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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Direction  송해인 Haei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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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소리, 타악 등 한국의 전통예술과 멀티미디어가 어우러

진 복합 퍼포먼스. 제주 사람들의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

을 오롯이 담고 있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13호 ‘제주큰굿’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극이다. 굿은 우리의 근원 정서

인 한恨과 흥興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행위예술로 한국 굿

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제주큰굿에 이어도 설화를 입혀, 

풍랑에 휩쓸린 한 소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희망의 섬 

‘이어도’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냈다. 단 일곱 명이 만드는 

무대라 믿기지 않는 화려한 춤과 장단, 빛과 소리의 물결 

속에서 제주 섬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예술이 차오른다!

The tale of the paradise Leodo is brought into the Kut, 
indigenous shamanic ritual performing arts - one of  
uniqu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piece is 
at the forefront of reinventing Kut, embracing traditional 
and re-imagined Kut with contemporary dance, sounds, 
and projection. Leodo a mythical island and artistic 
nirvana in the folk tale of Jeju island where lost souls 
at sea dwell in paradise. MARO is able to capture the 
ungraspable paradise Leodo through not only fascinating 
artistic skills but also delivering the key concept of Kut 
- deep sorrows (han) being taken away by the joy of 
arts(Shinmyung). This show’s multi-talented and energetic 
casts will not only take you to the artistic paradise Leodo, 
but  also will be sure to sweep you off your feet with the 
gorgeous costumes, beautiful dances, enchanting songs, 
and dynamic drums of Korean Kut. It will draw you 
further into the world of artistic nirvana of Korea. Join us 
on this journey to the sacred paradise Leodo!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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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바다 ‘미여지 뱅뒤에서 이어도 가는 길’

한 소녀가 생계를 위해 자맥질을 나갔다가 험난한 파도에 휩쓸려 홀

로 저승길에 오르게 된다. 세상에 연이 많은 소녀는 가슴에 한恨이 맺

혀 이승을 쉬이 떠나지 못하고... 이를 가엽게 여긴 바다 용신과 이어

도 신들은 소녀의 혼령을 평안케하고자 소리로 이어도를 향한 길을 

닦고 북과 장구로 땅을 두드리며 백(白)의 길(혼령을 인도하는 길)을 

연다.  *미여지 뱅뒤_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그 중간의 시공간

2부. 한풀이 ‘생불꽃, 환생꽃, 번성꽃 드리는 할망도리’

휘휘 돌아가는 천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인연줄. 소녀 혼령의 넋을 위

로하고자 무녀는 용신을 부르고 용신은 여인의 모습을 빌어 지전 춤

을 춘다.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대별왕과 소별왕, 대지의 생명을 보

살피는 자청비, 어부를 지켜주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 등 제주 신神들

의 인도에 남은 근심을 거두고 애환을 풀어낸다. 

3부. 상생 ‘그리움 다 풀어 인과 신 곳갈라’

소녀의 혼령은 긴 세월 담아 둔 인연에 대한 그리움 또한 많다. 이승을 

완전히 떠나 이어도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소녀는 이승의 연들을 회

상하며 지상에 이별을 고하고, 쇠 소리와 함께 무녀가 불러주는 노래

에 맞추어 남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소녀

는 반야용선을 타고 신과 함께 이어도, 극락의 섬에 오른다.

4부. 이어도 ‘굿 끝나시난 조상덜 막판으로 도진했쪄’

장구의 궁편과 채편의 몰아가는 소리가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소녀의 

마음을 적신다. 때로는 보슬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몰아치는 자

청비의 가락에 맞추어 소녀가 이어도에 당도하자 모든 신神들이 마중 

나와 상생과 해원의 판굿을 연다. 하늘과 땅에 기쁨의 음악이 울리니 

이승 몸과 저승 몸이 함께하는 환희의 춤판이 벌어진다.

A woman goes to sea for a living and departs this life, 
sweeping away by the waves. She alone must leave the 
deep sea, but the soul of the woman cannot depart this 
life because she has deep sorrow and regret in this world 
of ours. The Sea God and the Gods of Leodo help her and 
open the road to Island of Paradise 'Leodo(the fantasy 
island, artistic nirvana)' through beautiful dance and sori 
(whose meaning is "sound", a kin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 ceremony is being conducted in order to 
vent her spite, relieve yearnings, and pray fortune for 
living persons. After this ceremony, this woman takes 
Banyayongseon(an imaginary dragon-shaped ship going 
to the Buddhist Paradise in search of nirvana), arrives on 
Leodo, and becomes another Leodo person (God).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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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 공연은 과거와 현재, 예술과 의례, 서구와 동양의 

세련된 복합체다. 독특한 제주의 문화의식과 샤머니즘, 정형화

되지 않은 사물놀이와 굿이 감각적 현대무용과 마치 원래 한 부

분이었던 것처럼 섞인다. 꽹과리, 장구, 북 등 화려하고 수준 높

은 연물 솜씨는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 5년째 한 소극장에서 매달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에서다. 동시에‘제주다움’을 공연에 녹아내

려 애쓴다. 지역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고민을 하며 빼어난 작

품을 만드는 팀이 제주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 제주의 소리 

“Talented Seven-Member Ensemble Never Flags in Energy, 
Choreographic skill or Audience Engagement”
★★★★  The Stage

“You absolutely should go and see this show” 
★★★★  PostScript Journal

“This is rich in culture and beautiful to watch” 
★★★★  British Theatre Guide

※ Named as the best piece for 2014-15 Open Stage 
     _ Korean Cultural Service NY 

※ One of ten Unmissable show at 2013 Edinburgh Fringe
     _ Culture Trip

※ Named as C venue 2014 Top 10 Shows _ C Venue

Review

Aw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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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제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

는 공연과 교육을 이어왔다. 공연의 근본은 ‘소통과 화합’

이란 생각에 모든 이가 어울릴수 있는 ‘잔치형 공연예술’

을 구축하고, 제주 신화를 주제로 전통 가무악에 현대적 공

연 양식을 결합한 복합 예술 작품을 선보여왔다. 2013년부

터 멕시코, 호주, 프랑스령 과들루프, 영국 에딘버러 등 해

외 페스티벌에 참가, 제주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해외 무대

에 알리고 있다. 2014년 산하에 공연단 <마로>를 두고 예

술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4-15 뉴욕한국문

화원 오픈 스테이지에서 작품‘Leodo: Paradise Lost’ 최우

수작 선정, 2015 에딘버러 프린지 축제 제1회 Assembly-

코리아시즌에서 한국을 대표할 5개 작품 중 하나로 뽑히는 

등 점차 결실을 맺으며 세계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An innovative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 group 
based in Jeju Island that is dedicated to fostering national 
artistic traditions and local folk culture through dance and 
movement, song and percussion, interwoven with elements 
of mythology. Living together in a boarding house, members 
strengthen their community connections and deepen their 
artistic works through regular skills sharing. Originally 
founded in 2011, KPAD has since fused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erformance styles into their production 
earning them the reputation as one of Korea’s premier 
traditional music and dance performers. In 2011, designated 
as Jeju’s Specialized Performance Arts They performs at 
more than 800 shows annually, both domestic and abroad.

KPAD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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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송해인 전통예술, 현대무용, 인터엑티브 디지털 공연을 다루는 안

무자이자 연출자. 전통과 현대(혹은 다문화적 소재)를 융합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국립국악중·고에서 한국무용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서 안무 전공 후 공연 연출에 뜻을 품고 런던 브루넬대

학에서 MA(Contemporary Performance Making)를 마치고 동 대학원 '제

주 굿과 디지털 퍼포먼스를 융합한 공연 연구'로 박사 과정에 있다. 현

재 KPAD의 협업 연출가로 활동, Brunel Dap-lab 멤버로 제주와 런던

을 오가며 다채롭게 활동 중이다. 주요 작품은 '인터엑티브 디지털 공연 

MURMUR', 'Into the outside', 그리고 '네오-푸다시' 등이 있다. 

PRODUCED BY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MARO
ARTISTIC DIRECTION   송해인  Haein Song
PERFORMERS   KPAD 단원 7명  7 performers 
CONSALTANTS  MUSIC   오유정 Yoo Jeong Oh, 최지안 Jian Choi
                              STAGE   기종석  Jong Suk Ki
                              MEDIA   윤정현  Jeonghyune Yun
                              CHOREOGRAPH   전성혜  Seonghye Jun
ARTISTIC ADVISOR   서순실  Soon Sil Seo, 
문무병  Moo Byung Moon, 양호성  Ho Sung Yang
LIGHTING   브라이언 홀트  Brian Holt
MEDIA OPERATOR   양재원   Jae Won Yang        
COSTUME   김은경  Eun Kyung Kim,  송자연  Abbie Song 
PR & MARKETING   송주연  Joo Song

Credits

Direction Haein Song  An artist, dancer and director born in 
South Korea. She is passionate about creating multi-cultural 
performance by finding an interesting convergence betwee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ulture and arts. She completed a 
MA in Contemporary Performance Making, Brunel University and 
a BFA in Chor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is 
now continuing her PhD, researching Interactive digital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Korean Kut' in Brunel. She has worked with KPAD 
since 2011 as a director and performer, and Dap-lab(Digital and 
Performance Lab Brunel) since 2012.  http://haeinsong.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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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전후에 ‘리셉션(제주 굿과 작품에 관한 대화) 및 

’워크샵 (전통 예술 배우기)’ 가능

작품과 단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위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초연 _작품명 ‘푸다시’ (제주, 한국)

2013년 8월 ‘푸다시 PUDASI’ (에딘버러, 영국)

2014년 8월 ‘이어도: 파라다이스 로스트’로 개명(에딘버러,영국)

2015년 1월 ‘이어도: 파라다이스 로스트’(뉴욕, 미국)

2015년 6월 ‘이어도: 더 파라다이스’로 개명 (제주, 한국)

2015년 7월-8월 : 런던 및 에딘버러 공연

   7월 30일 : 주영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런던)

   8월 6일-29일 : 2015 에딘버러 프린지 제1회 아셈블리 코리안시즌 

2016년 4월~6월 중 시애틀 중심으로 미국 투어 공연 

총 공연인원   출연진 7명 + 스텝 5명  7 performers + 5 Staffs

총 공연시간 Duration   60 min + in/out 30 min (No Language)

리허설 필요 (최소 8시간)  Rehearsal needed (Minimum 8 hours)

Stage 
7(W)ⅹ6(D)ⅹ4.5(H)m (Minimum) / Black Dance Floor

Sound & Media
+ PA system

+ 무선 헤드셋 마이크 3개  3 Wireless Pin Mic for Voice

+ 악기용 무선 핀마이크 4개  4 Wireless pin Mic for instrument

+ 빔프로젝트 (Full HD 3500Ansi 이상)  
   Projector (at least Full HD 3500Ansi)

+ 케이블 (노트북에 있는 음원 연결용) Cable from a labtop to projector

Lighting
Basic Lightings (Warm+ Cool)
Effect Lighting (Moving, Pin)

Tech Information

www.kpad.co.kr

Production History

Tour 2015-2016

※ The workshop or reception for introducing and experiencing 
Korean traditional drums singings, and dance is possible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For more extensive outlines of our artistic practise, please visit.

Jul 2013 Performed with title ‘PUDASI’ (Jeju, Korea)
Aug 2013 ‘PUDASI’ (Edinburgh, UK)
Aug 2014 Changed title to ‘Leodo: Paradise Lost’ (Edinburgh, UK)
Jan 2015 ‘Leodo: Paradise Lost’ (New York, US)
Jun 2015 Changed title to ‘Leodo: The Paradise’ (Jeju, Korea)

Jul-Aug 2015 London, Edinburgh
   30th Jul  Invitation performance at Korean Cultural Service in UK
   6th-29th Aug 2015 Edinburgh Fringe Festival
   : 1st Assembly Korean Season Invitation Performance
Apr-Jun 2016 US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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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pm    
06 AUG - 30 AUG

The 
Paradise

Leodo

STUDIOS - ONE

presented by  KPAD  Korean Perfoming Arts Development
2015 Korean Season  presented by AtoBiz Ltd & Assembly   supported by KTDI

Coming Back For Morep o w e r f u l  d r u m m i n g k o r e a n  s h a m a n i c  d a n c e

★★★★
STAGE  “never flags in energy”

★★★★★
VOICE OF JEJU   “remarkable” 

One of  10
Unmissable

Show
2013 ED Fringe

winner
2014-2015

OPEN STAGE
AWARD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문의 사항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주세요

작품 관련 / 송해인 Haein Song:  kpadmaro00@gmail.com
홍보 관련 / 송주연 Joo Song:  joybona@gmail.com

기타 / 윤정현 Jeonghyeon Yun: megalo00@gmail.com

전화 문의

한국 KOREA +82(0)64 722 0129 / +82(0)10 7330 5999

영국 UK +44(0)744 729 2723

www.kpad.co.kr
Facebook: TheKPAD      

Twitter: @TheKPAD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