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과 분리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리예술축제
도전! 다함께 부평

다양성 제고를 통한 참여의 장 확대로!

전통마당(Stage 2)
창작연희무대(Stage 3)

시민예술축제

부평대로 일원

2019. 09. 28(토)~29(일)

인천구립풍물단 연합전

전진하라 부평 – 퍼레이드

전통마당(Stage 2)

창작연희무대(Stage 3)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생활문화센터

부평생활 문화센터

2019. 09. 28(토)~09.29(일)

예술놀이터
아르케(미술), 오원공방(미술), 톡톡블럭(놀이),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다문화), 한국공예(페인팅), ㈜해적아일랜드
(공예), 올댓뷰티아카데미(페인팅), 지구를여행하는사람들(음악), 그린나래(공예), 에코업사이클링(공예), 박은정
(공예), 샌드아트(미술), 협동조합예술어린이집(놀이), 다색빛공동체(다문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공예), 오내친
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공예),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공예),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전시, 체험), ㈜부평공예마을
(페인팅), 평화렛츠협동조합(공예), 부평구아파트연합회(공예), 청소년유관기관협의체 부평꿈(청소년상담), 부평구
청소년수련관(공예), 부평구예술인회 미술분과(공예), 부평구예술인회 사진분과(즉석인화), 부평구예술인회
서예분과(서예), 부평구자원봉사센터(체험), 부평문화원(공예)

풍물난장

부평풍물대축제 일정표
9.28
(토)

메인무대
(부평역앞)

전통마당
(문화의거리)

풍물난장
(거리행사장)

창작연희무대
(앱스입구)

Stage 1

Stage 2

Sub Stage

Stage 3

Stage 4

Stage 5

버스킹
(지하상가)

버스킹
(부평시장)

버스킹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버스킹
(평리단길)

메인무대
(부평역앞)

전통마당
(문화의거리)

풍물난장
(거리행사장)

창작연희무대
(앱스입구)

Stage 1

Stage 2

Sub Stage

Stage 3

천공
리허설

얼쑤 우리가락

아르케풍물단
해방 풍물패

시민참여 퍼포먼스

부평두레놀이
보존회

풍풍이와
퐁퐁이의
프리쇼(매직캣)
성해빈 & 은희

국악나눔예술단

풍악당
부평종합시장
상인회 흥 풍물단

인천구립연합전

부평생활
문화축제
2팀 공연

천지울림농악단

부평풍물대축제
비보이 3:3배틀
All Star
Championship

김재훈

브릭스

폐막공연
리허설

인천 염전 일놀이 보존회
전통연희극 갯가사람들

사라 플라이

주노가
팥아이스워터멜론

이끌림
풍물터 너나들이

스트릿매직
부평생활
문화축제
2팀 공연

HeMeets

푸너리

개방 화장실
TOILET

· 부평역지하상가

· 문화의 거리 쉼터

· 부평119안전센터

· 부평문고

· 동아웰빙타운

예술인협회

· 롯데백화점

케이퍼

김진성

· 김정문설렁탕

대동놀이 부평 만만세

우리음 연구소

· YD타워빌딩

EDM파티헬퍼

DJ페스티벌
B.P.D.F

선명

· 한길안과병원

꼭두쇠

키니

· 국천빌딩

체리밴드

부평구 예술인회
음악분과

1.송귀철(장구)
2.조흥국(소고)
3.정동찬(꽹과리)
4.우진수(북)
5.이동헌(소고)
6.하현조(장구)
7.윤용준(꽹과리)

· 현대해상

the 튠

규민

· 부광감리교회

블러드커클

전자베짱이

최태준

· 한화생명

폐막공연
해외초청공연

연희왕
타이틀 매치

부평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약식2팀 리허설

넝지

풍풍이와
퐁퐁이의
프리쇼(매직캣)

이모션콘텐츠

부평풍물대축제 전진하라 부평-퍼레이드
스트릿매직

놀플러스

서울예술
대학교

메리 플레인

난장앤판

연세대 중앙풍물패 떼
전통타악예술원 향연

진명 공연

신트리
공원

개막공연

부평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약식2팀 리허설

무드문

부평대로
일대

해외초청공연

구례잔수농악
(11-6호)

한울타리풍물단
전통창작그룹
유소

행복예술단

플러스원

청출어람

구민의 날 행사

진주삼천포농악
(11-1호)

스트릿매직

P

강릉농악
(11-4호)

부평생활
문화축제
1팀 공연

부평동
초등학교

인하대 한울

타악연희단 훤

사물놀이 느닷

중앙대학교

이카 풍물단

천공공연

이화여대 사회대
풍물패 풀이
풍물패 다믈
꼬꾸메풍물단

신명 풍물패
THE 광대

이리농악
(11-3호)

구민의 날
리허설

타고 공연

한국예술
종합학교

연희그룹 천우
풍물단 한결

시민무대
Stage
4

평택농악
(11-2호)

스트릿매직

세한대학교

P

청배연희단

풍물경연대회진행
풍물놀이패 누림

버스킹

경인교대악동이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평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약식1팀 리허설

(부평시장)

임실필봉농악
(11-5호)

부평생활
문화축제
1팀 공연

장한샘

버스킹
(평리단길)

복개천
공영주차장

니나노 길놀이

문화의거리
무대

씨티은행

협찬

6대농악집결/준비

버스킹
(부평일대)

한화생명

개막공연
리허설

버스킹
(지하상가)

사물놀이 필락

대학교전통연희
대전 준비
풍물경연대회진행
(초등부/중등부)

Stage 5

체험,협찬

연희연대 리허설
/길놀이 준비

Stage 4

부광교회

부평구립풍물단 (신명으로 내일을 여는 길놀이)

청춘유희무대
시민무대
(한화생명) (모다백화점 입구)

종합
운영본부

부평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약식1팀 리허설

9.29
(일)

현대해상

부평구립풍물단 (신명으로 내일을 여는 길놀이)

청춘유희무대
시민무대
(한화생명) (모다백화점 입구)

모다백화점

후원

창작연희무대
Stage
3

제일은행

2019. 09. 28(토)

북부
교육지원청

부평아트센터

풍물난장
Sub
Stage

제 19회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버스킹

2019. 09. 28(금) 19:30~20:30

2019. 09. 28(토)~09. 29(일)
(평리단길)

비보이배틀 2019. 09. 28(토) 17:00~21:00
DJ PARTY 2019. 09. 28(토) 21:00~22:00

전통마당(Stage 2)

청춘유희무대(Stage 5)

부평서
초등학교

청춘유희무대(Stage 5)

갯가사람들

P

인천염전일놀이 보존회 전통연희극

한길안과

2019. 09. 29(일) 20:00~21:00

문화의
거리무대

청춘유희무대(Stage 5)

명신당

무용분과, 국악분과

청춘
유희무대
Stage
5

제 20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시민무대(Stage 4)

2019. 09. 28(토) 21:20~21:40

2019. 09. 28(금) 19:30~20:30

2019. 09. 29(일) 21:00~21:30

젊은이들의 열정과 폭발적인 기운을 체감할 수
있는 비보이 전국 대회와 토요일 밤 디제잉 파티!

부평구 문화예술인 협회
음악분과

2019. 09. 27(금) 08:30~17:30

전통마당(Stage 2)

전통마당(Stage 2)

경연대회

전통마당
Stage
2

신트리 공원

비보이배틀·DJ PARTY

부평농협

지역예술단체공연

부평 두레놀이 보존회

신명으로 내일을 여는 부평!
축제에 참여하는 전문 풍물단과 부평구
22개 동풍물단,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동놀이 한마당!

2019. 09. 28(토)~09.29(일)

2019. 09. 24(화)~09.29(일)

문화의거리

부평 만만세

전통체험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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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28(토)~09.29(일)

메인무대
Stage
1

부평대로 일원

부평구 동풍물단 연합공연·발표회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8(토) 14:00~20:30
2019. 09. 29(일) 13:00~17:00

축제 전일

시민무대(Stage 4)

버스킹

2019. 09. 01(일) ~ 2019. 09. 29(일)

부평두레놀이보존회(농기구체험, 활쏘기체험)
동풍물단연합회(전통악기체험)

버스킹

부평대로 일원

풍물을 사랑하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
풍물패, 풍물동아리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이 살아 숨 쉬는 공연
체험의 현장.

전통체험 ZONE

아트트리(전시, 체험), 닥종이(전시, 체험), 민화
(전시, 체험), 아싸미술동아리(전시), 붓뜰(전시),
꼬메요 짜요(전시)

(지하상가)

부평대로 일원

축제의 새로운 길잡이가 나타났다! 행
사장 안과 밖에서 개성 넘치는 의상을
입은 퍼포머들이 플래시몹과 개인 퍼포
먼스 등을 통하여 축제를 찾은 시민들
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축제의 안내
자 역할을 한다.

전시

더블루(체험), 찾아가는 그림자인형극(체험), 시-믐(체험),
부평생활문화센터공감168 (운영 , 체험)

(부평일대)

축제를 알리는 사전 홍보공연과 축제
안으로 관객을 이끌도록 하는 공연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 축제의 안과 밖에
서 부평풍물대축제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체험

버스킹

2019. 09. 28(토)~09.29(일)

2019. 09. 29(일) 12:00~21:30

(지하상가
만남의광장)

부평대로 예술놀이터

시민무대(Stage 4)

부원중학교

부평 어벤져스

문화
오피스텔

Let’s go 부평 - 버스킹

부평소방서

2019. 09. 29(일) 17:30~18:30

한울타리예술단(공연), 한마음문화예술단(공연), 한울림클래식기타합주단(공연, 체험), 인천통기타모임벗과
기타(공연), 이화국악예술단(공연), 북울림(공연), 행복예술단(공연), 퓨전뮤직힐링난타(공연), 한국무용사랑모임
한사모(공연), 설레임무용단(공연), 멕뎀플라이(공연), 사랑해동아리(공연), 성악(공연), 우쿨렐레(공연), 호호
하모니카(공연), 아가펠오카리나앙상블(공연), 미추홀오카리나콰이어(공연), 풍류랑(공연), 두리(공연), 춤사랑
(공연), NY리듬댄스(공연), 은빛 댄스팀(공연), 부평홀릭포크댄스(공연), 밸리댄서스-보(공 연)

부평생활
문화센터

2019. 09. 29(일) 17:00~17:30

부평
아트센터

2019. 09. 29(일) 17:00~17:30

축제공간 배치도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사진분과·미술분과·서예분과,
문화원동아리 캘리그라피전시, 캘리그라피전시, 미술
작품전시

어울림통기타(공연), 알럽하모니카(공연), 라니카이오카리나앙상블(공연), 훌라HONU(공연, 체험), 인천아마빌레
앙상블 (공연, 체험), 우케랑(공연), 한국오카리나앙상블(공연), 아름 다운오카리나(공연), 열우물하모니카(공연),
기타사랑7080(공연), 인천미추홀아코디언봉사단(공연), 얼씨구절씨구지화자좋다!(공연), 인천부평풍물아리랑
보존회(공연, 체험), 태그(공연), 폴리네시안댄스(공연, 체험), 전통예술마을창작 소(공연), 율무용단(공연), 아시아
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공연), 두근가야금(공연), 오!가야금(공연), 소리울오카리나앙상블(공연), 소리샘하모니카
앙상블(공연), 희망크로마하프 (공연), 트럼펫인천지부(공연), 기쁜딴떼(공연), 파란소리 밴드(공연), 3GO장구(공연)

2019. 09. 28(토) 12:00~21:00
부평대로 일원

전통체험 ZONE

체험

시민무대(Stage 4)

전통마당(Stage 2)

창작연희무대(Stage 3)

신트리공원

부평구 숨은 예술찾기 전시

공연

축제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전문공연
단과 함께 부평구 22개동의 특색을
살려 만들어 퍼레이드.

부평대로 예술놀이터

부평 愛 함께하다
2019 부평생활문화축제

인천광역시 소재 5개의 구립풍물단
(부평구립풍물단, 서구립풍물단, 남동
구립풍물단, 계양구립풍물단, 연수구립
예술단)이 제23회 부평풍물대축제에서
최초로 교류와 화합의 공연을 선보인다.

부평대로 일원

청춘유희무대(Stage 5)

2019. 09. 24(화)~29(일)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한곳에 올리브(all live)

시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목적
으로 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가족, 친구, 이웃들이 모두 화합하며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오방색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시민무대(Stage 4)

삶의 희망을 주는 공감의 장으로!

공연예술축제

메인무대(Stage 1)

전통마당(Stage 2)

창작연희무대(Stage 3)

청춘유희무대(Stage 5)

2019. 09. 28(토)~29(일)

개·폐막공연
개막공연

폐막공연

메인무대(Stage 1)

전통연희 판

해외·국내 초청 공연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 문화 유산 - 6대 농악

국내 초청 공연

전통마당(Stage2)

메인무대(Stage 1)

2019. 09. 28(토) 19:30~20:30

청춘유희무대(Stage 5)

2019. 09. 28(토) 13:30~19:30

2019. 09. 29(일) 20:00~21:00

부평의 화합 그리고 미래.
23년간 축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영상제작.
음악과 소리 그리고 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하여 축제의 의미를 되새
기며 신명으로 내일을 여는 힘찬 도약과 화합의 장을 선사한다.

창작연희무대(Stage 3)

2019. 09. 29(일) 19:00~20:00

2019. 09. 28(토) 19:00~19:30, 20:30~21:00

국가무형문화재 제 11-2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11-3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11-4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11-5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11-6호

강릉단오제 보존회

러시아 센꼬레 앙상블

진주·삼천포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농악
으로 영남농악에 속한다. 팔진법과 버꾸
놀이, 상쇠놀이, 무동놀이 등의 개인기
가 뛰어나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를 일컫는 ‘웃
다리’지방의 대표 농악으로 빠르고 경
쾌한 장단과 더불어 펼쳐지는 상모놀
음이 특징이다.

전북 익산(옛 이리) 지역에서 전승되는
호남 우도 농악에 속하며, 상쇠의 부포
놀이가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
달하였다.

강원도 강릉 지방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법고ㆍ소고ㆍ무동의 춤이 판굿의 주를
이루며, 그 중 농사 풀이는 갖가지 농사
짓는 동작을 춤으로 연행한다.

임실 필봉 마을에 이어져 내려오는 좌도
풍물놀이의 하나. 길군악, 일곱 채굿,
수박치기 등의 열세 가지 판굿을 벌
인다.

구례군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세시농
악이자 마을농악으로 매년 섣달그믐 부
터 정초까지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달
집 태우기 등을 연행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핵심요소인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 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통공연 및 현대적 재창작 공연 등을
통하여 지역정체성 고취와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하바로브스크 토착민족인 크라이족 전
통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프로그
램을 보유하고 있는 무용단.

평택농악

전통마당(Stage 2)

이리농악

2019. 09. 28(토) 17:30~18:30

2019. 09. 28(토) 14:30~15:30

대학교 전통연희대전

젊은 명인전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전통마당(Stage 2)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8(토) 15:30~16:30

청출어람
전통마당(Stage2)

강릉농악

전통마당(Stage 2)

전통마당(Stage 2)

전통연희 판
메인무대(Stage 1)

메인무대(Stage 1)

국가무형문화재 제 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보며 다채로운 문화 들과의
융합을 통하여 ‘풍물 문화 혁명의 시대’로 도약하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문화를 그려 나가는 의미의 수많은 빛과 함께 표현한 작품
이다.

해외 초청 공연

2019. 09. 28(토) 16:30~17:30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8(토) 13:30~14:30

2019. 09. 28(토) 18:30~19:30

창작연희무대(Stage 3)

2019. 09. 29(일) 13:00~17:00

2019. 09. 29(일) 18:30~20:00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세한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송 귀 철 - 장구

조 흥 국 - 소고

정 동 찬 - 꽹과리

우진수-북

이 동 헌 - 소고

하 현 조 - 장구

윤 용 준 - 꽹과리

진주삼천포, 우도, 웃다리 농악 등 다양
한 농악을 기반으로 전통음악을 계승
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다양한 전통연희를 학습하여 전통연희
의 본질과 정서를 회복, 창조적 계승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에서
문화 강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음악을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세계를 무대 삼아 감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 가·무·악의 연주역량과 교육
지도능력을 함께 갖춘 21세기가 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호남우도 장구가락을 특유의 개성과 느
낌으로 재구성한 채상설장구. 능청스
러운 발놀림과 상모짓으로 박력 넘치
지만 섬세한 연주로 감탄을 자아낸다.

고깔소고춤의 명인 황재기 선생님의 세
산조시-굿거리-자진모리와 특이한 물
푸기 춤사위에, 고창 김만식 장구 명인
의 삼진 삼퇴를 모티브로 한 엇박배기,
제기차기, 옆뛰기 등의 춤사위를 선보
인다.

호남좌도농악은 가락이 빠르고 거칠며,
단체놀이에 치중하고 있으며 윗놀이가
발달 되었다. 부들상모를 쓰고 하는 쇠
놀이는 즉흥적 가락과 상모놀이의 멋
들어진 몸짓을 표현한다.

12차농악은 영남을 대표하는 뜬패 농
악으로 다채로운 구성과 경쾌하고 힘찬
가락으로 기예와 개인 놀이가 돋보인다.
12차 농악의 북춤은 영남의 멋스러움과
활기참이 잘 어우러진 개인 놀이의 정
수이다.

채상소고는 기예이며, 춤이다. 물채
끝에 달린 부전지(생피지)는 돌아가는
모양새가
날렵하며,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몸놀림은 풍물굿의
활력소이다.

웃다리가락의 모체인 안성남사당의 맥
을 이은 김기복 명인의 쇠가락을 중심
으로 장단을 풀어 엎어배기, 휘모리,
굿거리, 삼채가락으로 구성된 설장구
놀음.

애간장 녹이는 뻐끔질과 풍성한 춤사
위로 상징되는 농악의 부포와 경쾌한
상모놀음과 유려한 쇠가락으로 대표
되는 웃다리농악과 사물놀이의 장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미의식의 부포놀이를
선보인다.

전통마당(Stage 2)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9(일) 14:00~15:00

2019. 09. 29(일) 15:00~16:00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9(일) 13:00~14:00

전통마당(Stage 2)
2019. 09. 29(일) 16:00~17:00

메인무대(Stage 1)
2019. 09. 29(일) 13:00~14:00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2019. 09. 28(토) 15:00~16:00

2019. 09. 28(토) 17:30~18:30

2019. 09. 28(토) 19:30~20:30

2019. 09. 28(토) 18:30~19:30

2019. 09. 28(토) 14:00~15:00

2019. 09. 28(토) 13:00~14:00

2019. 09. 28(토) 16:00~17:00

창작연희 페스티벌
창작연희 페스티벌 초청(연희연대)
메인무대(Stage 1)

창작연희 페스티벌 초청(연희연대)

창작연희무대(Stage 3)

메인무대(Stage 1)

2019. 09. 28(토) 13:00~20:30

니나노 길놀이

창작연희무대(Stage 3)

청춘유희무대(Stage 5)

부평의 역사와 내 고장 바로알기

2019. 09. 28(토) 16:00~22:00 / 2019. 09. 29(일) 12:00~21:00

전통창작타악그룹 유소

THE 광대

청배 연희단

천공

진명

타고

the 튠

사물놀이 필락

연희그룹 천우

부평구 중심으로 흐르는 굴포천(국가하천)의 원천 물줄기와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있는 부평공원 등을 탐방하면서 코스별 지명과
유래, 일제강점기 배경 및 역사이야기를 소개를 통해 부평풍물대축제
속에서 해설사와 함께 내 고장을 둘러보고 역사적 사실과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탐방대상 : 8세 이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코스 : 칠성약수터 -> 세월호추모관 -> 부평공원 평화의소녀상과

전통연희 판의 부활을 꿈꾸며 국내 최
고의 젊은 연희자들이 함께 만드는 길
놀이.

전통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음악어법으로 조합
시켜 창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
가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민속 예술을 전공한 예
인들이 모여 창단. 전통연희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창작공연을 통하여 국내
외에 한국의 멋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 가, 무, 악의 총체, 전통연희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들이 담겨있다. 전통연희
를 지킴과 동시에 세계로 나아가는 연
희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
이다.

전통연희 및 무용을 전공하는 젊은 예
인들이 모여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작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며,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여 활동하는 그룹
이다.

“두드려 세상을 밝힌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우리 음악
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국악, 재즈, 컨템포러리, 집시음악을
접목하여 동양의 오묘한 아우라가 돋보
이는 음악을 창작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사물놀이와 삼도굿, 탈춤 등
전통연희 고유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작품들로 관객과 함께 숨 쉬는 젊은 연
희 작업을 시도한다.

한국 전통음악과 전통연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월드뮤직 장르를
창출하여, 국내예술계는 물론 세계무
대에 신선한 반향을 이끌어 내는데 목
표를 두고 있다.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2019. 09. 28(토) 13:00~14:00

2019. 09. 28(토) 14:00~15:00

2019. 09. 28(토) 15:00~16:00

2019. 09. 28(토) 16:00~17:00

2019. 09. 28(토) 16:00~17:00

2019. 09. 29(일) 16:30~17:30

2019. 09. 29(일) 19:00~20:00

2019. 09. 28(토) 21:00~22:00

2019. 09. 29(일) 12:00~13:00

2019. 09. 29(일) 13:00~14:00

난장앤판

놀플러스

이끌림

연희왕타이틀매치(청배연희단)

타악연희단 훤

사물놀이 느닷

이모션컨텐츠

꼭두쇠

우리음연구소

상상발전소

2004년 창단, 사라져가는 전통연희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문화예술을 결합시
킴으로써, 한 차원 더 풍성한 전통공연
예술로 승화시키려 노력하는 젊은 전통
연희단체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연희자로서의 전통
의 지평을 올바르게 넓혀가고자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험적인
작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단체
이다.

전통연희가 가지고 있는 가.무.악.극이
모두 포함된 종합예술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실험적인 시도를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버스사고로 한 날 한 시에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 망자들이 이승행 티켓 한
장을 놓고 벌이는 연희왕 타이틀 매치!

전통연희의 새로운 재해석과 더불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젊은 예인들이 모인 단체이다.

한글 표기로 ‘느닷없다’의 느닷을 의미
한다. 정해져 있는 무대의 틀을 깨고 대
중에게 전통연희로 즐겁게 다가가는 팀
이 되자는 뜻을 담는다.

현대 사회 속에서의 희로애락을 마술과
이야기, 음악으로 엮어 낸 감성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관객들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있다.

한국 전통연희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
하고 전통연희의 여러 요소를 재해석,
재구성하여 ‘동시대 예술로서의 연희’를
고민하는 단체이다.

한국음악 전통의 바탕으로 모든 장르에
도전하여 아이들에게 재미만 있는 국악
뮤지컬이 아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망상 공간 <상상 발전소>는 국악과
미술, 축제와 연극, 움직임을 조화시켜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요리하여 극장이
아닌 대안공간을 사용하는 다원예술
팀이다.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2019. 09. 28(토) 17:30~18:30

2019. 09. 28(토) 18:30~19:30

2019. 09. 28(토) 19:30~20:30

메인무대(Stage 1)
2019. 09. 28(토) 21:00~22:00

메인무대(Stage 1)

메인무대(Stage 1)

메인무대(Stage 1)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창작연희무대(Stage 3)

청춘유희무대(Stage 5)

2019. 09. 29(일) 14:00~15:00

2019. 09. 29(일) 15:00~16:00

2019. 09. 29(일) 16:00~17:00

2019. 09. 29(일) 20:00~21:00

2019. 09. 29(일) 18:30~19:00

미정
미정

강제징용노동자상 -> 부평대로 도착
탐방일시 : 9월 28일(토) 10:30, 13:00, 14:30, 16:30
9월 29일(일) 10:30, 13:00, 14:30, 16:30
탐방 사전 전화접수 : 032-505-9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