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재

계 부장 교감 교장

보도자료
2017. 12. 15.

상 해 한 국 학 교
SHANGHAI KOREAN SCHOOL

자료문의: 윤 진 아 ☎ 6493-9517 부장: 황인선 담당: 윤진아

제목 :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 교내 방문 공연 실시

2017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주도하는 오랜 역사의 국립국악

고등학교에서 상해한국학교를 공연차 방문하였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

누리예술단은 우수한 재원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전통 문화예술 사절단으

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매년 전 세계에서 공연함은 물

론 국내에서도 여러 중요한 국가 행사마다 초대 받는 단체로 매 공연마다 

호평을 받는 예술단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인솔교사 4명과 학생 30명

은 당일 오전 일찍부터 음악당으로 와서 무대 셋팅 및 리허설을 진행하며 

공연을 준비하였고 관람대상인 상해한국학교 초등학생 4~6학년 학생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고국에서 오는 전통 공연을 설레임으로 기다렸다.

본교 교장선생님과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환영사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수제천’ 이라는 장엄하고 화려한 

관악 합주곡을 시작으로 창작무용 ‘비상’, ‘검, 격’과 사물놀이, 관현악 연주 

‘Fly to the sky’, ‘축제’ 등의 작품을 연달아 선보였고 앙코르공연까지 조

금의 지루함 없이, 관객을 압도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이에 관객

들도 역시 공연팀과 같이 호흡하며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공연에 빠져들

었고 공연이 끝난 후 열띤 박수와 환호로 멋진 공연에 화답해 주었다. 본 

공연의 관객의 주를 이루었던 초등학생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진지하

고 집중하며 공연을 즐겼고 이런 수준 높은 감상 태도에 국립국악고 선생

님들의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공연을 본 5학년 1반 유정연 학생은 ‘우리학교 학예회 때 5, 6학년의 사

물놀이도 잘한 거 같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누리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매우 

놀랐다. 언니 오빠들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매우 신이 났고 즐거웠다.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면서 7살 때부터 꿈꿨던 국악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하

는 계기가 된 소중한 공연이었다.’ 라고 말했으며 4학년 담임인 장서문 선



생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 볼 수 없는 우리 전통 음악을 이 곳 머

나먼 타지에서 듣게 되어 감개무량했다. 특히 국악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레퍼토리 선정과 연주는 정말 훌륭하였다. 학예발

표를 마친 직후라 더더욱 4~6학년 학생들에게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

움을 가까이서 다시 맛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재외 한국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느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 진행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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