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전통성을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의지를
담은 공연들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세대 간의 화합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브랜드 공연을 선보입니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의 저서 『장인』에 묘사된 ‘장인’처럼,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은 최고의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며 전통기술의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무형유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아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흙을 밟고, 빚고, 구워 도자기를 만들고, 누에에서 실을 뽑아 매듭으로 완성하는
인고의 과정을 현대 무용가들의 몸을 통해 그려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매듭장’을 주제로 하는 무용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장르의
벽을 넘어 전통문화 공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무형유산을 오늘날의 공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제작진들이 수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어 얻어 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사기장과 매듭장의 작업을 탐구하였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흙이 되고 실이 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 무용가들의 몸짓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가을이 한층 깊어진 11월에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 공연으로 우리들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 희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In order to foste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between
generations, the NIHC has been carrying on its mission to fund
performances that heightens and creatively embraces the tradi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is fall, the center presents the first self-produced brand performance in its history.
Like in the description of The Craftsman written by Richard
Sennett, the successors of the heritage continue the traditions and
strive to produce the most excellent works. To the valuable intangible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on to us, we intend to give
rebirth with new contents brimming with meaning and beauty.
However, I believe there is a value in creating new content which
relates the beauty of our heritage and finding new ways to appreciate what’s been left to us.
The performance is about the process of perseverance-stamping
on clay tablets, making and baking them, knotting each thread
pulled out from silkworms— embodied by contemporary dance.
In putting together the first show about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amic and knotting masters, it was our intention to find a new direction out of the existing traditional performance conventions, going beyond the limits of genre.
In order to make this happen, the nation’s industry specialists
passionately delved into the works of both mastery fields for
months. I also give my thanks to the dancers, whose bodies will be
realized as the movements of soil and thread on stage.
This November, as the autumn deepens in color, I hope for all of
our lives to be enriched with Thinking Hands.

Jonghee Lee, General Director of the NIHC

5 장. 얼레의 노래
얼레는 감지 않으면 얽히는 시름을 감는다.
얽히고설키는 삶의 풍경을 감아 들어낸다.

6 장. 끈짜기 춤
끈 틀을 돌리는 일은 악기연주와 같다. 장인이 연주하는 리듬이 끈의 무늬를 직조한다.
그녀는 공예가이자 삶의 소리를 만드는 음악가이다.

7 장. 인연의 시(詩)
장인의 손은 인연을 맺는다.
“끈을 맺고 잇는 일은 마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과 같습니다.
끈 떨어진 사람이란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고 불쌍한 처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인연이 바로 매듭입니다.
한국인의 맺고 푸는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매듭은 영롱한 세계의 이슬을 만들어 가는 작업입니다.”
- 김혜순

8 장. 부름과 맺음
선은 삶의 굴곡을 맺고 이으며 면으로 완성된다.
끈은 색으로 마음을 부르고, 무늬는 가로와 세로의 모습을 맺는다.

9 장. 흔들리는 멋
매듭의 멋은 흔들림이다. 삶이 항상 선명하지 않기에 결국 흔들림은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
흑과 백의 구분에서 나아가 관조의 성찰로 세상의 눈부심을 바라본다.
흔들림의 미학, 그리고 선비의 춤.

<생각하는 손 – 흙과 실의 춤> | 대본 : 김희정 예술감독

Thinking Hands – Dance of Earth & Thread | Script by Cecilia Heejeong Kim, Art Director

김 정 옥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영남요 7대

Jung-Ok Kim
Master of the Ceramic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7th generation of Yeongnamyo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 김정옥

Master of the Ceramics | Jung-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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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식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승교육사|영남요 8대

Kyung-sik Kim

Trainer of Ceramic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8th generation of Yeongnamyo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승교육사 | 김경식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이수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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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 훈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이수자|영남요 9대
목원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단국대학교 석사과정 중인 김지훈 이수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기장 이수자로 수련하며 영남요의 명맥을 지켜가고 있다.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의 문화예술교육사이기도
한 김지훈 이수자는 2021년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학업과 수련을 병행하고 있는 김지훈 이수자는 「KOREA 1730 영남요 브랜드 문화상품 개발」 프로젝트 연구수행
: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가족의 행복한 그릇 빚기」, 제21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문경 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 문경전통도자기명품전에 참여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매사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할아버지 김정옥 사기장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한국 전통도예의 맥을 잇는 계승자로서 정진하고 있다.

Ji-hoon Kim

Successor of Ceramic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9th generation of Yeongnamyo

김 혜 순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보유자

© 서헌강

Hye-soon Kim
Master of Maedeup (Korean Traditional Decorative Knotting),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보유자 | 김혜순

Master of Maedeup | Hye-s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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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정

예 술 감 독

“김희정의 작품은 높은 형식의 예술을 보여주었다.” - Listener’s Magazine, 뉴질랜드
“마음을 울리는 심오한 깊이와 숭고함” - The Straits Times, 싱가포르
“생각하게 만드는, 희곡 작법상 완벽하게 구성해 낸 프로그램” - Wsftfalifsche Nachrichten, 독일
작곡가이자 무대예술가, 프로덕션 아티스트인 김희정은 클래식, 국악, 무대연출 및 제작을 넘나드는 전방위 아티스트로,
문화부 장관상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재단으로부터 ‘차세대 아시아를 이끌 영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김희정이 작곡/연출한 크로스 장르 음악과 멀티미디어 음악극은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독일, 중국, 홍콩, 대만,
파라과이 등 20여 개국의 나라에서 공연되었으며, 뉴욕 WNYC, 영국 BBC, 캐나다 CBS, 중국 CCTV 등에서 방송된 바
있다. 특히 2016년 국립 싱가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와의 단독 프로그램은 이틀 간 매진을 기록했으며, 저명한 The
Straits Times에 의해 “역동적 이면서도 한국적,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구성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 또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컨텐츠 사업 본부장으로 재직 시절 80여 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세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도미하여, 펜실바니아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하바드대학에서 포스트닥터, 런던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작품 : 뮤직단츠 씨어터 ‘Earth Songs’ (호주 OperaLab 위촉) / 전통소리와 관현악 ‘무가’ (일본 Arts Special 위촉)
/ 가야금 지구 대작전 / 사운드-이미지극 ‘백인의 햄릿’ / Seoul to Soul (호주 MRC 초청작) / 오방신굿 (대만국립극장
초청작) 등 다수

Cecilia Heejeong Kim

Art Director

“Dr. Kim’s work delivers a high form of art” - Listener’s Magazine, New Zealand
“This concert, which plumbed depths and scaled heights, got to the heart.” - The Straits Times, Singapore
“The program is perfectly designed in the language of theatre - making it a pondering piece for the mind”
- Wsftfalifsche Nachrichten, Germany

Recognized by the Asia Society in the U.S. as one of the “Asia 21 Young Leaders Initiative” and through the
Minister of Culture Award in Korea, Dr. Cecilia Heejeong Kim is one of most innovative composers, stage
directors and production artists in Korea. Dr. Kim’s work, cross-genre music and multimedia theater, has
been performed in over 20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Hungary, New Zealand, Germany,
China, Hong Kong, Taiwan, and Paraguay. Her work was also aired on WNYC in New York, BBC, CBS in
Canada, and CCTV in China. In particular, her solo program with Singapore Chinese Orchestra in 2016
was received highly and praised as “exotic, spiritual, vigorous Korean music” by the well-renowned Straits
Times. While serving as a chief director of prestigious Asia Culture Center, Kim produced over 80
projects.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Culture and Arts in Sangmyung University.
Her major works includes : Madam Suro (2004) / The Great Operation Planet Earth & Gayageum (2007) /
Music-danze Theatre Earth Songs (2009) / Muga (2010) / 100 Hamlets (2013) / Chasing Five Ghosts (2013)

김 용 걸

안 무 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듯 가벼운 도약으로 허공을 가르며, 보는 이의 호흡을 일순간 정지시키는 발레리노”
- 시사코리아뉴스

안무가이자 교수, 예술감독이자 발레댄서인 김용걸은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에 입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했다. 2000년 프랑스로 넘어가 동양인 발레리노 최초로 파리오페라발레단에 계약직으로 입단
했으며, 드미 솔리스트를 거쳐 입단 5년 만에 솔리스트로 승급했다. 안무가 아부 라그라(Abou Lagraa)의 <시간의
숨결>에 세계적인 발레스타 마뉴엘 르그리와 더블 캐스팅되며 주역으로 데뷔했다.
모리스 베자르 <불새>, 피나 바우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존 노이마이어 <한여름밤의 꿈>, <구스타프 말러의
3번 교향곡>, 루돌프 누리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돈 키호테>, <라 바야데르>, 윌리엄 포사이스의 <In the middle,
somewhat elevated>, <Pas/Parts>, 롤랑 프티의 <카르멘>, <아를르의 여인>,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로미오와
줄리엣>, 조지 발란신 <주얼스>, <방탕한 아들> 등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에 대거 출연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맹활약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임용되면서 귀국 길에 올랐다.
주요작품 : Work Series, Le Baiser (봄의제전), Bolero, Inside of life, 수치심의 기억들, 빛, 침묵 그리고....., Les
Mouvement 1,2, Bach Suite, Bruch suite, L'Itineraire (여정), Une Promenade (산책)

Yong-geol Kim C h o r e o g r a p h e r
“A Ballerino who takes off like a feather, cutting through the air without the bind of gravity
— holding the breath of the audience”
- Sisa Korea News

Yong-geol Kim is a choreographer, professor, art director, and ballerino. After receiving a dance undergraduate degree at Sungkyunkwan University, Kim started his career as a senior dancer at Korean
National Ballet. In 2000, he became the first Asian dancer to be hired at the Paris Opera Ballet, where he
was promoted from a short-term contractor to soloist within 5 years. He made his soloist debut through
<Le souffle du temps> by Abou Lagraa, in which he was double cast with Manuel Legris, a globally
renowned ballerino.

안무가 | 김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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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major works includes : Le Baiser, Bolero, Inside of life, Memories of Shame, Light,Silence And…, Les
Mouvement 1,2, Bach Suite, Bruch suite, L'Itinéraire, Une Promenade

예술감독 | 김희정

Not only he was a cast in Firebird by Maurice Béjart, Orpheus and Eurydice by Pina Bausch, A Midsummer Night’s Dream, Third Symphony of Gustav Mahler by John Neumeier, Romeo and Juliet, Don Quixote and La Bayadere by Rudolf Nureyev, Kim also made his presence known through a large number of
appearances in the works of prominent choreographers such as In the middle, somewhat elevated,
Pas/Parts by William Forsythe, Carmen, L’Arlésienne by Roland Petit, Romeo and Juliet by JeanChristophe Maillot, Jewels, Prodigal Son by George Balanchine. He was hired as a profess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ance department and returned to Korea.

박 동 우

미 술 감 독

“무대는 수많은 풍경과 회전으로 훌륭하게 연출되었다.
스펙터클을 만드는 이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다.”
- The Stage, 런던 (2002), 뮤지컬 <명성황후>

“박동우의 유려한 세트는 브로드웨이 수준에 가볍게 오르고 있다.”
- Theatermania.com, 뉴욕 (2011), 뮤지컬 <영웅>

박동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설치미술, 극장건축을 넘나들며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무대
디자이너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스타디움의 오리지널 디자이너이자 예술감독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일조한 바 있다.
작품의 본질적 개념을 도출하고 직관적 이미지로 공간화하는 작업으로 ‘시각적 극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22차례의
무대 미술상을 받은 그는 현재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작품 : 뮤지컬 <영웅> <명성황후> <아리랑> <신과 함께> / 연극 <성> <메디아> <사회의 기둥들> / 오페라 <루살카>
/ 콘서트 <조용필 40주년> 등 다수

Dong-woo Park S t a g e A r t D i r e c t o r
“It is superbly staged, with tons of scenery and a slanted revolve used with intelligence. ......
As makers of spectacle, the Koreans can teach us a thing or two.”
- The Stage, London

“Dong-woo Park's fluid scenery...... easily rise to Broadway standards.”
- Theatermania.com

Dong-woo Park is a stage artist working across artistic fields such as plays, musicals, operas, dances,
concerts, installations, and theater constructions. He was an art director and a stadium designer for
opening and closing acts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his intuitive sense of conceptualization and visualization, he has been recognized by critics as a
“visual playwright” with 22 awards for stage art. Park is currently a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Park’s major works includes : MUSICAL Hero, The Last Empress, Arirang, With Gods / DRAMA The
Castle, Medea, Pillars of Society / OPERA Rusalka / MUSIC CONCERT Cho YongPil, 40th Anniversary
Concert

정 순 도

음 악 감 독

정순도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스위스 바젤 국립음악대학,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과
전자음악작곡을 전공하였다. 그는 현대적인 어쿠스틱음악과 전자음악 분야에서만 아니라 오페라, 무용, 영화,
뮤지컬, K-Pop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작곡가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특징적 스타일로 하는 그의 음악은 대담하고 활기차다. 인상적인
서정성과 소설과 같은 모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엘뮤의 음악감독과 한국
뉴미디어음악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 : 오페라 <나인 테일즈 (2015)> <인연, 메밀 꽃 필 무렵 (2018)> / 뮤페라 <칼라스 (2018)> <단종애련
(2021)> / 오라토리오 <마태수난곡 (2016)> <그 날의 외침, 1919 (2019)> <단재의 혼 (2020)> / 영화음악
<한경직 (2011)> <눈을 떠요 아프리카 (2013)> <아누비스 뷰티샵 (2021)> 등 다수

Sundo Chung M u s i c D i r e c t o r
Sundo Chung majored in electronic music composi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 Universität
Basel, an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g is a composer
emerging in not only the contemporary acoustic and electronic
music scene, but in various other fields such as opera, dance, film,
musical, and K-Pop.
His signature musical style, dynamic and vibrant; bold and lively,
often comes in a novel-like motivic structure with notable lyricism
and is beloved by a global audience.
Chung is currently a professor of New Media Music Department at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g is also a music director at ELMU Studio and president of M&M Syndicate, Korea.

미술감독 | 박동우

음악감독 | 정순도

28

29

His major works include : Nine Tales (2015, opera) / Connection,
When Buckwheat Flowers Blossom (2018, opera) / Callas (2018,
mupera) / Dan-Jong-Ae-Ryeon (2021, mupera) / St. Matthew's Passion
(2016, oratorio) / A Cry Of The Day, 1919 (2019) / The Soul of Danjae
(2020) / Han Kyung-jik (2011, film score) / Opening the Eyes of Africa
(2013, film score) / Anubis Beauty Shop (2021, film score)

안세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전 Staatstheater Augsburg Ballet 단원
전 Delattre Dance Company 단원

출연진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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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전 안양예술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강사
2019 The K-ballet World 신인안무가전
<The Impossible Dream> (안무/출연)

출연진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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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TEAM

PRODUC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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