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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42호]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 

              <정악과 정재> (Traditional Court Music & Dance) 공연   

   ▶ 일시 : 2016. 7. 22.(금) 19:30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최 : LA한국문화원,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6.7.13.(수)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정악과 정재> 공연 개최 

http://www.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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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2016 Ari Project」그 다섯번째 

무대로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과 함께 <정악과 정재> (Traditional Court 

Music & Dance) 공연을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정악과 정재’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에는 우리 국악과 무용을 미주류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김동석 한국음악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이 국립국악 중 ∙ 고등학교 

미주동문회(회장 김금자 20기)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음악(정악)과 궁중무용(정재)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5천년 한민족 역사에서 우리의 소리와 춤은 빼놓을 수 없는 한민족의 혼이요, 명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음악의 본질을 이어온 것은 사대부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즐겨온 정악이고, 우리 춤의 본질을 담고있는 것은 정재 곧, 궁중무용이다. 
 

이번 공연은 정악합주 <상령산>을 시작으로 궁중무용에서 파생한 <태평무>, 18현 가야금 

독주 <춘설>, 정악합주 <천년만세>, 궁중무용 중의 최고로 아름다운 정재인 <춘앵전>, 

거문고 독주 <산조>, 남창가곡 <언락, 편락> 등 한시간 동안 다채로운 우리 전통국악과 

무용의 진수를 선보인다. 
 

<상령산>은 <영산회상>의 첫번째 곡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또 연주하기도 힘든 곡 중의 

하나이며, 통상 관악(피리,대금,해금 중심)과 현악(거문고, 가야금 중심)을 따로 

연주하지만, 이번 무대는 새로운 시도로 관악의 <상령산>과 현악의 <상령산>을 악기별로 

나눠서 동시에 함께 연주하여 전에 통상 듣던 소리가 아닌 자연의 화음 효과를 

시도하였다. 
*〈영산회상〉(靈山會相)은 주로 조선 후기에 연주되던 기악곡을 말한다. 10여개의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우리 정악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매우 장엄하고 한국인의 혼이 담긴 음악이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국립국악중∙ 고등학교는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문을 연 이래, 60여년 동안 전통음악과 무용의 맥을 잇는 국내 최고의 국악영재 

요람입니다. 특별히, 미주 동문회 회원분들이 주측이 되어 마련한 이번 공연에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무용과 국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주는 한국음악의 전통을 이어온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미주 동문회 회원인 

김동석, 김금자, 김미자, 김영희, 윤정림, 장경선, 이성기 동문과 김민정, 최은아 씨 등이 

우정출연한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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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과 정재> 공연 
 

 
프로그램 해설: 김동석           

 

1. 정악 합주(Ensemble) ‘상령산’ 
   단소 김동석 / 피리 윤정림 / 해금 김미자 / 가야금 김영희 & 장경선 / 거문고 이성기 

   / 장고 나소정 

 

2. 무용(Court Dance) ‘태평무’       
   김민정 

 

3. 18현 가야금 독주(18 Strings Gayageum Solo) ‘춘설’  
   가야금 김영희 / 장고 김동석 

 

4. 정악합주(Ensemble) ‘천년만세’ 
   단소 김동석 / 피리 윤정림 / 해금 김미자 / 가야금 김영희 & 장경선 / 거문고 이성기 

   / 장고 나소정 

 

5. 무용(Court Dance) ‘춘앵전’  
   최은아 

 

6. 거문고 독주(Geomungo solo) ‘산조’ 
   거문고 이성기 / 장고 김동석 

  

7. 가곡(Gagok) ‘언락, 편락’                    
   노래 김동석 

   거문고 이성기 / 가야금 장경선 / 피리 윤정림 / 해금 김미자 / 장고 나소정 

 

*프로그램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