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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天)•지(地)•인(人)의 음악적 앙상블, 

사물놀이를 통해 지구촌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우리 고유의 소리로 승화시켜 

세계 화합와 평화에 기여

- 사물놀이 탄생 40주년 특별기획, 문화원 <오픈 스테이지> -

-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연중 사물놀이 향연 펼쳐져 -

뉴욕한국문화원은 2018년도 사물놀이 창시 40주년을 기념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조화롭게 상생한다는 천지인 사상과 자연을 벗 삼고 사는 친연사상

이 담긴 음악적 앙상블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 공연이라 할 수 있는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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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올 한 해 문화원의 주요 테마로 잡고, 연중 뉴욕을 비롯한 뉴저지, 커네티

컷,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북부 주요 도시에서 사물놀이의 향연을 펼친다.

사물놀이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등 네 가지 풍물악기로, 공연의 형태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성한 한국 음악으로, 1978년 서울 종로구 ‘공간사랑’이라는 실내 소극장에

서 처음 선보여졌다. 농악과 풍물놀이에 그 기원을 둔 사물놀이는 올해로 불혹의

나이를 맞은, 여타 한국 전통 공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

졌지만 사실상 1982년부터 꾸준히 해외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 작품으로 소개

되어 온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한국 음악 중 하나이자

전통에 기반한 시대적 재창조의 예술로써 가장 성공적인 공연작품 중 하나이다.

문화원은 이번 특별기획 행사를 통하여 사물놀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 방

식의 공연부터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화된 창작 공연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한국 공연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사물놀이의 현지화, 나아가 세계화를

이루어 한류 확산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사물놀이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인 천지인 사상 및 친연사상과 이어지는 각

사물악기의 상징인 천둥번개(꽹과리), 바람(징), 비(장구), 구름(북)이 모여 빚어내는

앙상블을 강조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음악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현상 등

글로벌한 기후 변화의 문제와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보존의 이슈에 접근하고 범

지구적 차원의 노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물놀이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반복적인 리듬의 긴장과 이완, 그러한

다양한 가락을 연주하는 연주자들간의 상생과 경쟁의 교차 반복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한국인의 배려와 조화의 지혜 또한 풀어내어, 희노애락과 흥망성쇠가 공

존하는 모든이들의 삶과 현 시대에 상존하는 사회적, 이념적 갈등이나 대립의 문제

해소에 대한 갈증 또한 다루고자 한다.

즉, 남녀노소,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서로 협력하고 조화

를 이루며 자연과 순응하고, 나아가 평화를 염원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사물놀이라는 한국의 소리, 대표적 공연을 통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중 기획 중 하이라이트는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이다. 김덕수 대표는 1978

년 당시 사물놀이를 탄생시킨 주역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가 이끄는 사물놀이패가

오는 5월 중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사물놀이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4월에는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대학 사물놀이 클럽 중 하나인 뉴욕대학

교 소속의 ‘누리(NYURI)’가 뉴욕시 워싱턴 스퀘어 파크 야외 무대에서 무료 사물

놀이 공연을 펼친다.

또한 현지에서 사물놀이로 이미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취타대’는 오는 9

월 롱아일랜드 어린이 박물관에서 가족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공연 뿐

아니라 악기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워크샵도 준비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문화원 공연프로그램 디렉터 한 효는 “사물놀이는 한국을 가

장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뿐 아니라 이곳 미국에서

도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물놀이가 담고 있는 그 철학

과 본질을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행사가 단순히 사물놀이

를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히 하늘과 땅, 인류를 아우르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

까지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화를 향한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특별행사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오승제 문화원장은 “이번 특별기획을 통해 뉴욕과 미 동북부를 넘어서 우리 조상

들의 지혜가 담긴 한국의 흥과 신명으로 지구촌이 하나되어 어울리고 동시대적이

고 범지구적 관점의 이슈들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즐거운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사물놀이 공연은 지난해 말에 진행되었던 문화원의 대표 기획 공연 프로그램

인 <오픈 스테이지: 사물놀이> 공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총 7개 단체의 11회

공연 시리즈로, 연중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오픈 스테이지: 사물놀이> 관련 자세한 공연 일정 및 내용은 뉴욕한국문화

원 홈페이지 www.koreanculture.org 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2) 759-9550 ext. 210 또는 이메일

performingarts@koreanculture.org 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이번 특별기획 관련

영상도 문화원 유투브 채널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 붙 임: 표 1_<2018 오픈 스테이지: 사물놀이> 공연 일정(안). 끝.

# 단체명 공연명 공연일시 공연장소 비고

1

Cornell Shimtah

(코넬대학교 사물놀이클럽 

심타)

Shimtah 17th 

Annual Concert 

2월 3일(토) 

오후 5시

Cornell University 

Willard Straight 

Memorial Room

(Ithaca, NY)

공연종료

2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뉴욕취타대)

Family Day: Moon 

Over Manhattan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2018!

2월 17일(토) 

오후 1시

Asia Society

(New York, NY)
공연종료

3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뉴욕취타대)

Samulnori in  

NYC

3월 24일(토) 

오후 6시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4

Rhythmic Impulse at NYU

(뉴욕대학교 사물놀이클럽 

누리)

NYURI WSP 2018 
4월 21일(토) 

오후 12시

Washington  

Square Park

(New York, NY)

5

Kim Duksoo Samulnori

(김덕수사물놀이)

Korean Traditional 

Music Festival 

2018

5월 19일(토) 

오후 8시

Promise Theater

(Flushing, NY)Muakpoongryu

(무악풍류)

6

Kim  Duksoo Samulnori

(김덕수사물놀이) 5월 20일(일) 

오후 8시

Promise Theater

(Flushing, NY)Muakpoongryu

(무악풍류)

7
Kim Duksoo Samulnori

(김덕수사물놀이)

5월 22일(화) 

오후 8시

Annenber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http://www.koreanculture.org
mailto:performingarts@koreanculture.org


   * 상기 일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음

Muakpoongryu

(무악풍류)
(Philadelphia, PA)

8

Kim Duksoo Samulnori

(김덕수사물놀이) 5월 24일(목) 

오후 8시

Bergen Performing 

Arts Center

(Englewood, NJ)Muakpoongryu

(무악풍류)

9

New York Korean  

Traditional Marching Band

(뉴욕취타대)

Samulnori in  

NYC

9월 9일(일) 

오후 3시

Long Island 

Children’s Museum

(Garden City, NY)

10
Beautiful Mind Charity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

Beautiful  

Concert Inspired 

by Samulnori

8-9월 중

Sprague Hall,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11
Beat Prodeuction

(빛프로덕션)

YeonHeeBonSaek

(연희본색)

11월 9(금) 

오후 8시

Flushing Town Hall

(Flushing, 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