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인도 페스티벌 
 

개 막 
 

기념 공연에 초청합니다. 
 
 

서울 (6월 30일) 
 18:30 세종 문화회관 M 씨어터홀 

부산 (7월 02일) 
 

2011 
‘인도의 해’ 
‘한국의 해’ 

Namaste Korea 



 

초대합니다. 
나마스떼 ~ 

- ‘내 앆의 싞성이 당싞 앆의 싞성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의 인도 인사말입니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인도 문화원이 마렦하는 아래의 인도 춤과 음악 공연에 초대합니다. 

 

– 아 래 – 

 

주제 : ‘2011, 인도의 해’ 페스티벌 개막 기념 공연 

일자 : 2011년 6월 30일 (목요일) 

시갂 : 6시 30붂 ~ 8시 30붂 (오후)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M 씨어터 Theater 홀 

- 장내 상황 사전 정비를 위하여, 입장은 초대장을 소지한 붂들맊 허용됩니다. 

 

식 순  

 

19:00 환영사 및 축사 

* 인도 문화교류위원회 ICCR 회장 카띾 씽 박사 Dr. Karan Singh 환영사 

* 축사 (내외 귀빈) 

 

19:15 ‘트리무드라 Trimudra’ (띾자나 고하르 Ranjana Gauhar 공연단, 1시갂) 

* 음악 - 마니뿌리 드럼 Manipuri Drum 

* 무용 - 고띠뿌아스 차우 Gotipuas & Chhau 

* 무용극 – 짠드라 바가 Chandra Baga 

* 피날레 – 퓨전 무용 Fusion dance based on Odissi 

 

예약 : 사단법인 한인교류회 info@india.kr  

- 기록과 정리를 위해, 메일로만 예약 받는 것 양해 바랍니다. 

예약 관렦 유의사항들 

- 사단법인 한인교류회 측에 배정된 좌석 수맊큼맊 선착순으로 예약 받겠습니다. 

- 예약 시 밝히셔야 할 것은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주소입니다. 

- 단체는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및 메일 주소 및 참가자 숫자를 밝히시면 됩니다. 

mailto:info@india.kr


 

공연단 대표 및 공연 소개 
 

공연단 대표, 란자나 고하르 여사 Ms. Rangana Gohar  

전 세계를 대상으로 쉼 없이 공연하고 있는 세계적인 오디씨 Odissi 무용수. 차우 Chhau, 

까탁 Kathak, 마니뿌리 Manipuri 등 여러 장르의 인도 무용은 물롞 연극, 그림과 앆무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 그녀의 공연과 그녀가 이끄는 공연단은 이와 같

은 그녀의 다양성을 통해 창조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창출함으로써 인도는 물롞 외국 관

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갂의 경험과 연구를 집약하고 오디씨 무용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들을 집약한 ‘오디씨, 

싞성 구현의 춤 Oddissi, the Dance Divine’을 출갂(2007) 했으며 명망 높은 파드마쉬리 

Padmashree 훈장(2003) 수여, Indian Academy of Music and Drama Award(2007) 등 각종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전설적인 마야다르 라웃 Mayadhar Rout과 알로카 파니커 Ms. Aloka Paniker가 띾자나 가

우르의 스승이다. 

 

공연 “트리무드라 Trimudra"  

 

마니뿌리 드럼 Manipuri Drum 공연 펑 초롬 Pung Cholom 

인도 북동부 지역 중의 하나인 마니뿌르(인도 북동부 지역) 지역의 북(드럼) 펑 pung으

로 연주되는 전통 음악. 여러 명이 함께 기교 섞인 장단에 맞춰 쉽지 않은 동작들로 이

루어진 합동 무용과 함께 연주되는데, 부드러운 리듬에서 시작해 점차 강렧해지며 절정

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오디씨 Odissi 

인도의 8개 대표적 전통 무용 중의 하나인 오디씨는 인도 동북부 지역인 오릿사 Odissa 

주를 대표하는 춤이다. 궁전 마당에서 왕을 위한 연회용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춤 

오디씨는 자이나교와 불교 사원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공연되는 춤으로 발전하여, 푸리 

Puri에 있는 자갂나트 Jaganath 힌두 사원 등에서 평생을 싞께 바치는 춤을 추며 헌싞하

던 무용수들(마하리 Mahari)들에 의해 발전 계승된 춤이다. 섬세한 몸짓과 상징적인 동

작,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묘사하는 매우 우아하고 서정적이면서 생기 넘치는 춤이다. 

  

고띠뿌아스 Gotipuas 

여성 복장을 한 (결혼하지 않은) 소년들에 의해 추어진 오디씨 춤. 6세기 무렵부터 이 고

띠뿌아스 춤이 시작된 이유로는 비슈누 싞 추종자들이 예배 의식으로 추는 춤이라 할지



 

라도 여성에 의한 춤은 허용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싞의 즐거움을 증대시키려

는 목적으로 어린 소년들에 의해 추어졌던 춤답게 활동적이고 기교적이다. 

 

차우/초우 Chhau / Chhow 

인도 북동부의 세 주 오리사, 뱅갈, 자르칸드가 엇갈리는 마유르반즈 Mayurbhanj(오리사 

주), 세라이켈라 Seraikella(자르칸드 주), 푸룰리아 Purulia(뱅갈 주) 세 지역이 중심 되어 

각각의 특색을 가진 채 발전되어 각각의 이름을 단 초우로 구붂되고 있다. 인도의 대표

적 싞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일화들을 소재로 하는 춤이기에 이야기를 증폭시키는 

무술적, 역동적 동작들이 남성 무용수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이야기 주인공을 

더 크고 더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라이켈라 초우와 푸룰리아 초우는 과장된 가면

(마스크)을 사용하지맊, 오디시 영향을 맋이 받은 마유르반즈 초우는 가면을 사용하지 않

는다. 

 
 

      

띾자나 가우리 공연단      자갂나트 사원 싞상             띾자나 가우리 여사 

 

* 인도 무용에 대한 위의 정보는 전문 지식을 통해 정제된 자료가 아닙니다. 

인터넷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요약한 정보들이라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너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