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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kdang

예악당
설 공연 ‘돈豚타령’

2월 5일 ~ 6일

오후 3시

Lunar New Year Performance

FEB 5 - 6

3 p.m.

MAR 8 - 9

8 p.m. on weekdays

“Pig Taryeong”
창작악단 기획공연 ‘청춘, 청어람’

3월 8일 ~ 9일

주중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Special Performance by
the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정악단 기획공연

3월 15일 ~ 16일

‘정악 명곡 깊이 듣기’

주중 오후 8시

3 p.m. on weekends

“Cheong-choon, Cheong-eo-lam”

주말 오후 3시

MAR 15 - 16

Special Performance by the
Court Music Orchestra

8 p.m. on weekdays
3 p.m. on weekends

“Close Listening to Court Music
Classics”

Umyeondang

우면당
토요명품공연

1월 5일 ~ 12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Saturday Performance of Korean

JAN 5 - DEC 28

Saturday 3 p.m.

JAN 30 - MAR 27

Last Wednesday

Music & Dance
다담

1월 30일 ~ 3월 27일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전 11시

Dadam

of the month, 11 a.m.

Pungnyu Sarangbang

풍류사랑방
겨울국악동화

1월 3일 ~ 12일

목·금 : 오전 11시

Winter Gugak Fairy Tales

JAN 3 - 12

수요춤전

2월 20일 ~ 3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Thursday, Friday : 11 a.m.
Saturday : 1 p.m., 4 p.m.

토 : 오후 1시, 4시

Korean Traditional Dance of

FEB 20 - MAR 27

Wednesdays 8 p.m.

MAR 9 - JUN 15

Saturdays 2 p.m.

Every Wednesday
토요국악동화

3월 9일 ~ 6월 15일
9월 7일 ~ 11월 30일
9월 14일 휴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Saturday Gugak Fairy Tales

SEP 7 - NOV 30
SEP 14(Sat) Closed

공연문의 및 예매 02-580-3300, www.gugak.go.kr
* 공연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chedules and Performances are subject to change.

설 공연 ‘돈豚타령’
Lunar New Year Performance
“Pig Taryeong”
예악당 Yeakdang
2. 5.(화) ~ 2. 6.(수)

FEB 5 (Tue) - 6 (Wed)

전석 1만원

All seats 10,000 KRW

오후 3시

3 p.m.

명절 공연 하면 국립국악원 절기공연이 진리!
황금돼지의 해 2019년, 설 연휴에 찾아가는 국립국악원 설 공연.
국립국악원 정악단, 무용단, 민속악단, 창작악단이 모두 출연해
우리 음악과 춤으로 새해 희망을 기원합니다.
1부에는 힘찬 시작을 알리는 대취타, 희망의 마음을 담은
학연화대처용합설과 굿풍류 시나위, 만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축원가,
기해년 새해맞이 광대굿을 선보이고 2부에는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주는
설민요와 세계민요 기행 등 친근하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국악 선율이 이어집니다. 특별한 공연의 즐거움을 추억할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도 야외마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Spend the holdidays with an NGC performance!
Lunar new year NGC performances for 2019, the year of the golden
pig. The NGC Dance Theater, Court Music Orchestra, Folk Music
Group and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welcome the new year
with traditional dance and music.
First half performances include the Hagyeon hwadae Cheoyong
hapseol and Gut punglyu sinawe, Chukweonga with wishes for
fortune and luck, and the Gwangdae gut to welcome the new year.
And the second half will show Gugak orchestra performances of
new year folk songs around the world, treating the audience to
familiar songs performed in beautiful Gugak melodies.
Visitors will also be offere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n
folk games in the outdoor plaz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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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악단 기획공연 ‘청춘, 청어람’
Special Performance by
the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Cheong-choon, Cheong-eo-lam”
* The concert by new conductors of Gugak orchestra
예악당 Yeakdang
3. 8.(금) ~ 3. 9.(토)

MAR 8 (Fri) - 9 (Sat)

전석 1만원

All seats 10,000 KRW

주중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8 p.m. on weekdays | 3 p.m. on weekends

국악관현악의 신선한 변화를 이끄는 젊은 지휘자가 선보이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첫 기획공연 ‘청춘, 청어람’
노련함보다는 색다른 실험정신으로,
안정됨보다는 패기와 열정이 묻어나는 음악들로
봄의 생동하는 기운을 창작국악 선율에 담아 관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틀간 선보이는 ‘청춘, 청어람’의 현장에서
창작국악의 미래를 가늠해보세요.
An original production by the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Cheong-choon, Cheong-eo-lam” is at the forefront of change at
the gugak orchestra, driven by its new young leadership.
The music tells of a spirit of originality over experience, passion
and challenge over stability, conveying the vibrant energy of spring
to our audiences.
Come see the future of original gugak during the two days of our
“Cheong-choon, Cheong-eo-lam” performances.

-8-

-9-

정악단 기획공연
‘정악 명곡 깊이 듣기’

Special Performance by the
Court Music Orchestra
“Close Listening to Court Music Classics”
Yeakdang

예악당
3. 15.(금) ~ 3. 16.(토)

주중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A석 3만원

MAR 15 (Fri) - 16 (Sat)

B석 2만원

국립국악원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정악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8 p.m. on weekdays | 3 p.m. on weekends
A seats 30,000 KRW
B seats 20,000 KRW

These performances of court music classics are difficult to meet
away from the NGC.

독주와 중주, 관악, 현악의 합주 무대 등 정악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귀한 무대입니다.

The rare performances include solo, duet, wind and string

봄의 문을 여는 3월,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에게 깃든 음악,

ensemble pieces, and will help audience members to appreciate

자연의 소리를 담은 아정한 정악 선율과 함께 새해 첫봄을 맞이해보세요.

the depth and wide spectrum of traditional court music.
Welcome the spring with the heavenly melodies of court music,
where the sounds of nature are brought to life by huma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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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명품공연
Saturday Performance of Korean Music & Dance
우면당 Umyeondang
1. 5.(토) ~ 12. 28.(토)

JAN 5 (Sat) - DEC 28 (Sat)

A석 2만원

A seats 20,000 KRW

B석 1만원

B seats 10,000 KRW

1. 5.~2. 9. 겨울여행캠페인 50%할인

JAN 5 - FEB 9 Winter travel promotion 50% off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Saturday 3 p.m.

살아있는 찬란한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품격있는 무대.
오직 국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이 출연해 전통 국악의 정수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구한 우리의 국가무형문화재를 국립국악원 명인들의 연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대표 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30년이 넘도록
이어온 공연으로 국악 초보자부터 우리음악 애호가, 외국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의 최장수 공연입니다.
한국인의 얼과 예술혼을 마주할 수 있는 토요명품공연의 모든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람의 이해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 distinguished performance of the nation’s vibrant and colorful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 NGC performers provide select
performances at the pinnacle of traditional Gugak.
The prou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Korea, listed by the
UNESCO as worldwid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brought to
life by master performers at the NGC.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that carries on the traditions of
Korean music, the NGC has continued its Saturday Performance of
Korean Music & Dance for over thirty years now, bringing together
beginners and devoted fans of Gugak, and foreigners interested in
the art. All the programs for the Saturday Performance of Korean
Music & Dance are provided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to
help foreign visitors understand the spirit and artistic soul of Korea.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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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수) ~ 3. 27.(수)

다담

Dadam

우면당

Umyeondang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전 11시
A석 2만원

JAN 30 (Wed) - MAR 27 (Wed)

Last Wednesday of the month, 11 a.m.
A seats 20,000 KRW

B석 1만원

B seats 10,000 KRW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50% discounts on Culture Days

한 달에 한 번, 차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The Dadam tea talks are held once a month, bringing

‘다담지기’ 황수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conversations over tea together with Gugak performances.

사회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나누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Announcer Hwang Su-gyeong invites well-known guests in

구성지고 신명 넘치는 우리 음악의 선율과 가락에 녹아듭니다.

various areas for a talk over tea, together with the enchanting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솔한 이야기 속에 퍼지는 국악의 향기로

melodie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Take a well-earned rest from your busy life as you take in a
warm cup of tea and lively conversation mingled together with
Gugak performances.

2019 ‘다담’ 이야기 손님 “Dadam” Guests for 2019
1. 30.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Park Jae-Hee, President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Research Center

2. 27.

김환영 중앙일보 지식전문기자
Kim Hwan-yeong, Specialist Reporter for the Joongang Ilbo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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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국악동화
Winter Gugak Fairy Tales
풍류사랑방 Pungnyu Sarangbang
1. 3.(목) ~ 1. 12.(토)

JAN 3 (Thur) - 12 (Sat)

토 : 오후 1시, 4시 (2회 공연)

Saturday : 1 p.m., 4 p.m. (2 performances)

전석 2만원

All seats 20,000 KRW

목·금 : 오전 11시

Thursday, Friday : 11 a.m.

국악과 동화를 접목시킨 2018 토요국악동화의 공연 중
어린이 관객 호응도 1위와 2018년도 상반기 최우수작품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가족들을 위해 다시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릅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과
초등 통합교과서에 수록된 러시아 민화 ‘커다란 순무’를 소재로 한 어린이극
‘으랏차차 순무가족의 커다란 순무’가 1월 첫 주와 둘째 주 나란히 선보입니다.
따뜻한 풍류사랑방의 온돌마루에서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악기가 전하는 포근한 음색을 들으며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A selection of the most popular and excellent performances of the
year’s Saturday Gugak Fairy Tales are put back on the Pungnyu
Sarangbang stage for families visiting over the winter vacation.
The Gugak fairy tale musical “The Tiger’s Roar” and the fairy tale
of the “Turnip Family’s Large Turnip,” based on the Russian folk
painting “The Turnip” and introduced in school textbooks, will be
performed over the first and second weeks of the year.
Chase away your chills as you enjoy the smoothing music in the
warmth of the Pungnyu Sarangbang together with your whole
family.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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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춤전
Korean Traditional Dance of Every Wednesday
풍류사랑방 Pungnyu Sarangbang
2. 20.(수) ~ 3. 27.(수)

FEB 20 (Wed) - MAR 27 (Wed)

전석 2만원

All seats 20,000 KRW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50% discounts on Culture Days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Wednesdays 8 p.m.

전통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사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
명무들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느낄 수 있는 절제되고도 역동적인 춤사위,
그리고 그 안에 투영된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들이
매주 수요일 밤 관객들의 마음을 춤추게 합니다.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담아낸 민속무용에서부터
국립국악원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궁중무용,
그리고 이 시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무용까지
신진 무용가의 역동적인 몸짓과 명무의 노련한 춤사위로
매주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하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만나보세요.
A special occasion to appreciate the brilliant performances of traditional dancers up close! Watch the delicate but dynamic motions
of the renowned performers at the NGC, as they express the stories
and emotions of our lives in the form of dance, every Wednesday
evening. The dance performances span a wide spectrum, from folk
dances that show the lives of ordinary Koreans to dances performed
in the royal court. Original dance performances will be showcased as
well, showing the imaginative spirit of contemporary artists.
The dynamic motions of new and upcoming dancers come
together with the experienced movements of renowned performers. Come and meet the full range of the sentiments of our lives,
expressed in different hues each week.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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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토) ~ 6. 15.(토)

9. 7.(토) ~ 11. 30.(토)

토요국악동화

Saturday Gugak Fairy Tales

풍류사랑방

Pungnyu Sarangbang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석 2만원
9월 14일(토) 휴관

MAR 9 (Sat) - JUN 15 (Sat)

Saturday 2 p.m.

SEP 7 (Sat) - NOV 30 (Sat)

All seats 20,000 KRW
SEP 14(Sat) Closed

12개월 이상 입장 가능(24개월 이상 1인 1티켓)

Open to over month of 24

국립국악원에서 가장 빠르게 매진되는 인기 공연!

Always the first NGC performances to sell out, the Saturday Gugak

2019년 토요국악동화가 3월, 새로운 작품으로 문을 엽니다.

performances for children begin again this March with new stories.

12개월 이상, 국내 최연소 관객 입장이 가능한 주말 가족 국악공연.

The performances are open to all children of 12 months of age or

편안한 온돌마루 위 전통 방석에 앉아

older, offering comfortable seating on traditional ondol floor mats

자연 음향의 국악으로 즐기는 전래동화와 놀이, 동요 등을 만나보세요.

and natural acoustics. Treat your family to traditional fairy tales,
games, children songs in Gugak.

상상 속 이야기 주인공들이 갖가지 우리 악기 소리들을 들려주며
무대에 나타나 동심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이어갑니다.

The characters of imaginative stories use traditional instruments to
express themselves as they tell their stories full of adventure and
innocence.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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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MUSIC

FOLK MUSIC

ORCHESTRA

GROUP

국립국악원 정악단은 옛 왕조의 궁중 음악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우리 선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민간의 음악을 전승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제천, 영산회상 등 궁중 연례악과 풍류 음악

판소리와 민요, 남사당놀이 등 16세기 이후 새로운 양식으로 등장한

그리고 우리 고유의 창법과 양식을 지닌 성악곡 가곡·시조 등을

민속 기악과 성악, 각종 연희들을 아우르는 연주단입니다.

주로 연주합니다.

-

-

The Folk Music Group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The Court Music Orchestra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has preserved and passed down folk music, which captures the

is passing down the legacy and tradition of court music from

emotions felt by our ancestors. It performs various styles

ancient dynasties. The orchestra mainly performs Jongmyojeryeak,

of folk music that have emerged since the 16th century,

designated as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including folk songs, male clown theater, and Pansori,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Sujecheon, Yeongsan Hoesang,

designated as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Pungnyu music, and traditional pieces reflecting Korea’s unique

of Humanity by UNESCO.

sing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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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
단

창
작
악
단

DANCE

CONTEMPORARY GUGAK

T H E AT E R

ORCHESTRA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궁중 춤은 물론 민속 춤, 창작에 이르기까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국악관현악, 실내악 등

전통 춤의 보존과 보급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 국악의 개발과 연주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춤을 개발하는 일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전통 예술을 재해석하고 새로 창작하며 동시대와 호흡하는 무대를

우리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갑니다.

-

-

The Dance Theater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The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of the

expands the horizon of Korean dance by passing down

National Gugak Center is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and

the tradition of Korean dance, including court dance,

performance of Gugak in new forms such as orchestral and

folk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new choreography work,

chamber music with roots in traditional music.

and by developing creative genres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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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유료회원 Membership Guide

오시는 길 Directions to the NGC

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검찰청

●

Supreme Court ●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서울지방검찰청
●

교대역

대법원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Station

교대역

서초역

Seocho Station

Eutteum(VVIP)·Beogeum(VIP)

●

교대입구삼거리
Bangbae
Station

서울고교

Seoul High school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the three-way intersection of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방배역

다양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Our members are provided many special benefits
to increase their experiences with us.

남부터미널역

Nambu Bus Terminal
Station

Sangmoon High School ●

상문고교
Arirang TV

레미안아트힐 ●
Raemian ArtHill

아리랑TV

the Umyeon three-way
intersection

●

우면삼거리
< 사당역

•으뜸회원  연회비 10만원 Eutteum Members : 100,000 KRW annual fee
•버금회원  연회비 3만원

Sadang Station

●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양재역 >
Yangjae Station

Beogeum Members : 30,000 KRW annual fee

2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서초07번, 서초15번, 서초17번 이용

지하철

3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마을버스 서초22번 이용

공연 초청권 10매/4매

7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마을버스 서초07번, 서초15번 이용

Invitation tickets : 10 tickets / 4 tickets
버스

G 초록버스(지선) 5413번 (방배동래미안아트힐 / 국립국악원)
B 파랑버스(간선) 142번, 406번 (방배동래미안아트힐 / 국립국악원)
R 광역버스 1500-2, M5532 (방배동래미안아트힐 / 국립국악원)

공연 할인 50%/30%
Discounts on performances : 50% / 30%

		
		

Subway 2 Line No. 2 Bangbae Station (Exit # 1) Maeul Bus Seocho 07, Seocho 15, Seocho 17

좋은 좌석 선예매

3 Line No. 3 Nambu Terminal Station (Exit # 5) Maeul Bus Seocho 22

Preferential reservations for good tickets

7 Line No. 7 Naebang Station (Exit # 3) Maeul Bus Seocho 07, Seocho 15
Bus

G Green Bus (Branch Line) 5413

		

5%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공연시간대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차 시 근처 본인부담 유료주차)

포인트 적립 - 결제금액 5%
5% of all purchase amounts saved as NGC Points

(Bound for Bangbae-dong Raemian Art Hill / National Gugak Center)
B Blue Bus (Main Line) 142, 406

		

(Bound for Bangbae-dong Raemian Art Hill / National Gugak Center)
R Regional Bus 1500-2, M5532

		
		

		

(Bound for Bangbae-dong Raemian Art Hill / National Gugak Center)
Parking No fees for the parking lot, but space is limited and visitors are
recommended to use public transport. (Private parking is required when the lot is full)

회원 가입  www.gugak.go.kr  문의 02.580.3300

Visit www.gugak.go.kr to sign up as an NGC member.
Or inquire at 02.580.3300

0675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서초동, 국립국악원) www.gugak.go.kr
2364,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Seocho-dong, National Gugak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