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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동포 여러분!
오늘 27회 한국의 날 문화 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한인회장 곽정연입니다.
그동안 한인 축제는 동포 사회의 화합을 이끌며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축제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자리 잡아온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재연해 길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곽정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한인회를 시작하였으나 더 나은 정리되고 깨끗한 한인회를 보여줄 것을 약속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장

맞습니다!!! 저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면서도 대한독립선언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자랑스러운 샌프란시스코인 입니다.
116년 전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피와 구슬땀을 가슴 저리게 다시 상기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숭고한 마음으로 차세대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차세대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끼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지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단결력으로 유대를 굳건히 함은 물론 아무쪼록 이축제가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며 한국 문화를 타민족에게 널리 알리고 화합의 한 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를 위하여 한 분 한 분 노고와 후원 해분 주심에 다시 깊이 감사드리며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을 거듭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8
곽정연
샌프란시스코 31대 한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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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I want to congratulate the Korean community for hosting the “Korea Day Cultural Festival” for over 20 years. This feast of food
and culture is a wonderful occasion for Koreans in North America and bringing Korean culture to the forefront of society.
I am very proud to say that Koreans in Northern California have achieved more in unity than any other region. In 2017, Koreans in North America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a “Comfort Women” memorial in St. Mary's Square, the center of San Francisco. And this year, 2019, we also achieved the installation of the Seoul “Comfort Women” memorial, which shares a bond with
that earlier memorial.
The accomplishments and activities of Koreans in San Francisco and Northern California are an integral part of American immigration history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First, there was Dosan Ahn Chang-ho, who came to San Francisco in
1903, organized a public association to promote the unity of Korean Americans, and later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ople's independence activities to take root in Japan.
Then there was Kim Jong-lim, who was denied rice farming and still managed to deliver the largest amount of independent
pensions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He also established an aviation training center in Willows to further our country’s independence.
Finally, Jang In-hwan and Jeon Myung-woon defeated the American diplomat Durham Stevens (who was also employee of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se two historical ﬁgures were crucial in inspiring Korean independence in our countrymen
in both Korea and Manchuria.
The wonderful history of our immigrant ancestors is still being carried out by all of you—those who have not forgotten it but
choose to remember it. In the face of the enormous challenge of leaving your homeland and starting a brand new life in a new
country, you still found a way to unite with one another and worked to get the San Francisco “Comfort Women” memorial installed.
This monument will be an important touchstone for our future generations. It's a permanent ﬁxture to remind us of a painful
history and the truths that we must never forget. Your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will be remembered for all of posterity
This festival of ours is 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San Francisco. It’s a chance to stamp our mark in history, and to
unify our community, to dispel the opposition and division of Korean Americans. We should be proud of the Korean food, dress,
music, and media that is spreading through American society. Each of us are proud examples of the excellence of our culture as
a cultural powerhouse.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Kwak Jung-yeon,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of
San Francisco & Bay Area, Chairman Park Byung-ho, executives, the board of directors, and all the staff and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I wish you and your family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김한일 박사

Dr. Jonathan H. Kim
명예대회장

Jonathan Kim
President of the Jin Duck & Kyung Sik Kim Foundation
안녕하세요.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김한일 입니다.
20년 넘게 북가주 한인들의 잔치 한마당이자 주류사회에 한국의 수준높고 아름다운 문화를 선보여 온‘한국의 날 문화축제’행사 개최를 축하합니다.
그동안 북가주 한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 보다도 단결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내 대도시에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인 세인트 메리 스퀘어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기림비를 세우는데 북가주 한인들
이 앞장섰으며, 지난 8월 14일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복판인 서울시 남산에도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정신을 잇
는 ’서울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 한인들의 활동은 미주 이민 역사는 물론 독립운동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3년 이 곳 샌프란시스코에 건너온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공립협회를 조직해 한인들의 단합을 도모했고, 훗날 대한인국민회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쌀농사로 거부가 되셨던 김종림 선생께서도 임시정부에 가장 많은 독립의연금을 전달했으며, 윌로우스에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해 우리의 힘으로 조
국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탄하는데 앞장섰던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의거도
미주한인은 물론 한국과 만주의 한인들에게 항일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민 선조들의 훌륭한 역사는 이를 잊지 않고 있는 여
러분들에 의해 지금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
가 발벗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림비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조국애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픈 역사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진실들, 그리고 인권수호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우리 후세들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날 문화축제’도 지역 한인들의반목과 분열을 떨치고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주류사회에는 K-POP, K-Drama 등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곽정연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님과 박병호 이사장님, 임원, 이사회 여러분,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출연진, 자원봉사
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북가주 지역 한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8일
김진덕 정경식 재단 대표 김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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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의 한국의 날 문화축제를 위해 자리를 빛내 주신 각 단체 대표
님들, 회장님들, 그리고 내빈들께 750만 해외동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 인
사를 드리고 첨언해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모름지기 봉사만 하시는 전•현직 한인회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관심 있는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 저는 해외한민족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이자 현재 28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남문기입니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13년 전에 100만 우리 동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을 직선으로 당선, 역임하였
으며 미주한인상공인연합회장과 또한 10년 전에 선거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3대 총회
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한국의 날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재외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스물 일곱번째 행사를 다시 축하
드립니다.
여러분! 해외동포는 미래 대한민국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살아 본 자만이 압니
다. 해외동포 750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전 세계가 좋아하는 미래 있는 국
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집약되고 힘 있는 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잘 전달되리라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곽정연 한인회장님 그리고 한인회 회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만큼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진전
이 없고 헷갈릴 뿐이랍니다. 일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무게 잡고 사진 찍는 단체가 필요
한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 분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진실로 단체다운 단체로, 아름다움 미래 있는 대표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할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심 있는 결속력"은 무엇보다 단체를,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곽정연 회장님을 믿습니다. 한인들이 원하는 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많은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인회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로 합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
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협력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뭉치고 단합하고
미래 있는 단체가 되어 주시기 다시 한번 더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
지 이 모임을 준비하신 곽정연 회장님과 특별하게 후원해주신 김진덕 정경식 재단, 재외
동포재단, 코리아나 플라자등의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 드리고 또한 뒤에서 물심양면
으로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
다.
2019년 09월 28일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및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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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박준용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제26차 한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신임 회장단 출범 이후 첫 한국의 날 문화축제 행사로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기원합
니다.
한국의 날 문화축제는 이제 27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의 정체
성과 자부심 높이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BTS 등 한류의 인기가 미국사회에 자리 잡게 되어 우리의 문화, 음식, 언어
등 우리 것 전반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
인 것”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와 닿는 적이 없을 것 입니다.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뛰어
난 재능과 각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인회를 포함한 우리 동포사회의 꾸준한 한국문
화 알리기 노력이 있어 가능했을 것입니다.
금년 행사에도 한국무용, 사물놀이, 풍물팀, 태권도 시범, 합창, 한식 시식 등 한국 문화
를 베이 지역의 여러 민족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연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포분들이 바쁜 일정중에서도 서로 모여 피땀
으로 연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행사 당일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오랜 준비과정에
서의 동포사회의 노력과 협력은 행사 이후에도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2019년도 어느덧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의 날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동포 모두 분들의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8일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
박준용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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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F I C E OF T H E M A Y OR
SAN FRANCISCO

L ON D ON
N N. B R E E D
M A Y OR

GREETINGS FROM T
THE MAYOR OF SAN FRANC
CISCO
On behalff off the City and Countyy off San Fran
ancisco, it is my great
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2019 Korean
an Dayy Festival.
The Korean
an American Communityy Center
C
r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
daattion of
San
an Francisco continues to demonstrrat
ate theirr unwav
avering commitment to philan
anthropy,
advocacy, and providing critical suppportive serv
rvices. This annual fe
festival is no exceptioon; as a
daylong celebration, it is an
an excitingg opportunity fo
for all San Franciscan
ans to enjoy
y our Ciity’s rich
Korean legacy and culture. From dellicious fo
food to dance and musical perfo
formances, thiis year’s
festival will undoubtedlyy be a tru
fe
rue su
uccess!
Today’s event provides an opporrttunity
u y to gatherand celebrate Korean culture as w
well as to
recognize the hard workk off the dedicated staffff and volunteers 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tyy Center an
and the Korean A
American
an Community Foundaattion of San
an Franciscoo.
Please acceept myy best wishes fo
for a fa
fantastic fe
festival.

With warm
mest regards,

London N.. Breed
Mayor
City and Countyy off San
an Fran
ancisco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ROOM 2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2-4681
TELEPHONE: (415) 554-6141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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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개
1. 한인회 창립 – 1912년 11월 대한인국민회 상항중앙총회 설립
2. 한인회 창립배경
샌프란시스코는 도산 안창호 선생, 장인환, 전명운 의사, 이대위 지사 등 수많은 독립의사들이 활동했던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새로운 세계
에서의 삶의 개척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온 미주한인 이민자들의 성지다. 그러나 초기 이민자들은 고된 노동과 언어장벽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한인회와 교회였다. 한인회는 낯선 이국 땅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수많은 한인들이 이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1965년 현 한인회 조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김동우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3.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역대 회장단 명단
1912년 11월 대한인국민회 상항중앙총회 설립
1965년 12월 제1대
회장 김동우, 부회장 김재곤
1966년 12월 제2대
회장 김동우, 부회장 김재곤
1967년 12월 제3대
회장 김치은, 부회장 전명선
1968년 4월 제4대
회장 전명선
1968년 10월 제5대
회장 전명선, 부회장 김용백
1970년 10월 제6대
회장 정선희, 부회장 이 관
1971년 10월 제7대
회장 이민휘, 부회장 한병일
1973년 10월 제8대
회장 문충한, 부회장 최명배
1975년 6월 제9대
회장 이민휘, 부회장 김관희
1976년 11월 제10대 회장 김용백, 부회장 김동욱
1979년 12월 제11대 회장 이재구, 부회장 전영길
1982년 1월 제12대 회장 이돈웅, 부회장 김종수
1984년 1월 제13대 회장 오인환, 부회장 강문종
1987년 1월 제14대 회장 인진식, 부회장 김근태
1989년 1월 제15대 회장 변광수, 부회장 메리어지나
김근태

1989년
1991년
1993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1월
1월
3월
7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3월

2013년 1월
2015년 1월

2017년 2월
2019년 1월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제26대
제27대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변광수,
김관희,
김흥복,
박병호,
박병호,
김근태,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홍익,
이석찬,
김상언,
권욱순,

부회장 메리어지나, 김근태
부회장 김현수, 정희상
부회장 박병호, 최문규
부회장 최문규
부회장 전일현, 신동기
부회장 권영창, 이석찬
부회장 김영균, 정 에스라
부회장 서대석, 김덕천
부회장 권욱순, 김태언
부회장 신정은 김신호
부회장 박영규, 전동국
부회장 우갑숙, 김신호
수석부회장 토마스 김
제28대 회장 전일현, 수석부회장,곽정연

부회장, 최형심
제29대 회장 토마스 김,수석부회장, 홍성호
부회장: 이광호
제30대 회장: 강승구 / 수석부회장, 김용경
제31대 회장: 곽정연 / 수석부회장, 그린 장
부회장, 조숙자

Korean-American Community of San Francisco & Bay Area
Form of KAACSF(KACCSF) & Bay Area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San Francisco established in November 1912
Background
San Francisco is the place where many leaders of the Koran Independence Movement,
such as Ahn Chang-ho, Jang In-Whan, Jeon Myeong-un, Lee Dae-wii(David Lee) were
active; it is also where the immigrants have left their imprint on history.
The first Korean immigrants faced extreme labor under harsh conditions, and were challenged
by the language barriers in their new settlement. Korean churches and Korean center
played a central role in building the Korean community. These figures in the community
helped to lessen the cultural and social gap by uniting each other. A wave of Korean immigrants
swarmed into San Francisco in the 1960’s and Dong-woo Kim inaugura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KAACSF(K ACCSF) in 1965.
Mission Statement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San Francisco & Bay Area assists all Korean Americans
in San Francisco and the Bay Area promote the cultural, social, educational, and economic
progress of Korean-American. The organization builds an alternative community where
Korean Americans can bridge the cultural gap between Korean Americans and other ethnic
communities in SF and Bay Area through educating the public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diverse programs. For instance KAACSF(KACCSF) has organized and held the Annual
Korean Day Festival since 1992. These Programs and events re-examine the Korean experience
and re-evaluate the placement of Korean Americans in the society. In 1989, the
KAACSF(KACCSF) moved to its current address on Buchanan Street, in the Western Addition
District. This location allows the association to communicate with more diverse populations
in the Fillmore neighborhood. The mission is to support and cultivate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by workshops, educational programs, and events by the
community. The community has provided various services and classes to more than
150,000 Korean Americans at no cost.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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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순 서
Part 1 Commemoration 제 1 부 기 념 식
2018년 9월 29일(토) 오전 10시
장 소: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Auditorium
745 Buchanan Street Dan Francisco, CA 94102

Preside: Mr.William Buck
Chairman of the board KACC SF
사 회: 박병호, SF한인회이사장

개 회 사..............................opening Remarks..........................박병호 이사장
국민 의례..............................국기에 대한 배례,,,,,,,,,,,,,,,,,,,,,,,,,,,,다 같
이
National anthem, Korean..........애국가 제창(1절).............................SF Sr Choir
National anthem,USA.................미국 국가 제창...............................SF Sr Choir
Silence for 순국선열 및 애국 영령에 대한 묵념
Welcoming Remarks 환 영 사 .....................President of KACC SF Jeny kwak Weber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곽 정 연
Opening Congratulatory Message.....................................Dr. Jonathan H.Kim
명예 대회장 김한일
Encouragement Message.........South West States Koresn Asso. President Mr. Paul Lee
한인회서남부연합회장 이 석 찬
Congratulatory Message.................The Korean Consul General Mr. Joon Yong Park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박 준 용
Presentation of Appreciation Plaque...from President of KACC SF Jeny kwak Weber
Jin Duck & Kyung Sik Kim Foundation, President Dr. Jonathan H.Kim 김진덕.정경식 재단 대표 김한일
Chairwoman Ms. Soon Ran Kim 이사장 김순란
KP Imternational Plaza, President Mr. Byung Joo Yu 코리아나플라자 대표 유병주
Lori’s Diner, President Mr. Man Jong Kim 대표 김만종

Presentation of Appreciation Plaque for UNESCO sign up....from 김진덕.정경식 재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 30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장 강승구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황희연 회장, 이스트베이 한인회 이진희 부회장
KOWIN 샌프란시스코 지회 이경이 미서부 담당관

Introduction of VIP & Remarks, 내빈소개.........Chairman Willim Buck이사장 박병호
Closing Remarks 폐회 선언...................................,...................이사장 박병호
2부: 공연 11am-12pm (12-1pm Lunch }

3부 공연, 1am-3pm

1,오고무 & 모듬북..최수경 한국전통무용단

1, 아리랑 & 모듬북...최수경 한국전통무용단

출연: 최수경, 양 리, 김혜주

2,부채춤...........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권명선, 김루비,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

3,Duet...Richard Chon, John Nichols
Arirang, Go-huang, Boo-ri Pad
4,SF Senior 합창단..........단장: 서순금
5,전통 검무..... ...최수경 한국전통무용단

사회: 박래일

출연 : 최수경 ,양 리, 김혜주, 김선혜

2, 화관무........................양은숙 무용단
출연 :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홍진숙, 양은숙

3, 장고춤..............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김미경,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

4, 풍물................최수경 한국전통무용단
출연 : 최수경, 양 리, 김혜주 & 전원

출연 : 최수경, 양 리, 김혜주

6,소고춤 ...........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권명선, 김루비, 김미경,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명

***Event by 1-4pm
Korean Art Picture Exhibition (옛날 그림과 사진들 전시회)
Picture with Korean Old clothes (한국 전통 옷 입고 사진 찍는 시간)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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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날 문화 행사 공연 / Performers Bio

최수경

최수경 한국전통무용단

A Korean folk dancer & choreographer, Mrs. Choi began her practice at the age of six in the hopes to
embody the traditional values inherent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art, including those of court, fork,
and Creative Dances . She graduated from Myung ji University with a B.A. degree in Dance, a leading
institution for traditional dances in Korea.
She assumed the role of a director at the Ye il Korean Dance Academy and the Chang Kyung Korean
Dance Academy for 20 years. She also worked as a choreographer for a professional dance troupe.

한국전통무용단

She has continuously been invited to perform throughout the country as an active leading figure in the
area of Korean folk dance with a passion to cultivate the talent and the ability in future young dancers.
Her movements characterize elegance and creativity, incorporating elements that symbolize the water,
The wind, and the soil of her native land to represent its time-honored spirit.
Moreover, she has earned the rights as one of the successors and a practitioner of Sung Mu and
Salpury,
Korean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27 and No.97, respectively. Currently, she resides in the United
States to educate and entrust the preservation of the art to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작품명:아리랑 & 모듬북

출연진 :최수경, 양 리, 김혜주, 김선혜.
아리랑 춤은 섬세한 몸짓으로, 여인의 내면 세계를 우리전통의 감성인 흥과 멋을
화려한 부채의 기교를 더해 아름답게 표현한 춤이다.
또한 모듬북은 “음 높이”가 다른 북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주하는 형태로, 전통북을 현대적
으로 계량한 타악기이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난타”라는 고유 명사를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악기 구성은 2개의 북을 1 개조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연주하는 형식에 따라 1개
의 북을 사용하거나 3개 또는 5개의 북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북소리를 내며 신명나게 연주하는 것
이 특징이다.

전통검무 (이매방류)

출연: 최수경, 양 리, 김혜주.
신라시대에 발생 한것으로 이 춤은 일명 검기무 라고도 하고 또는 검무라고도 한다. 맨 처음 검무
는 민간에서 가면무로 연회되기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중기까지 계속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궁
중에 들어 오면서 가면은 없어지고 1900년대부터 칼이 짧고 무구화된 돌리는 칼을 사용하여 시종
평화롭고 유연한 동작으로 연결되는 무무의 일종이다.

작품명:오고무 & 모듬북

출연진 :최수경, 양 리, 김혜주, 김선혜.
오고무는 전통악기 특유의 강약과 고저로 화려한 춤사위와 웅장한 리듬을 보여주며, 모듬북은 “음 높이”가 다른 북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주
하는 형태로, 전통북을 현대적으로 계량한 타악기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난타”라는 고유 명사를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악기 구성은
2개의 북을 1 개조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연주하는 형식에 따라 1개의 북을 사용하거나 3개 또는 5개의 북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북소리
를 내며 신명나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은숙 한국전통무용단
부채춤 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권명선, 김루비,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 (6명)

소고춤 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권명선, 김루비,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 (6명)

화관무 춤누리 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홍진숙, 양은숙 (5명)

장고춤 춤누리 (양은숙 무용단)
출연 : 김미경, 민태순, 미셀리, 장숙자, 양은숙 (5명)

샌프란시스코 시니어 합창단

Duet:
Richard Chon, John Nichols
Arirang,
Go-huang
Boo-ri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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