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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

06
07

한국 힙합씬에서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캐릭터 리듬파워. 지구인, 행주, 보이비 세 사람은 고교 

동창생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방사능’이란 이름을 통해 활동한 바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리듬파워는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갖춰온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무기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단단하게 갖춘 기본기를 바탕으로 흥겹고 신나는 음악을 구사하는 

리듬파워는 2012년 이들의 대표곡 ‘리듬파워’ 선공개를 통해 오버그라운드 신고식을 마쳤다. 

그들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던 리듬파워는 2014년 ‘월미도의 개들’ 앨범으로 음악과 진정성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한 모습을, 또 2017년 ‘방사능’ 싱글에서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폭넓은 음악색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리듬파워는 멤버 개개인의 넘치는 끼와 재능, 그리고 셋이 하나가 되었을 때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구인

출생

학력

1986. 11. 10, 인천광역시

인천주원초등학교 졸업

동인천중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개성 있는 보이스의 하이톤 랩을 자랑하는 지구인은 2011년 솔로 믹스테잎 [The Potential]을 

발매하였으며, 이외에도 Simon D, 딥플로우, 이비아, 앤덥, 마이크매니아, 영 보이즈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앨범에 참여하며 독특한 랩핑을 선보인 바 있다.

그의 닉네임이 어릴 적 별명인 ‘외계인’에서 유래된 것과 같이, 지구인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보이스로 매력적인 랩핑을 선보인다.

2015년 여름, 국내 최고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 4’에 출연하여 TOP8에 

진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하였고 2016년 5월에는 첫 솔로 싱글 ‘CinemaKid E01’을 

발매하며 지구인만의 색을 보여주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지구인.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바이다.

보이비는 리듬파워의 경쾌한 곡에서 묵직한 로우톤 랩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방사능’으로 활동하던 시절 보이비는 Unspoken 앨범 ‘B On The Mic’, 

이치원의 앨범에 수록된 ‘안 생겨요’ 등 다른 뮤지션의 곡에 단독 참여하여 깔끔하고 힘 있는 

랩핑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2016년 'Show Me The Money 5'에 출연하여 특유의 보이스 

컬러와 뛰어난 래핑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후 2017년 발표한 첫 솔로 앨범 ‘Night Vibe’는 ‘가장 보이비 다운 앨범’임을 나타내며 

리스너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는 등, 보이비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보이비

출생

학력

1986.09.04

인천승학초등학교 졸업            

관교중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PROFILE

행주 (‘쇼미더머니6’ 우승자)

출생

학력

1986. 12. 10, 인천광역시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졸업           

동인천중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행주는 독특한 보이스와 창법으로 리듬파워의 메인보컬과 랩을 맡고 있다. 리듬파워의 음악에서는 행주의 

보컬을 주로 들을 수 있지만, 다이나믹듀오, 프라이머리, 코드쿤스트 등 여러 프로듀서와의 작업과 2015년 처음 

발표한 솔로 앨범 ‘BestDriver’에서는 보컬 뿐만아니라 행주의 랩 실력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행주는 솔로 앨범에서 여태껏 리듬파워로는 보여주지 않았던 강렬한 래핑과 자전적인 가사로 호평을 받았으며,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엄정화, 프라이머리, 개코 등의 아티스트 앨범 작사 작업에 참여해 그 

능력을 펼치고 있다.

이후 2017년 ‘Show Me The Money 6’에 출연하여 특유의 레이백 랩 실력과 강한 의지를 통해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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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엄정화, 프라이머리, 개코 등의 아티스트 앨범 작사 작업에 참여해 그 

능력을 펼치고 있다.

이후 2017년 ‘Show Me The Money 6’에 출연하여 특유의 레이백 랩 실력과 강한 의지를 통해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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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 & 소심한 오빠들 공연
리듬파워 (지구인, 행주, 보이비) & 소심한 오빠들 (이승호|보컬&기타, 이영덕|보컬&퍼커션)

08
09

소심한 오빠들 | SOSIM BOYS

쿨내나는 멜로디와 위트있는 가삿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성 소년, 소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며 살아가는 어쿠스틱 감성 듀오.

재치있는 가사와 제대로 된 음악, 그리고 어마어마한 입담까지. 각종 페스티벌과 무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섭외 1순위 란 별명이 - 정말로 - 붙은 소심한 오빠들. 단독 콘서트 최단기간 

전석 매진 기록을 연일 갱신해 나가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TV,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폭 

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핫한 아티스트이다.

음반

“멜론, 엠넷, 벅스”

                 어쿠스틱/인디 카테고리 1위

- 정규 1집 (Acoustic Collection)

- 정규 3집 (넌.좋.될)

- “볼빨간 사춘기” 콜라보 엘범 “이별맛집”

- 정규 2집 (사랑한다고 말해)

- KBS “황금빛 내인생”, “여자의 비밀”OST 등

- 캐롤 앨범 “나홀로집에” 등 다수 발매

방송

-

-

-

-

-

-

-

KBS TV 유희열의 스케치북

KBS TV 올뎃뮤직

춘천 KBS TV 강원365 고정

TvN 그시절 톱 10 고정

전주 KBS 나비

울산 UBC 뒤란

광주 MBC 난장

-

-

-

-

-

대구 KBS 이야기 휴

마포 FM 겔릴라디오 DJ

드라마 Love in memory OST 참여

SBS FM 영스트리트, 

KBS FM 정지원입니다, 강릉 mbc 정오의 

희망곡, 춘천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정오의 

희망곡, 고정 게스트

공연

-

-

-

-

-

-

-

-

“소심한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 in 서강대 매리홀(매진)

“나홀로집에”단독 콘서트 in 베어홀 (매진)

“또하나의 가족”단독콘서트 in cts 아트홀 (3분만에 전석 매진)

“SOXIM” 단독 콘서트 in 브이홀 등 다수의 기획공연

행사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 청춘 페스티벌, 렛츠락 페스티벌, 원더우먼 

페스티벌, 레인보우 페스티벌, 사운드베리 페스타 등

하이서울 페스티벌, 세계 치맥패스티벌 홍보대사

롯데, 삼성, 제일모직, 암웨이, 신세계, 하이트진로 등 기업행사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행사 다양한 환경에서 연 200여회 이상 공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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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United Symphonies>
지휘자 _금난새(Maestro Gum Nanse) 피아니스트_유영욱(Pianist Ian Yungwook Yoo)

2017. 11. 09(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금난새, 유영욱,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출연
10
11

2017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United Symph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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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stro Gum Nanse (예술감독 겸 지휘자 금난새)

•

•

•

•

•

•

•

•

뉴월드 필하모닉 (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음악감독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 총감독

한경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한국 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KUCO) 지휘자

농어촌희망오케스트라 (KYDO) 지휘자

한국민간오케스트라협의회 (KOA) 회장

라움 아트센터 예술감독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1월 9일 포스텍 대강당 

무대는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클래식 대중화에 힘쓰며 국민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WPO)의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지난해 12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테마로 한 포스텍 개교 30주년 음악회에 이어 유럽과 체코 그리고 러시아의 

고전,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대표 교향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18-19세기, 클래식 작곡가들은 당대의 다양한 

조류를 흡수하고 선대의 업적과 영향을 자양분 삼아 많은 노작들을 남겼습니다.

뉴월드 필하모닉의 ‘United Symphonies Series’는 이러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 교향곡의 악장을 발췌하여 

새롭게 구성함으로 시대를 넘어 하모니를 이루는 위대한 작품들을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이들의 음악과 삶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유려한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으로 함께하여 관객 여러분들께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울림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Beyond the Symphony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의 연주를 통해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작들을 단편적으로 감상하는 자리가 

아닌 작곡가와 연주자, 관객을 연결하는 음악 그 이상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끽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협연

•

•

•

맨해튼 음악대학 대학원 박사

연세대 음대 교수

2007년 국제 베토벤 피아노콩쿠르 우승 등 다양한 수상경력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United Symphonies>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Artistic Director GUM NANSE

Program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2번 C 단조, Op. 18 (협연: 유영욱)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 18 (Ian Yungwook Yoo, piano)
I. Moderato / II. Adagio sostenuto / III. Allegro scherzando

 
휴식 | INTERMISSION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 1악장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 I. Allegro con brio
 
하이든 – 교향곡 제94번 G장조, <놀람> 2악장

Haydn – Symphony No. 94 in G Major, <Surprise> | II. Andante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 88 3악장

Dvorak – Symphony No. 8 in G Major, Op. 88 | III. Allegretto grazioso – Molto vivace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 36 4악장

Tchaikovsky –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 IV. Finale: Allegro con fuoco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해 30여개의 지역, 100여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음악감독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주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조화 있는 

연주는 매 공연 청중을 클래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Pianist Ian Yungwook Yoo
피아니스트 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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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클래식 대중화에 힘쓰며 국민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WPO)의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지난해 12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테마로 한 포스텍 개교 30주년 음악회에 이어 유럽과 체코 그리고 러시아의 

고전,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대표 교향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18-19세기, 클래식 작곡가들은 당대의 다양한 

조류를 흡수하고 선대의 업적과 영향을 자양분 삼아 많은 노작들을 남겼습니다.

뉴월드 필하모닉의 ‘United Symphonies Series’는 이러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 교향곡의 악장을 발췌하여 

새롭게 구성함으로 시대를 넘어 하모니를 이루는 위대한 작품들을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이들의 음악과 삶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유려한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으로 함께하여 관객 여러분들께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울림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Beyond the Symphony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의 연주를 통해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작들을 단편적으로 감상하는 자리가 

아닌 작곡가와 연주자, 관객을 연결하는 음악 그 이상의 특별한 하모니를 만끽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협연

•

•

•

맨해튼 음악대학 대학원 박사

연세대 음대 교수

2007년 국제 베토벤 피아노콩쿠르 우승 등 다양한 수상경력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United Symphonies>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Artistic Director GUM NANSE

Program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2번 C 단조, Op. 18 (협연: 유영욱)

Rachmaninov –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 18 (Ian Yungwook Yoo, piano)
I. Moderato / II. Adagio sostenuto / III. Allegro scherzando

 
휴식 | INTERMISSION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 1악장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 I. Allegro con brio
 
하이든 – 교향곡 제94번 G장조, <놀람> 2악장

Haydn – Symphony No. 94 in G Major, <Surprise> | II. Andante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 88 3악장

Dvorak – Symphony No. 8 in G Major, Op. 88 | III. Allegretto grazioso – Molto vivace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 36 4악장

Tchaikovsky –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 IV. Finale: Allegro con fuoco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해 30여개의 지역, 100여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음악감독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주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조화 있는 

연주는 매 공연 청중을 클래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Pianist Ian Yungwook Yoo
피아니스트 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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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은 세상사는 법을 모르면서 살아간다. 수재들도 마찬가지다.
이용태 회장(전 삼보컴퓨터)

2017. 11. 16(목) 19:30일시

POSCO 국제관 국제회의장장소

박찬성 변호사연사

박찬성 변호사

14
15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졸업 (정치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과정 수료(정치사상 전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J.D.)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헌법학 전공)존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캠퍼스 : 
사례로 풀어보는 대학인권과 법 이야기

경력

- 2008~2010

- 2014~2017

- 2016~현현재

- 2017~현현재

서울대학교 조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슈퍼비전 

위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기관·공공기관 등 성희롱·

성폭력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 재직

포스텍 상담센터 자문위원

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여성신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실적

- 2015

- 2015

- 2015

- 2016

- 2016

- 2017

- 2017

-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여성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포럼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발표

강원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여교수회 주관 강원여성연대 주최 「강원지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발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MOU에 따른 「여성과학 

기술인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서」 집필 참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주최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원인과 해법에 관한 소고」, 『대학교육』 

(제193호) 기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 포럼」 

발표

서강대학교 교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강연

경희대학교 교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강연 (11월 중 예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불가침(不可侵)’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법은 

아주 긴요한 도구가 됩니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기도 하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에 보다 민감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포스테키안이라면 탄탄한 학문적 능력과 함께 

균형 잡힌 인권감수성도 고루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창하고 추상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우리 모두는 권리 속에서 호흡하고 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답적인 이론이 아닌,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권과 법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풀어내어 보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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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불가침(不可侵)’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법은 

아주 긴요한 도구가 됩니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기도 하고,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에 보다 민감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포스테키안이라면 탄탄한 학문적 능력과 함께 

균형 잡힌 인권감수성도 고루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창하고 추상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우리 모두는 권리 속에서 호흡하고 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답적인 이론이 아닌,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권과 법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풀어내어 보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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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포항시립합창단출연

프로필

지휘자 이충한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충한은 전통합창  음악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추구하며 동시에 

현대음악이 보여주는 다양한 색채와 리듬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음악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인 합창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국립합창단 단원을 거쳐 뉴욕 매네스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였고 University of North Texas 음대에서 Dr. Jerry McCoy 와 Henry Gibbons를 

수학하고 합창지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달라스 매스터코랄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고 귀국 후  부천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을 객원 지휘 하였다. 

2012년 부터 2015년 까지 고양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레퍼토리의 다양화와 

합창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 고양 시립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단체로 발전하는데 

힘을 더하였다. 현재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있다.

프로그램

경복궁 타령 - 김희조 편곡

Fly me to the moon - Bart Howard

월리암텔 서곡 - G.Rossini

레 미제라블 - Claude Michel Schon

I Got Rhythm - George Gershwin

아리랑 - 김정연 편곡

아! 대한민국 - 우효원 작곡

1.건, 2.곤, 3.감, 4.리

반주자 박정혜

-

-

-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수석졸업

독일 Euro Clsssic academy (반주) 디플롬

현재 _ 포항시립합창단 상임반주자

-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국민음악연구회 주최 신인 음악회 출연 

(세종문화회관)

포항시립합창단은 1990년 3월 17일 성악을 전공한 47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전문 직업합창단으로 뛰어난 

기량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2017년 제7대 상임지휘자 이충한 지휘자를 영입하여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며 철저하게 준비된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포항시립합창단은 신선한 기획과 뜨거운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친구 포항시립합창단’ 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기공연, 특별음악회, 캠퍼스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를 기획하며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군부대에 움직이는 음악회를 하고 있다. 연간 50여회의 공연 프로그램 또한 고전적인 모테트 에서부터 현대적 

감각의 칸타타와 뮤지컬, 재즈, 가요,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한다. 포항시 대표 문화브랜드 

포항시립합창단은 음악애호가들의 아름다운 친구로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16
17

포항시립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포항시립합창단

Soprano

곽선미  권순희  천미경  강효녀  김성미 

김예슬  김은영  신향미  윤지현  이영미 

이현진  이효진  허수영

Alto

임미현  박정희  한수연  배진경  김민서 

김정란  김정미  김희정  박은주  윤미연 

이가은  이봉희

Tenor

김상권  박순재  정주석  김용은  전재용  

조호석  진재우  편성준  허정민

Bass

안영중  박기완  서성호  현우현  김대관  

김윤복  빈성기  류정렬  이유강  황옥섭

● 수석단원  ● 차석단원  ● 파트장

상임지휘자 | 이충한

사 무 장 | 임희도

피아노 | 박정혜, 김영화

총 무 | 박순재 악보계 |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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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2017. 11. 23(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포항시립합창단출연

프로필

지휘자 이충한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충한은 전통합창  음악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추구하며 동시에 

현대음악이 보여주는 다양한 색채와 리듬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음악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인 합창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국립합창단 단원을 거쳐 뉴욕 매네스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였고 University of North Texas 음대에서 Dr. Jerry McCoy 와 Henry Gibbons를 

수학하고 합창지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달라스 매스터코랄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고 귀국 후  부천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을 객원 지휘 하였다. 

2012년 부터 2015년 까지 고양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레퍼토리의 다양화와 

합창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 고양 시립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단체로 발전하는데 

힘을 더하였다. 현재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있다.

프로그램

경복궁 타령 - 김희조 편곡

Fly me to the moon - Bart Howard

월리암텔 서곡 - G.Rossini

레 미제라블 - Claude Michel Schon

I Got Rhythm - George Gershwin

아리랑 - 김정연 편곡

아! 대한민국 - 우효원 작곡

1.건, 2.곤, 3.감, 4.리

반주자 박정혜

-

-

-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수석졸업

독일 Euro Clsssic academy (반주) 디플롬

현재 _ 포항시립합창단 상임반주자

-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국민음악연구회 주최 신인 음악회 출연 

(세종문화회관)

포항시립합창단은 1990년 3월 17일 성악을 전공한 47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전문 직업합창단으로 뛰어난 

기량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2017년 제7대 상임지휘자 이충한 지휘자를 영입하여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며 철저하게 준비된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포항시립합창단은 신선한 기획과 뜨거운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친구 포항시립합창단’ 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기공연, 특별음악회, 캠퍼스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를 기획하며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군부대에 움직이는 음악회를 하고 있다. 연간 50여회의 공연 프로그램 또한 고전적인 모테트 에서부터 현대적 

감각의 칸타타와 뮤지컬, 재즈, 가요,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한다. 포항시 대표 문화브랜드 

포항시립합창단은 음악애호가들의 아름다운 친구로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16
17

포항시립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이충한 (지휘자), 박정혜 (반주자), 포항시립합창단

Soprano

곽선미  권순희  천미경  강효녀  김성미 

김예슬  김은영  신향미  윤지현  이영미 

이현진  이효진  허수영

Alto

임미현  박정희  한수연  배진경  김민서 

김정란  김정미  김희정  박은주  윤미연 

이가은  이봉희

Tenor

김상권  박순재  정주석  김용은  전재용  

조호석  진재우  편성준  허정민

Bass

안영중  박기완  서성호  현우현  김대관  

김윤복  빈성기  류정렬  이유강  황옥섭

● 수석단원  ● 차석단원  ● 파트장

상임지휘자 | 이충한

사 무 장 | 임희도

피아노 | 박정혜, 김영화

총 무 | 박순재 악보계 |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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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변화와 미래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7. 11. 30(목) 19:30일시

POSCO 국제관 국제회의장장소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연사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정치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촛불집회와 탄핵 정국과 관련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동안 한국 정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정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올해는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한단계 심화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최근의 정치적 격변의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18
19

약력

-

-

-

-

-

-

1961년 서울 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가보훈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저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보수당의 역사”,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적 

싱크 탱크의 가능성”,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

                                        

한국 정치의 변화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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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변화와 미래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7. 11. 30(목) 19:30일시

POSCO 국제관 국제회의장장소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연사

강원택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정치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촛불집회와 탄핵 정국과 관련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동안 한국 정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정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올해는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한단계 심화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최근의 정치적 격변의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18
19

약력

-

-

-

-

-

-

1961년 서울 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가보훈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저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보수당의 역사”,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적 

싱크 탱크의 가능성”,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

                                        

한국 정치의 변화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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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들의 신명 나는 놀음판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연희집단 The 광대 (안대천, 최영호, 허창열, 선영욱, 이상영, 황민왕, 이창훈, 음대진, 배정찬, 김용훈)

2017. 12. 07(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연희집단 The 광대출연

공연 특징 The Features of the Play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전통연희의 하이라이트를 한자리에  

광대들의 신명 나는 놀음판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이하 놈놈놈)은 풍물, 탈춤, 사자춤, 

버나놀이 등 한국의 우수한 전통연희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통연희 갈라 퍼포먼스다.

 

젊은 광대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공연 

전통연희를 업으로 삼은 예인들의 모임인 연희집단 The광대는 담백한 유머와 맛깔스런 재담을 

선보이며,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로 관객을 끌어당긴다. 

 

전통연희 체험의 극대화 

관객을 구경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광대들과 소통하게 

한다. 사자놀음, 버나놀이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놀이판을 형성한다. 

공연 구성 Program

1. 판굿 (선반 사물놀이) 

장구, 북, 꽹과리, 징, 태평소 등 사물악기를 서서 연주하는 농악놀이이다. 연주를 하는 동시에 

상모를 돌리며, 진법을 만들고 움직임을 선보인다. 설장구, 부포놀이, 상모놀이, 연풍대 등 

연주자들의 멋진 퍼포먼스는 연희자의 개인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2. 이매놀음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탈 ‘이매’는 턱이 없어 침을 흘리고 느릿느릿 

어눌하게 말한다. 다리까지 절기 때문에 걷는 모양도 성치 않지만 웃는 모습만큼은 순수하고 

사랑스럽다. 이매와 벌이는 춤판으로 관객들은 잠시나마 빡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자놀음 

황해도의 봉산탈춤 한 과장인 ‘사자춤’은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굿거리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는 멋스러운 사자는 빙빙 원을 

그리며 잡아먹을 듯 관객에게 달려오기도 하고 뱀, 낙타로 익살스럽게 변신해 웃음을 선사한다. 

전통  사자춤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재구성했다. 
 

4. 버나놀이 

버나놀이는 남사당놀이에서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예로, 곰방대나 꼬챙이로 납작한 접시 

모양의 버나를 돌리고 날리는 놀이다. 여기에 광대의 특기인 재담을 곁들여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한다. 공연 중 막대 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버나를 광대와 관객이 주고 받으며 

논다.
 

5. 열두발 상모놀이

열 두 발이나 되는 긴 끈을 단 상모에 달고, 여러가지 묘기를 펼쳐보이는 놀이다. 상모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광대가 등장하여, 무대 위를 회전하는 끈 위를 넘나들며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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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들의 신명 나는 놀음판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연희집단 The 광대 (안대천, 최영호, 허창열, 선영욱, 이상영, 황민왕, 이창훈, 음대진, 배정찬, 김용훈)

연희집단 The 광대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roupe “The Gwangdae”

연희집단 The 광대는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의 민속예술을 전공한 예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입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창작 공연을 만들어 국내 유수의 극장과 축제에서 활동해왔고, 다수의 해외 초청 공연으로 한국의 

멋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연희집단 The 광대는 멤버 개개인이 연희의 명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시대와 함께 가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광대의 모습을 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옛날 

광대들의 예술과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그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2
23

대표작품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아비 찾아 뱅뱅 돌아>, <홀림낚시>, <굿모닝 광대굿>, <자라>, <걸어산>, <황금거지>, 

<용용 죽겠지> 등 

구 분 평생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

후원금 내용

구분

일반

교사

학생

교
직
원

학
생

1인 부부 가족

40,000원 60,000원 70,000원

30,000원 50,000원 6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연간 20만원 이상의 개인

1회

100만원 이상의

개인

•회원카드 발급(유효기간 1년)

•「대학문화」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회원카드 발급(유효기간 1년)

•「대학문화」발송

•회원석 제공

•우리은행 1005-501-138745 포항공과대학교, 국민은행 619-25-0000-196 포항공과대학교

•계좌입금 후, 전화(054-279-29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http://culture.postech.ac.kr

•평생회원카드 발급

•「대학문화」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후원회원 혜택

신청방법

Add. 376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효자동 산31) Tel. 054-279-2901

포
스
텍

지역사회의

고급 문화진흥을 위한 후원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POSTECH 대강당 POSCO 국제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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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포항,
포스텍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986년 포항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속에 개교하여

2012~2014 3년 연속 더타임스 개교 50년이내

세계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가 주목하는 포스텍-

포스텍은 훌륭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통하여 

포항을 첨단과학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며

음악회, 연구 및 각종 공연과 강연 등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