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Category Live Event Awards Categories

Sub-category R06. Best Corporate Image Event 

Title
KOR 『월드비트―비나리』

ENG 『World beat―VINARI』
2005년 3월 호주 워매드(WOMAD : 세계 최대 월드뮤직 페스티벌)공식 초청을 받은 들소리는 

기원과 축원덕담을 담은 옛 고사소리 ‘비나리’를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전통적인 타악과 구음

을 통해 현대적 콘서트의 리듬과 보컬로 재현하여 한국적 정서와 감동을 전달하여 호평을 받

았던 호주 워매드 진출은 들소리의 음악이 유럽의 월드 뮤직계에서 공식적으로 입지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바로 당해 7월, 워매드의 본산인 영국 레딩 공연에 정식 초청 받았다. 지구

촌 뮤지션의 희망, ‘꿈의 무대 워매드’ 바로 그 본산인 영국에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공식 

무대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2007년 스페인 워매드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선보여 워

매드 25주년 영국 기념공연에 앵콜 초청되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들소리의 세계 진출은 2007
년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영국의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 ‘비나리’를 브랜드화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8년 1월,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최대 아트마켓 APAP에 참가, 
GlobalFEST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뉴욕타임즈로부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주 진출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이어 2009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WOMEX)에서 21: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 최초로 공식 쇼케이

스팀으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20개국의 러브콜과 5개국 음반사로부터 제안을 받았

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북유럽 최대의 락 페스티벌 중 하나인 ‘로스킬레 락 페스티벌’에 초

청 받았고, 유럽에서 출시된 음반 ‘Dulsori’는 2012년 영국 월드뮤직 전문지 <Song Lines>의 

‘Top of the world’앨범으로 선정되었다.

‘월드비트 비나리’의 해외활동은 2011년 월드투어 53개국 순회공연을 기념하는 국내 무대를 

마련하여 새로운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우수공연관광상품육성>에 제 

1호로 선정되었다. 한국음악 콘서트로서는 최초로 상설공연 전용관을 마련하여 현재 1년여의 

공연을 통해 수 많은 국내외 관객을 만나고 있다.

<외국에서 인정받은 한국형 월드 뮤직 – 월드비트 비나리 수상 실적>

 2005년 ― 세계 최대 월드 뮤직 페스티벌 WOMAD 초연 및 연속 7회 라인업

 2006년 ― 불가리아 소피아극장 살롱 추천작 선정 수상

 2008년 ― 미국공연예술 기획 제작사협회(APAD) 뉴욕 글로벌 페스터 공식 쇼케이스 선정

 2009년 ― 뉴욕 링컨센터 아웃도어 페스티벌 공식 초청 공연

        ― 세계 최대 월드뮤직엑스포 WOMEX 공식 쇼케이스 선정

 2010년 ― 북유럽 최대 로스킬레 락 페스티벌 초청 공연

 2011년 ― 공연관광축제 코리아 인모션 페스티벌 핫 스테이지 1위

 2012년 ― 신한류 확산 기여공로 외교통상부장관 · 표창

        ― 한국관광공사 <우수공연 관광 신규 콘텐츠 육성사업> 쇼케이스 1위

홈페이지 : http://www.dulsori.com/ 



회사소개:

  

상임 연출가인 문갑현 대표가 창단한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는 1984년 창단되었다. 

활동을 시작한 전통 문화 단체로 우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통

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주·유럽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유 축제를 무대화한 공연 ‘타오놀이’를 비롯한 창작 레파토리를 통해 국내외 연

간 300회가 넘는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영국 현지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현대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주

시장에서도 우리 공연을 선보였다. 현재는 해외 53개국에서 성공적인 순회 공연을 마친『월드

비트―비나리』작품을 서울에서 1년째 OPEN-RUN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uls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