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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콘서트 

공연개요

○ 일 시 :2012년 4월 3일(화)오후 2시

○ 장 소 :남산국악당(구퇴계로34길28 남산한옥마을내)

○ 주최/주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

○ 출 연 :集團 마루

○ 참석 상 :5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무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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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안내

1. 론티어

론티어(Frontier)는 한민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이자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인 양방언이 작곡한 곡으로서 2002부산 아시안

게임의 공식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태평소,장구 등 한국의 통 인

요소와 서양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역동 이고 경쾌한 분 기의 곡이다.

2.들춤

남사당이 걸림을 다니면서 외롭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

가는 해질 무렵의 들녘풍경을 아름답게 표 한 곡으로 해 연주가 동

치미 국물처럼 시원하고 깔끔하게 주선율을 이루고 있다.

3.회심곡

회심곡은 불교의 인 포교를 해 알아듣기 쉬운 사설을 민요

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로 본격 인 불교음악인 범패보다 음악형식과

사설이 쉽다.그 에서 경기 회심곡은 인간이 나고,자라고,죽기까지의

한 생애를 담은 가사로 인생의 허망함을 탄식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

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경기민요 연곡

경기민요는 민요 서울과 경기지방을 심으로 불려지던 것이다.

충청도 북부의 일부와 강원도지방의 일부 민요들도 포함하고 있어,

부지방 민요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 진다. 일반인에게도 리 알

려진 노랫가락,청춘가,태평가,뱃노래,자진 뱃노래를 연주한다.

5.무용 -부채춤

1954년 김백 이 서울시 공 무 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창작 무용

이다.한동안 독무(獨舞)형태로 무 에 올려지다가,1968년 멕시코

세계민속 술제 에서 오늘날과 같은 군무(群舞)형식으로 재구성되었



다.다른 무용에서 부채가 단순히 장식물로 취 되는 것과 달리,이 춤

은 부채를 펴고 고 돌리는 기교 자체가 춤사 의 근간을 이룬다.

5.비틀즈 메들리

1960년 국에서 결성된 세계 인 록그룹 비틀즈의 명곡들

Letitbe,HeyJude,ObladiOblada를 국악기의 특징을 살

려 편곡한 곡을 연주한다.

6.국악가요 - '배 띄워라, 나 '

국악의 장단이나 가락을 살려 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민

요풍의 창작가요를 국악가요라고 하는데 국악의 화와 생활화라는

당시의 시 과제와 연 되어 1980년 부상한 국악의 새로운 갈래

이다.그 에서 으로 리 알려진 배 띄어라와 제주도 민요를 편

곡한 나 을 연주한다.

7.축제

우리의 농악 장단 별달거리 장단을 바탕으로 일정한 테마 속에

각 악기마다 주고받는 솔로의 즉흥 인 연주가 신명나게 펼쳐진다.휘

모리와 능계가락의 풍성함으로 끝을 맺어 체 으로 빠른 속도감과

함께 연주자들의 기량과 놀이로서의 신명을 힘껏 풀어 객들에게 친

숙하게 다가가도록 구성된 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