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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의 기원과 기능

시간을 소리로 구분해 연주하는 장구는 

가장 원초적인 악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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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의 기원과 기능

장구의 기원은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

고사회 제천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삼국지』 권

30 「위서」 ‘동이전’에서 손뼉을 치면서 높고 낮은 

땅에 발을 굴렀다는 기록을 통해 장단을 두드리

며 연주했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통구 제17호분의 벽화, 백제의 계유명석상과 감

은사 청동제사리기, 신라 상원사 종과 같은 삼국

시대 유물의 부조를 보면 거문고, 횡적, 당비파 

등과 함께 연주되고 있는 요고의 모습이 보이는

데, 무릎 위에 놓고 연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았다.

장구에 대한 기록으로 고려 예종(睿宗, 1079~ 

1122) 때 송나라에서 유입되었다는 것과 고려 문

종(文宗, 1046~1083) 때 왕실음악기관인 대악

관현방에 장구를 연주하는 장고업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한편 중국의 학자 마단림이 편찬

한 『문헌통고』에도 장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데, 이 시기의 장구는 요고라고 불렸으며, 한나

라와 위나라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493년(성종24)에 편찬된 『악학궤범』에서 장구

는 당악기로 분류되지만 기록에는 당악과 향악

에 모두 쓰였다고 나와 있다. 15세기에도 장구가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도 정악을 비롯하여 산조, 잡가, 민요, 

무악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널리 사용

된다.

시간을 소리로 구분해 연주하는 장구는 

가장 원초적인 악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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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요고

삼국│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

길이 43cm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요고의 몸

통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림으로만 접한 

요고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요고

삼국│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

길이 43cm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요고의 몸

통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림으로만 접한 

요고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전각모양사리기 내함

통일신라│경상북도 경주시 감은사 터 서삼층석탑

보물 제366호│높이 16.5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82년(신문왕2) 감은사의 청동제 사리기이다. 

사리기의 네 모서리에는 요고와 함께 횡적, 당

비파, 동발 등의 통일신라 향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들이 조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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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계유명전씨 아미타불비상

통일신라(673년)│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비암사 

국보 제106호│높이 43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60년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비암사에서 

발견된 불비상으로 일명 계유명석상이라고도 

한다. 요고, 금, 장적, 배소, 횡적, 생, 당비파 

등의 통일신라의 향악기가 부조되어 있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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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악학궤범』 속의 장구

『악학궤범』 권 7│조선 성종24년(1493)

국립국악원 소장

장구에 대한 기록은 1493년에 편찬된 음악이

론서인 『악학궤범』에 남아 전해진다. 이 책에는 

장구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으며, 장구를 

만드는 법과 재료, 연주법 등에 관한 내용도 나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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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

《기사계첩》제 4면 <봉배귀사도>

행렬 선두의 악공과 처용무동 부분

김진여 . 장태홍 등 합작│조선 숙종46년(1720)

비단에 수묵 채색│가로 43.9 세로 67.6

보물 제 638,639호│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숙종이 하사한 은잔을 받들고 기로당상들이 기

로소로 가는 장면이다. 박(拍)을 든 집박전악이 

악사, 처용, 무동을 인도하는 모습에서 생동감

과 활기가 느껴진다. 해금연주자 앞에 장구를 

들고 연주하는 악사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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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수갑계첩》 중 〈수갑계회도〉

작자미상│조선 순조14년(1814)

세로 29cm, 가로 3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지본담채

한성의 중부 약석방(藥石坊)에 있는 정윤상(丁

允祥)의 집에서 열린 계회의 그림이다. 1758년

에 태어난 동갑 22명이 모였다. 작자 미상이지

만 장구가 의례나 중요한 행사에 필수적인 악

기로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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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중부 약석방(藥石坊)에 있는 정윤상(丁

允祥)의 집에서 열린 계회의 그림이다. 1758년

에 태어난 동갑 22명이 모였다. 작자 미상이지

만 장구가 의례나 중요한 행사에 필수적인 악

기로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줄타기〉

김준근│조선│세로 35cm, 가로 30cm

명지대학교 LG연암문고 소장

솟대쟁이패의 줄타기 공연의 한 장면이다. 기

산 김준근이 그렸다. 삼현육각 반주에 맞추어 

줄을 타며 재담을 하고 있는 연희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남아 전해진다. 해금, 피리 둘, 대금, 

북과 함께 삼현육각으로 편성된 장구는 광대들

의 반주악기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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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쌍검대무〉

신윤복│조선│국보 제135호

세로 28.2cm, 가로 35.3cm│간송미술관 소장

18세기 후기의 검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신라

의 황창무에서 유래한 검무는 민간 또는 지방관

아의 교방에서 연행되었고 조선후기 궁중정재

로 편입된다. 삼현육각으로 편성의 반주에 맞추

어 춤춘다. 맨 오른쪽 북을 연주하는 악사 옆에 

장구를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돋보인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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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안릉신영도〉 중 ‘세악수’

김홍도│조선 정조10년(178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안릉신영도〉는 1785년 요산헌의 부

친이 황해도 안릉의 신인 현감으로 부임하는 광

경을 담은 행렬도이다. 취고수와 세악수 악사

들의 몸짓과 다양한 표정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안릉신영도〉 중 ‘세악수’

김홍도│조선 정조10년(178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안릉신영도〉는 1785년 요산헌의 부

친이 황해도 안릉의 신인 현감으로 부임하는 광

경을 담은 행렬도이다. 취고수와 세악수 악사

들의 몸짓과 다양한 표정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안릉신영도〉 중 ‘세악수’

김홍도│조선 정조10년(178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안릉신영도〉는 1785년 요산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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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그려져 있다.



기록과 유물 속의 장구

알아보기

〈무녀신무〉

신윤복│조선 후기(18세기)

세로 28.2cm, 가로 35.6cm│간송미술관 소장

신윤복의 무녀도를 통해 조선후기 무속음악의 

옛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단골무당 굿판에서

는 장구를 비롯하여 피리, 젓대, 해금, 징이 사

용되었으며 살풀이, 자진살풀이, 도살풀이 등

의 장단이 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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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의 제작

알아보기

재료 순서 도구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대나무  

오동나무  

가죽  

재료 순서 도구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대나무  

오동나무  

가죽  

재료 순서 도구

대나무

궁글채는 대나무의 뿌리로 만들고 열채는 대나무의 

대를 가늘게 깎아 만든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대나무  

오동나무  

가죽  

재료 순서 도구

가죽

일반적으로 소나 개의 가죽을 사용한다. 소가죽은 

저음을 내는 북편에 쓰이며, 개가죽은 기름기가 있

고 두드리면 고음이 나므로 주로 채편에 쓰인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대나무  

오동나무  

가죽  

재료 순서 도구

오동나무

최소 30년 이상 국내에서 자생한 나무를 사용해야 

울림이 좋다. 특히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가 장구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① 오동나무 고르기

최소 30년 이상 국내에서 자생한 오동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나이테가 촘촘해야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난다. 나무를 두드려봤을 때 여음

이 나는 것이 속이 꽉 찬 좋은 나무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② 나무 깎기

장구의 겉면을 다듬기 위한 1차 작업이다. 도끼

로 쳐서 나무의 균형을 맞추고 강도를 높인다. 

울림통을 좋게 하기 위해 하나의 통나무를 통

째로 깎아서 만든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③ 울림통 겉면 다듬기

1차 외형작업의 마무리 단계이다. 나무의 강도

에 맞추어 양쪽 두께를 조정해야 음색이 좋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④ 자연 숙성시키기

1차 성형된 장구는 노천에서 2~3년 정도의 자

연숙성 과정을 거친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⑤ 외형과 내형을 조각하기

밀칼과 옥낫을 이용하여 세로로 대패질을 한

다. 나무 본연의 밀도를 조정하기 위해 정교하

게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⑥ 열처리

장구의 나이테 부분을 중심으로 겉면을 불에 

그을린다. 주변의 습도와 불에 그은 부분이 

붙어 나무의 모공이 메워진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⑦ 가죽 대패질

일반적으로 소나 개의 가죽을 사용한다. 가죽

을 소금에 일주일간 재워야 부패를 막을 수 있

다. 털과 기름을 제거한 후 가죽을 불리고 대패

질을 한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⑧ 재단 및 장치기

장구의 용도에 맞게 가죽을 재단한다. 전체 면

이 균일하게 당겨지도록 못으로 고정한다. 가

죽을 물에 불렸다 늘리는 작업을 7, 8회 정도 반

복한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⑨ 실뜨기 후 재봉하기

장구 제작의 마지막 단계로 시침뜨기를 해 가

죽을 테에 잘 맞추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⑩ 장구채 만들기

대나무 뿌리로 궁글채를 만들고 손잡이 부분은 

천으로 감싸 실로 엮는다. 적당한 길이의 대나

무 대를 반으로 쪼개 모양을 다듬어 열채를 만

든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⑪ 전체조립 마무리하고 소리 들어보기

울림통, 가죽, 조임줄, 조이개, 가막쇠 등을 조

립하는 장구 제작의 마무리 단계다. 완성한 후 

악기를 직접 두드려보고 소리를 확인하면 장구 

만들기가 비로소 끝난다.

알아보기

장구의 제작
재료 순서 도구



장구의 제작

스승이자 할아버지인 1대, 아버지인 2대 장인으

로부터 물려받은 도구들이다. 가장 오래된 도구

는 1890년에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

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 도구들에는 심혈을 기울

여 장구를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악기 제작에 쓰이는 옥낫을 가는 도구도 있는데, 

이렇듯 악기들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장인의 

곁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 장인이 대대로 물려받

은 도구로 만든 장구에는 장인의 인고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다. 

알아보기

재료 순서 도구



장구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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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90년에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

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 도구들에는 심혈을 기울

여 장구를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악기 제작에 쓰이는 옥낫을 가는 도구도 있는데, 

이렇듯 악기들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장인의 

곁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 장인이 대대로 물려받

은 도구로 만든 장구에는 장인의 인고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다. 

알아보기

재료 순서 도구



장구의 구조와 명칭

장구의 쓰임새

장구의 연주 방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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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전체구조

궁글채/열채  

장구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통타악기다. 

장구는 가죽으로 된 북편과 채편, 나무로 된 공명

통의 두 부분을 조임줄로 연결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전체구조

궁글채/열채  

장구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통타악기다. 

장구는 가죽으로 된 북편과 채편, 나무로 된 공명

통의 두 부분을 조임줄로 연결한다.

궁글채, 열채

북편은 음악에 따라 손바닥 또는 궁글채를 사용한다. 

채편은 대나무 대를 깎아 만든 열채로 친다. 

열채 궁글채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조롱목

장구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으로 장구통의 북편과 채

편을 이어준다. 이 속에 울음집이 있다고 해 지역에 

따라서는 ‘울음통’ 또는 ‘상사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가막쇠

장구의 테에 놋쇠로 만든 가막쇠를 거는데 이를 ‘걸

갱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죽과 닿는 면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옻칠 및 도금을 해서 완성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북편

장구의 왼편에 있으며 두터운 가죽을 사용한다. 공

명통의 울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크고 낮은 소리

가 나며, 손이나 궁채로 연주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울림통

장구의 몸통으로, 오동나무를 깎아 만들며 소리를 

울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변죽

울림통 밖의 가죽 부분을 변죽이라 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채편

장구의 오른편에 있으며 얇은 가죽을 사용하고 고

음이 난다. 열채로 연주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조이개

‘조임새’, ‘축수’, ‘부전’이라고도 불리며 가죽으로 되

어 있다. 줄을 조이고 풀어가며 음량과 음색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 채편으로 조이개를 모두 조이면 

맑은 소리가 난다. 



장구의 구조와 명칭

살펴보기

울림통  

채편  

북편  

조롱목  

가막쇠  

조이개  

조임줄  변죽  

세부명칭

장구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조임줄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연결하는 줄이다. 가막쇠에 

굵은 줄을 얽어매며 ‘숙바’라 부르기도 한다.



살펴보기

풍
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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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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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산
조

장구의 쓰임새



장구의 쓰임새
김청만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장구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장구의 쓰임새
김청만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장구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장구의 쓰임새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김광섭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장구



장구의 쓰임새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김광섭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장구



장구의 쓰임새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최병삼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장구



장구의 쓰임새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최병삼 명인이 소개하는 풍물장구



장구의 쓰임새
박은하 명인이 소개하는 설장구춤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장구의 쓰임새
박은하 명인이 소개하는 설장구춤

살펴보기

연주곡 듣기 인터뷰



장구의 연주 방법

살펴보기

유경화선생님이 소개하는 장구 연주법

굿거리장단 배우기

intro 연주 자세 채 잡는 법

따 궁 덩

기덕 구궁 더러러러



연주해보기

감상하기

현장체험

체험하기

navto://06-1_Experience
navto://06-2_Experience
navto://06-3_Experience


연주해보기

체험하기

북편 채편

더러러러

따

기덕

궁

장단장구              풍물장구

덩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원곡 들어보기



연주해보기

체험하기

북편 채편

더러러러

따

기덕

궁

장단장구              풍물장구

덩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원곡 들어보기



연주해보기

체험하기

장단장구              풍물장구

덩

굿거리 기본형 

원곡 들어보기

북편 채편

더러러러

궁 따

기덕구궁



연주해보기

체험하기

장단장구              풍물장구

덩

굿거리 기본형 

원곡 들어보기

북편 채편

더러러러

궁 따

기덕구궁



서용석류 대금산조

평시조

〈꽃피면 달 생각하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비단타령〉

설장구 가락

감상하기

체험하기



대금 이종범 장구 김청만

서용석류 대금산조

평시조

〈꽃피면 달 생각하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비단타령〉

설장구 가락

감상하기

체험하기



노래·장구 김권수

서용석류 대금산조

평시조

〈꽃피면 달 생각하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비단타령〉

설장구 가락

감상하기

체험하기



서용석류 대금산조

평시조

〈꽃피면 달 생각하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비단타령〉

설장구 가락

노래 황숙경 대금 홍종진 장구 김정수

감상하기

체험하기



서용석류 대금산조

평시조

〈꽃피면 달 생각하고〉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비단타령〉

설장구 가락

쇠 나금추 징 임승환 장구 이성수·이영경 북 김기곤 태평소 고안나

감상하기

체험하기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원 토요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 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문의는 02) 580-

3300으로 하면 된다.

www.gugak.go.kr

http://www.gugak.go.kr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원 토요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 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문의는 02) 580-

3300으로 하면 된다.

www.gugak.go.kr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

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

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

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www.nangyekukak.com

http://www.nangyekukak.com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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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

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

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

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www.nangyekukak.com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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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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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1년 365일, 국악 연주를 마

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만난다. 먼저 한국전통문

화센터(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동·서편(2개소) 

및 탑승동 3층 중앙서편(1개소)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정악과 민속악 중심의 전통 음악으로 채워

지며, 한국문화거리(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

에서는 주로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부 일정

과 공연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센터 032) 743-0357, 

한국문화거리 032) 741-3423로 문의 가능하다. 

www.airport.kr

http://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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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9

기산국악당

산청 출신 국악이론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곳이다. 복원된 기산 선생의 생가

를 둘러볼 수 있으며, 전시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산관, 전시

관, 교육관, 옥외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기산관과 전

시관에는 국악기 50여점을 전시, 인근 관광지인 남

사예담촌과 연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경상남

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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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각종 전통소리 자료를 디지털 음원 등으로 제공하

는 사이트. 전통악기의 음원과 다양하고 독특한 전

통소리 음원을 <음원마당> 카테고리 안에서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도 함께 제

공된다. 

www.koreamusic.org

http://www.koreamusic.org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각종 전통소리 자료를 디지털 음원 등으로 제공하

는 사이트. 전통악기의 음원과 다양하고 독특한 전

통소리 음원을 <음원마당> 카테고리 안에서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도 함께 제

공된다. 

www.koreamusic.org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는 전통

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통예술

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중심

으로 다양한 국악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국립극장 홈페

이지에서 수업기간과 시간, 수강료,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www.ntok.go.kr

http://www.nto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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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예술의 보급

과 일반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일반인 강좌를 개설해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를 운

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에 해당하며 국악을 처음 접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과 중급단계 돋움과

정, 고급단계 맺음과정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과

정을 통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안에서 전통악

기를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홈페이지나 02) 580-3141로 하면 된다.

www.ktpaf.org 

http://www.ktp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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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단기강좌

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

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

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나 방문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

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

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

내하고 있다.

www.kous.or.kr

http://www.ko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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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

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

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나 방문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

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

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

내하고 있다.

www.kous.or.kr



현장체험

체험하기

전시 관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기산국악당

전라북도 한국전통소리문화

악기 제작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박물관 <악기 전시실>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국악 박물

관은 <원류음악실>에서 고대 출토 유물과 신라 토

우 등에 등장한 악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에 

가야금 제작 공방이 재현돼 있다. <서민음악실>에는 

생활 속의 우리 악기를 전시해놓았다. <세종음악실> 

을 찾으면 편경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

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www.gugak.go.kr

http://www.gug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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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329-1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 위치한 한울림 

교육원은 신명나는 사물놀이 배우기 프로그램을 포

함해 탁본 체험,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적 

신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세한 안내는 

041) 832-01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www.samulnori
school.com

http://www.samulnori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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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국악방송

출연진

산조장구	 	김청만

정악장구	 	김광섭

풍물장구	 	최병삼

설장구춤	 	박은하

연주법	강의	 	유경화

악기장	 	서인석

제작진

총감독	 	이건명

작가	 	김수아

디자인	 	솔루윈(윤은정·이민정·서고운·조은양)

영상촬영	 	 (주)플랜아이즈, E2media

악기촬영	 	나무No.5

사진작가	 	김민수

홍보이미지	 	고유진

홍보영상	 	강경민

도움 주신 분

원고감수	 	송지원, 권성택

영문번역	 	최윤자

영문감수	 	하주용

장구음원	 	정재호

악기후원	 	동재국악기연구원

공연협력	 	창작음악그룹 원(ONE)

캘리그라피	 	김규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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