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공 연 팀 1 공 연 팀 2 공 연 팀 3 공 연 팀 4 

4. 15 (월) 

12:30~ 

다음 어린이집 
(유아 댄스) 

10’ 

분리수거 

( 개그퍼포먼스 거리공연) 

30’ 

민 진 주 
(트로트) 

20’ 

4. 16 (화) 

12:30~ 

서대문구립합창단 

(여성합창) 

10’ 

여일 밴드  

(Semi Rock & POP) 

30’ 

수채화  
(어쿠스틱 여성듀오) 

20’ 

아재나 밴드 
(천연동) 

15’ 

4. 17 (수) 

12:30~ 

명랑 어린이집 
(유아 댄스) 

10’ 

네클밴드 

(어쿠스틱 듀엣) 

30’ 

Na Vida 

(보사노바) 
20’ 

4. 18 (목) 

12:30~ 

김정숙 민요 
(홍은2동) 

15’ 

에이템포 

(어쿠스틱 밴드) 

30’  

전 민 주  
(솔로 & 댄스) 

15’ 

4. 19 (금) 

12:30~ 

송중 어린이집 
(유아 댄스) 

10’ 

요들링 피커즈 

(요들송) 

25’  

통키 

(통기타와 키보드) 

25’ 

1. 공연 일정표 – 평일 (12:30 ~) 

4. 17 Na Vida 젬베 추가 / 4. 18 에이템포 드럼 추가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버스킹’ 문화에 개그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입혀 활동 중인 그룹 분리수거. 

이들은 정해져 있는 레퍼토리가 아닌, 즉석에서 관객들의 사연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를 부른

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관객들은 모두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제 작년,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바로 잡고 알리고자 공연마다 엔딩 곡으로 ‘아리랑’을 

부르며 우리 것임을 알렸다는 그들. 그들이 선보이는 것은 단순히 개그가 아닌 문화와 우리들의 삶에 녹

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웃음이었다.  

http://pann.nate.com/video/220128206 

분리수거  : 개그퍼포먼스 



http://www.youtube.com/watch?v=2XMcLEWuC1o&feature=player_detailpage 

민 진 주 : 트로트 

http://fimg2.pann.com/new/download.jsp?FileID=23718209
http://fimg2.pann.com/new/download.jsp?FileID=23718210


멤버소개 :  

유건우(20,퍼커션),조한결(20,보컬 및 기타), 

정휘겸(21,퍼커션 및 코러스) 

 

밴드소개 : 위대한탄생3 <TOP16>,  

홍대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리듬악기 둘에 멜로디악기 하나 라는 흔치 않은  

조합으로 뭉쳐진 밴드.  

주 장르는 가벼운 락과 팝을 연주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음악 :  

Coldplay,Maroon5,Jason mraz,김광석,이문세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Ap8VTLqnX_U 

여일밴드 : 3인조 Semi Rock & POP  



한채윤 프로필 
  

2002   수원여대 대중음악과, 서울 재즈아카데미 작편곡과 12기 수료  

2003   영화 몽정기ost 참여,   2004   sbs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ost 러브테마 듀엣곡 ' 시작 ' 

2003 ~2010   다수 드라마(어여쁜 당신, 슬픈연가 등) 코러스, 울산 고래 축제CM송 

2008 ~2009   콘서트 뷰티풀 라이프, 해피 바이러스 추가열, 이승훈, 윤태규(가가형제)합동 콘서트 

2012    tvN 슈퍼디바 출연 

 
 

신수연 프로필 
  

2007   재즈 아카펠라 그룹 `레드벨라`결성. COEX 악기박람회 공연 

2008   Ritz calton Soeul Christmas concert 

2009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오픈밴드 공연(재즈레이디), 재즈클럽 Moon glow, All that jazz 외 다수공연 

2011   재즈레이디즈 EP `Sweet melody` 발매. 코다파이 객원보컬 `꿈꾸는건 아니겠지`활동 

         재즈 기타듀오 `시소`로 대학로 문화축제 공연 

2013. 02. 01 디지털 싱글 `사랑..추억`으로 싱어송라이터 솔로데뷔  

2007~2013 프로젝트 듀오 수채화 결성 

        과천청사 문화공연, 일산 킨텍스 야외행사, 송도국제도시 Live club 

수채화 : 어쿠스틱 여성 듀오 



2011년 데뷔한 어쿠스틱 뮤지션 네클밴드는  뛰어난 가창력과 기타연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하며  유머러스한 멘트와 무대매너로 공연장안의 청중과 하나가 된다.  

네클밴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미소가 입가에 흐르게 된다.  

그들의 따뜻한 에너지 속에 빠져들게 된다. 이젠 네클만의 매력으로 Live음악에서 가장 인기있는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현재 서울거리아티스트 및 서울시 푸른도시 문화예술 프런티어 멤버임. 

http://www.youtube.com/watch?v=dK9FDSsohVo&feature=player_detailpage 

네클밴드 : 어쿠스틱 듀엣 



- 외교통상부 중남미 문화축제  

  <라틴의열정,한국을 만나다!>  KOREA대표 Bossanova 공연 

 - PORTRAIT of JAZZ 공연 

- <2013 Hyundai Motor Global Marketing Camp> 오프닝공연 

http://www.youtube.com/watch?v=x8jKi8RGyp0&feature=pl
ayer_detailpage 

꽃향기를 머금은 싱그러운 보사노바 듀엣 ‘나비다-Na Vida' 

브라질어로 ‘인생 안에’라는 뜻을 지닌 Na Vida는 아름다운  

보사노바 음악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비다는 하루의 시작을 마주할 때 아침의 청량함을, 지친 오후의 나

른함에 산뜻함을, 어느 저녁 내 마음에 스미는 쓸쓸함을 위로해주는 

말들을 맑고 편안한 보사노바 음악으로 녹여내려 합니다. 

사랑의 설렘과 그리움을 보사노바에 담아,  

발랄함과 깊은 울림을 자연스럽게 담아, 

Nina 의 목소리와 동석의 기타 선율로 전합니다. 

연두빛 봄과 함께 맑게 솟아오르는 샘물같은 보사노바 음악에 취해 

살랑살랑 춤추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Na Vida  : 보사노바 



보컬: 조하나, 문선욱 
기타: 김태일 
베이스: 신재경 
드럼 : 민문기 

알록달록 달콤한 Pop을 노래하는 밴드, 
A.Tempo가 있다. 
 
2008년 여름,  펑크락밴드 타카피의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
이던 김태일과 역시 타카피의 베이시스트였던 신재경, 뮤지
컬 '그리스''아이다' 등에서 활동한 드러머 민문기를 중심으
로 결성되었다. 
최근 미스코리아 설수현씨가 대표로 있는 화상재단 ‘베스티
안’의 컨셉 앨범에 '한걸음'이라는 곡을 기부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2012년 11월 21일 [꿈꾸다] 미니앨범
이 발매되었다. (12월9일 에이템포 첫 단독콘서트 [순수] 
에반스라운지)  
 
발랄하고 순수한 매력을 가진 조하나의 보컬이 유쾌한 멜로
디, 노랫말과 어우러져 A-Tempo만의 장난꾸러기 같은 개
성을 만들어낸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는데, 자꾸 얼굴만 커진다는 우스
꽝스럽지만 귀엽고 유쾌한 타이틀곡 '우유를 마시자'의 사
운드처럼 네 명의 멤버가 더 즐거운 음악, 그래서 더 즐기는 
공연이란 모토로 뭉친 이들은, '본래의 빠르기로'라는 뜻의 
A-Tempo란 팀 이름처럼 외모와는 또 달리 한결같은 상큼
한 선율로 다가가겠다는 유쾌한 신인 혼성 밴드이다. 2012.11.21 A.Tempo mini Album  [꿈꾸다 ] 

에이템포(A.Tempo) : 어쿠스틱 밴드 

http://www.youtube.com/watch?v=2BiStAxEBO0&fe
ature=player_detailpage 



전 민 주 : 보컬 & 댄스 

http://www.youtube.com/watch?v=EmrNpy6zIb0&feature=player_detailpage 



<요들링피커즈>는 밴죠, 기타, 도브로, 아코디언 등의 순수 어쿠

스틱 악기들을 이용하여 경쾌하고 신나는 요들송을 연주하는 밴

드이다. 서울시 문화예술 프런티어, 서울문화재단의 거리아티스

트, 열린극장 재능나눔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서울과 수도권 각지

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요들송뿐만 아니라 밴죠와 도브로, 카우벨과 알프혼 등 국내에서

는 생소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미국의 컨트리음악에서 스위

스의 민속음악까지 폭넓은 공연 컨텐츠를 갖추고 특히 야외공연

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야외공연에서의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 받아, 작년에는 세종문화

회관에서 주관하는 2012 광화문 문화마당의 <봄의뜨락>, <여름

뜨락>, <가을뜨락>에 연이어 초청되어 성황리에 단독공연을 펼

친 바 있다.  

요들링피커즈 : 요들송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F805D38E253FE85DCB92A2C673ABDC3081D7&outK
ey=V126825c105ab9d1d453424e10033cb9032cfedbf9b39c13145dd24e10033cb9032cf 



 

*실리아 프로필 
 

추억의 7080 칙칙폭폭 옴니버스 리메이크 앨범 참가  

 tvn 다수 '리얼tv' 생방송 출연 

일본 거리공연 문화 초대가수 

웃찾사 sbs 공채모임 공연이벤트 

로얄 클럽 송년의 밤 행사 워커힐 초청공연 

 

 
*미기 프로필  
 
 한일친선교류가요제 대상 수상 

일본 NHK 음악 다큐멘터리 '밥 딜런의 음악세계' 출연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극단 중원- 작곡 및 음악감독 

퓨전 마당극 '옹고집' 음악감독 

영화 <전망 좋은 집>-곽현화주연- 작곡, 음악감독 

개그맨 김재욱 '거짓말쟁이' 싱글 작사/작곡/편곡 

2010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 초청공연 외 

뮤지컬 Girl's Night, Mr. Joe, 정조대왕, 요덕스토리, 인어공주, 피터팬 등 출연 다수 

전 Music Werk 작곡가, 프로듀서 / 전 S-vocal 아카데미 보컬 강사 /전 극단 혜화 음악감독 

통키 : 통기타와 키보드 듀엣 

http://cafe.naver.com/buskinglove/1006


일   자 공 연 팀 1 공 연 팀 2 공 연 팀 3 

4. 20 (토-주간) 

14:00 ~ 

 너 나 우리 국악예술단 

(국악) 

20’ 

명지대학교 밴드 1 

( 영화음악 & Jazz 앙상블) 

20’ 

요벨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40’ 

4. 20 (토-야간) 

19:00 ~ 

정 선 호 

(기타리스트) 

30’ 

비 오는 금요일 

(Jazz 앙상블) 

30’ 

치바사운드 

(Rock Band) 

30’ 

4. 21 (일-주간) 

14:00 ~ 

명지대학교 밴드 2 

( 팝 & 가요 앙상블) 

25’ 

허그월드 
(POP & Semi Classic) 

45’ 

- 

4. 21 (일-야간) 

19:00 ~ 

강기만 교수 

(색소폰 솔로) 

20’ 

 Jazz 그레이튼 

(POP & Jazz) 

20’ 

신촌버스커 

(G-댄스) 

15’ 

2. 공연 일정표 – 주말 



너 나 우리 (국악실내악단)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국악연주를 위해 결성된  

젊은 국악전공자들의 실내악단으로  

우리 전통악기와 전통음악을 토대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우리음악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 ㆍ2012년 9월 22일 제25회 인사전통문화 축제 전야제 공연 

• ㆍ2012년 9월 23일 종로 고(古) 종로문화페스티벌 식전 축하공연 

• ㆍ2012년 10월 6일  ‘10월 인사동 토요문화나눔’ 전통의 얼과 멋 공연 

• ㆍ2012년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출판기념 축하공연 

• ㆍ2012년 10월 27일 용산 전쟁기념관 궁중대례청 궁중혼례 재연 행사 

• ㆍ2012년 12월 15일 / 19일  인사동홍보관 장애우를 위한 국악달빛축제 

• ㆍ2013년 1월 3일 /11일 인사동홍보관 국악달빛축제 

너나우리 예술단 : 국악예술단 



http://www.youtube.com/watch?v=SIbiuxS1SIA&feature=player_detailpage 

피커션, 베이스, 멜로디까지 모든 것을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연주하며  핑거스타일이라 불리는  

연주기법을 통해서 기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밴드와 흡사하게 풍성하고 화려한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다.  

 

2011년 서울거리아티스트로 선정 

 국내 최고의 어쿠스틱 라이브 카페 정기 공연  

 네이버 핑거스타일기타카페 인터넷 방송 출연 

 꿈의 기타로 불리우는 마틴 기타 연주대회 대상  

정 선 호  : 기타리스트 



“  GROOVE  &  MORE ? ”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펑키,디스코,하드락등 다양한 

장르를 믹스 매치.  일상 생활중의 소소한 이야기를  

“  GROOVE  &  MORE ? ”라는 슬로건 아래  멤버들의 열정 

가득한  연주와 더불어 다이내믹한 무대를  연출하여,   단순

히 귀로  전달하는 음악이 아닌  눈으로, 몸으로  먼저 듣는 음

악을 표방한다.  

 

M.I.F  페스티벌 (서태지 팬덤 주최)  

광주MBC 공개방송  5.18 30주년 부활제  

서울문화의밤(2010) 홍대 지구 ‘라이브클럽페스타’ 참여 

삼성 딜라이트락콘테스트 1위수상  

비발디파크 스노우락페스티발 

삼성딜라이트 2011 상반기 파이널 우승 

C&M 방송 옴니버스뮤직쇼 ‘서울공감’\ 

프린지페스티발(2011) 

2011대한민국라이브뮤직렛츠락페스티발 메인무대  

MNET 와이드연예 

소요락페스티벌(동두천락페스티벌)메인무대 

TOP밴드 출연 

치바 사운드 : Rock Band 

http://www.youtube.com/watch?v=fibbtODNWwY&feature=player_detailpage 



http://www.youtube.
com/watch?v=1BNE
qjGVVKU&feature=pl
ayer_embedded 

강 기 만  : 색소폰 연주자 



http://cafe.daum.net/gdance1/ 

신촌 Busker  G-댄스  : 댄스 퍼포먼스 

'G댄스'(www.gdance.kr)는 방송 댄스를 비롯한 재즈댄스, 걸스힙합, 힙합댄스 등 다양하게 구성된 댄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댄스강습 및 강사자격증, 입시, 오디션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는 홍대 댄스학원이다. 

 

인근에서는 이미 국내 최고의 댄스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표기관으로 소문이 자자한 학원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방송댄

스학원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고 있을 정도며, 연예인레슨, 기업레슨, 강사파견, 각종 공연활동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

고 있다. 

 

게다가 'G댄스'가 제작한 퍼포먼스 및 댄스공연영상은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에 충분한 수준이며, 춤을 배우는 학원생들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와 함께 뮤직비디오촬영, 방송출연, 강사활동 등 취

업의 기회까지 열어주고 있어서 그 소문을 듣고 'G댄스'를 찾아 프로그램을 강습 받는 이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 

http://www.gdance.kr/
http://www.gdance.kr/
http://www.gdanc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