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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in

“연희in”은 일반적인 전통연희의 시선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의 연희를 

발굴하고 재창작 해나가는 팀입니다. “연희in”이란 전통 연희 속에서 살아가며 이 시대 관객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연희판을 제공하고 한바탕 신나게 놀아 보려는 광대, ‘연희人’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탈춤, 개인놀이,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연희의 흥과 멋을 쉽게 풀이하여, 보다 

재미있고 친숙하게 관객과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또한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희판을 재현합니다.

티지 브레이커즈 (TG Breakers)

“티지브레이커스”는 대구광역시에서 2004년 비보이팀을 창단하여 대구를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취지로 항상 열정적인 마인드와 독창적인 움직임을 지향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추구합니다. 창단 후 2004

년 일본 비보이챔프 우승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홍콩, 호주, 중국 해외 비보이 대회를 석권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17년 현재도 세계초청 공연을 통하여 한국비보이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비보이크루입니다.

Members

B-BOY Gogs 곽호성 B-BOY bull 김남규 B-BOY Feather 윤위수

B-BOY Beast 리더 전경배 B-BOY Point 박병철B-BOY Sukist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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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출연 : 포스텍 동아리(Ctrl-D) ‘대팝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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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간

5분

공연프로그램

1

2

양주별산대놀이 제6과장 노장춤 (파계승 놀이)
양주별산대놀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탈놀이(춤)이다. 그 중 노장춤은 제6과장 
1경 파계승놀이에 나오는 춤이며, ‘노승의 파계’ 즉 늙은 승려가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속세의 풍류에 빠져 드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앉은반 설장고, 사물놀이
영남, 호남, 중부의 세 지역의 농악(풍물)가락을 새롭게 엮은 것을 무대위에 앉아서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 앉은반이라고 한다. 
사물놀이 앉은반은 상모를 쓰고 춤추며 연주하는 선반과 더불어 사물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공연형식이다. 악기 연주자들의 개인적 기량과 음악적 구성요소로 인해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본 공연은 특히 설장구 구성을 더하여 긴장을 고조시킨다.

10분

판굿 및 대동
사물놀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판굿은 풍물의 형태를 무대화하여 개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내는 종합예술이다. 다양한 진풀이와 상모놀음, 발림을 
통하여 연주자의 화려한 연주를 선보인다. 무대 위에서 만의 문화가 아닌 마당에서의 어울림 
문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관객들의 잠재된 흥과 신명을 이끌어내고 표현하게 
만든다.

6 10분

3 5분
킵 고잉 Keep going
티지브레이커스 비보이 멤버들마다의 개성이 묻어나는 솔로무브공연

4 5분
OKEY-YO!
TG BREAKERS만의 독창적인 단체군무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비보잉 퍼포먼스

5 5분
비트 박스 SHOW
입으로 음악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비트박스 DEMO의 솔로비트박스 SHOW

8 티지브레이커스 소개

7 5분
DEMO X TG BREAKERS
비보이와 비트박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비트박스의 즉흥적인 음악에 맞춰 즐겁고 유쾌한 
스토리가 있는 비보잉공연

연희 in 출연진

구분 성명 생년 역할성별 비고현직/주요경력

출연진 정재호 1983 연출/출연남 연희in 대표

출연진 방성혁 1984 조연출/출연남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졸업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전문사 재학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수료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전문사 재학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졸업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졸업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재학

연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예술사 재학

출연진 김소민 1985 출연남

출연진 김지훈 1995 출연남

출연진 조갑동 1987 출연남

출연진 김재동 1989 연주자남

출연진 이상우 1992 연주자남

출연진 이강우 1994 연주자남

출연진 박시현 1993 연주자남

순서

5분

9
아리랑비보이즈 X 사물놀이
(퓨전아리랑 음악과 함께하는 비보이공연 그리고 전통연희의 신나고 역동적인 
크로스 오버 퍼포먼스가 펼처진다)

5분

시간공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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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조갑동 1987 출연남

출연진 김재동 1989 연주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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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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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리랑비보이즈 X 사물놀이
(퓨전아리랑 음악과 함께하는 비보이공연 그리고 전통연희의 신나고 역동적인 
크로스 오버 퍼포먼스가 펼처진다)

5분

시간공연프로그램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Pay It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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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It Forward!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포스텍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

2018. 04.26(목) 19:30일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1F)장소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포스텍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연사

- 포항공대 물리학 박사

- 포항공대 물리학 석사

- 포항공대 물리학 학사

학력

08
09

이미 30여 년 전에 갓 만들어진 학교의 첫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철없고 겁 없는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애정과 헌신으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주신 김호길 총장님을 기억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갚으려하지 말고 후배들에게 돌려주라 시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10년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20년의 세월이 더 흐르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며 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포스텍에는 무은재의 가르침이 

공기처럼 흐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후배들도 같은 목소리로 “Pay It Forward”를 이야기 합니다.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일은 먼저 공부한 분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일은 앞으로의 

누군가를 위해 갚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이 후배의 미래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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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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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Lecture

우리 옛 그림의 퍼즐과 유머
손철주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2018. 05.03(목) 19:30일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1F)장소

손철주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연사

전통미술의 발걸음은 현대미술처럼 잽싸지 않다. 느리게 가거나 빙 돌아간다. 또 가다가 쉬기도 한다.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우리 옛 그림은 당연히 여유롭다. 그 여유에서 느긋한 입담이 나오고, 흐뭇한 관용이 

보이고, 상쾌한 우스개가 넘친다. 옛날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유머를 심어놓는 행위를 즐겼다.

그들이 구사한 유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시절의 ‘유머’란 단순한 말장난이나 농지거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골계(滑稽)’에 가까운 개념이다. ‘골계’는 물론 해학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패러디하거나 혼성모방(Mixed imitation, Pastiche))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매우 고급하고 품위 있는 익살을 보여주는 것이 골계인데, 옛 화가들은 속 깊은 유머로 이러한 골계를 자주 

사용했다.

우리 옛 그림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 일부러 ‘저것’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애용한다. 또한 시치미를 뚝 떼고 

엉뚱한 소재를 보여줌으로써 예상치 못한 허 찌르기의 수완도 자주 부린다. 옛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유머를 

펼치는지, 그리고 숨겨놓은 퍼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잘 알려진 그림과 낯선 그림을 두루 찾아내 

풀이해본다.

약력

미술평론가 손철주

서울경제신문 기자, 국민일보 문화부장, 동아닷컴 취재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20년의 언론생활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미술 전문기자로 일했다. 저서로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꽃피는 삶에 홀리다’ ‘속속들이 옛 그림 이야기’ ‘옛 그림 보면 옛 생각 난다’ ‘사람 보는 눈’ ‘흥-손철주의 

음악이 있는 옛 그림 강의’ 등이 있고, 공저로 ‘다 그림이다’와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시리즈 중 ‘국화’편 

‘난초’편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 독서진흥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미술은행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 운영위원이자 학고재 고문이면서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10
11

우리 옛 그림의

퍼즐과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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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옛 그림의

퍼즐과 유머



프로그램

1. 탈리스만(Talisman)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Riccardo Drigo   

2. Satanella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Cesare Pugni 

3.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프리마베라 포르테나 ‘봄’

안무: 조주현/음악: Astor Pantaleon Piazzolla  

4. 할리퀴나드(Harlequinade)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Riccardo Drigo   

5. 에스메랄다(Esmeralda) 중 Solo

안무: Nicholas Beriozoff/음악: Cesare Pugni    

6. La Sylphides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Adulphe Adam  

7.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

안무 : 조주현/음악 : Jay Livingston, Ray Evans  

8. 돈키호테(Don Quixote)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Alexander Gorsky after Marius Petipa/음악: Ludwing Minkus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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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Performance

Ballet, 그 매력에 흠뻑 취하다
조주현 댄스 컴퍼니(Dance Company with Ju Hyun Jo)

2018. 05.17(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조주현 댄스 컴퍼니출연

10
11

12
13

Ballet, 그 매력에 흠뻑 취하다

조주현 댄스 컴퍼니(Dance Company with Ju Hyun Jo)는 클래식 발레 작품뿐만 아니라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추고 여러 공연을 통해 발레의 저변확대와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발레와 다양한 움직임과의 조화를 

시도하며, 발레작품의 새로운 양식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의 활동은 주로 클래식 

발레의 대중화 그리고 창작 발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작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발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문화를 지향하는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발레를 국제무대로 이끌고 나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공연소개

이번 공연은 신화를 원작으로 한 다이내믹한 클래식발레작품 <탈리스만 그랑 파드되>, 피아졸라의 

정열적인 에너지가 담긴 현대 발레작품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봄>, 5월이면 생각나는 축제 베니스 카니발을 

배경으로 무도회를 그린 작품 <사타넬라 파드되>, 언제나 화려한 유쾌한 발레 <돈키호테> 외 다수 발레의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인 클래식 발레작품에서 현대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가장 최근의 

컨템포러리 발레작품까지 공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제 발레콩쿠르에서 수상한 발레계의 

떠오르는 샛별들이 출연하여 한국발레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1. 탈리스만(Talisman)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Riccardo Drigo   

2. Satanella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Cesare Pugni 

3.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프리마베라 포르테나 ‘봄’

안무: 조주현/음악: Astor Pantaleon Piazzolla  

4. 할리퀴나드(Harlequinade)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Riccardo Drigo   

5. 에스메랄다(Esmeralda) 중 Solo

안무: Nicholas Beriozoff/음악: Cesare Pugni    

6. La Sylphides Pas de Deux

  안무: Marius Petipa/음악: Adulphe Adam  

7. 케세라 세라(Que Sera Sera)

안무 : 조주현/음악 : Jay Livingston, Ray Evans  

8. 돈키호테(Don Quixote) 중 Grand Pas de Deux

안무: Alexander Gorsky after Marius Petipa/음악: Ludwing Minkus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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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et, 그 매력에 흠뻑 취하다
조주현 댄스 컴퍼니(Dance Company with Ju Hyun Jo)

2018. 05.17(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조주현 댄스 컴퍼니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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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Ballet, 그 매력에 흠뻑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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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발레와 다양한 움직임과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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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이력 및 경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실기과)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석사) 

학력

- 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주임교수

- 워싱턴 발레단 주역무용수 역임

- 한국을 빛낸 해외발레스타 초청공연 예술 감독 및 초청안무가 역임

- 현) 세계무용센터 이사

경력

- 2016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베스트 발레 마스터상

- 제 19회 무용예술상 안무상

- Critics Choice 2010 우수 안무상

- 제 29회 서울무용제 안무대상

- 2008 BALLET-EXPO 신인안무상

- 제 20회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수상

<주요 안무작>

<가는 세월 오는 세월>,  <Vivre Sa Vie>, <D-Holic>, <Shaking the Mold>, <비몽(Dreamlike)>, <Love or hate 

it>, <InspirationⅠ>, <InspirationⅡ>, <InspirationⅢ>, <InspirationⅣ>, <Pearl>, <그들이 사는 세상>, <THE 

STAGE>, <배웅>, <圖(그림)>, <Re- evolution>, <On the Wings>, <Grace!>, <Oh! Paganini>, <S. I. N. G.>, 

<Faure Duet>, <In These Days>, <시간 밖으로>, <오감도> 외 다수

<주요공연>

- Theatre de la Ville 파리초청 공연

- SPAF(서울국제공연예술제)

- SID(서울공연예술제)

- 춤 작가 12인전

-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 문화공연 2016 

- 평론가가 뽑은 안무가전

- 제 2회 세계 무용의 날 기획공연

- K-Arts Company 파리 컨서파토리 초청공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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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 밴드의 음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詩 그리고 융심리학과 문학의 만남, 정여울 작가가 전하는 심리테라피
정여울 (문학평론가)

서율 밴드(書律, 책의노래)는 문학적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밴드이다. 문학에서 접할 수 있는 내면의 철학적 

성찰,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 등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2008년 결성된 이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서율의 음악은 팝과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들과의 결합을 통해 각 문학작품이 가진 각각의 깊이와 

색깔을 표현한다. 가사는 한 편의 시 같은 은유, 섬세하고 진중한 표현으로 서정성과 깊이를 더한다. 정규 2집 

<그랑투르: 바람과 길과 눈>을 비롯해 4개의 디지털 싱글 등을 발표하며 대중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

문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인문교양서를 집필해온 정여울 작가(문학평론가)는 지난해 겨울에 펴낸 심리치유 

에세이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에서 융심학과 문학을 접목시켰다. 심리학자 융이 환자를 사례로 들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듯이, 정여울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치유 경험을 들려준다. 

물론 작가는 자기고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이 각자의 상처를 돌아보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안한다.

서율 밴드와 정여울 작가가 함께 하는 이번 인문학콘서트에서는 융심리학으로 돌아보는 문학, 그리고 나의 

상처를 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년들이 지니고 있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다독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휴먼라이브러리 형식의 공연으로서 작가와 관객들은 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강연과 대화를 나눈다. 아울러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 노래, 문학적 정서가 담긴 

가요 등을 노래하며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율 밴드의 음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詩 그리고 융심리학과 문학의 만남,

정여울 작가가 전하는 심리테라피

2018. 05.24(목) 19:30일시

POSTECH 대강당장소

정여울 (문학평론가)출연
16
17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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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고급 문화진흥을 위한 후원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구 분 일반회원

후원금 내용

구분

일반

교사

학생

교
직
원

학
생

1인 부부 가족

40,000원 60,000원 7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60,000원

20,000원

30,000원

특별회원

연간 20만원 이상의 개인

평생회원

1회

100만원 이상의

개인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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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안내 문자발송(URL)

•「대학문화」 책자 발송

•개별입장안내 및 지정석

제공

후원회원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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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스
텍

POSTECH 대강당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텍 개교와 동시에 운영되어 온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은 그동안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가장 전통 있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고급 문화행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급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발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들이 

앞으로 보다 더 수준 높은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이 더욱 더 발전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 외에 포스텍 

구성원들과 지역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고급 문화진흥을 위한 후원자,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모집 안내

포스텍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프로그램 공연에 예약석(지정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오시고 휴대폰의 행사안내문자(URL)를 안내원에게 보여주시면 안내를 받아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텍 문화프로그램 후원회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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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60,000원 7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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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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