교육 조교와 이수자들로 결성된 전문 타악연희 단체입니다. 
전문예술인들의 놀이문화를 계승하며 우리 전통연희의 깊이 속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
는 다양한 공연활동과 다음세대에 전통문화를 전승 보급하는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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