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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계룡산 국제 축제
The 26th Gyeryongsan Mounta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P r o g
2021. 10. 16(토) 오전10시~오후5시 (리허설) 예술감독 박일규 

오프닝 :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_ 박수정 작가
Valeria Kasparova팀 _ 음성 Voices(Russia)
Bina Jawwad 팀 _ 카닥댄스 Kathak Dance(Pakistan)
행위예술 _ 신용구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_ 명성황후, 뜰을 거닐다(한국) 
제임스 전과 정운식 _ 바람처럼... Like the Wind(한국)
안지석 _ 제주의 악(樂)과 무(舞)!(한국)
배정혜 _ 율곡(汩曲)(한국) 
LIN JIAXI _ 인구 죄수(China)
Arga Studio Dance Company _ 대나무 가면 Bamboo Mask(Indonesia) 
Reprise & curtain call _ 모든 출연자

2021. 10. 17(일) 오후2시 ~ 오후4시 30분 MC _ 박일규(예술감독)

오프닝 :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_ 박수정 작가

Valeria Kasparova팀 _ 음성 Voices(Russia)
Bina Jawwad 팀 _ 카닥댄스 Kathak Dance(Pakistan)
행위예술 _ 신용구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_ 명성황후, 뜰을 거닐다(한국) 
제임스 전과 정운식 _ 바람처럼... Like the Wind(한국)
안지석 _ 제주의 악(樂)과 무(舞)!(한국)
배정혜 _ 율곡(汩曲)(한국) 
LIN JIAXI _ 인구 죄수(China)
Arga Studio Dance Company _ 대나무 가면 Bamboo Mask(Indonesia) 
Reprise & curtain call _ 모든 출연자

진행 _ 복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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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문화원 초대전  Invitation Exhibition of Gongju Cultural Center

“10명의 작가가 담아낸 계룡산 국제 춤 축제”

•9월 13일 (월) - 9월 16일 (목) / 공주문화원 전시실

참여작가 : 김성규, 소영란, 엄정제이, 오치규, 이재걸, 정봉기

김혜식, 남두희, 류창화, 신성호

▶ 현장전  Field Exhibition

•10월 17일 (일) / 신원사 경내

참여작가 : 김성규, 소영란, 엄정제이, 오치규, 이재걸, 정봉기

김혜식, 남두희, 류창화, 신성호

g a m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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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회 계룡산국제 춤 축제를 축하합니다.

함께 하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 국제 춤축제를 신원사에서 치루고보니 감명 이었습니다.

하여 올해도 이 축제를 이곳 신원사에서 해 주실것을 간절히 당부,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국제춤축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또한 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나누길 바랍니다. 신원사 주지 합장입니다.

2021. 10. 17

신원사 주지     중 하

축   사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 하였습니다

26회, 해를 거듭할 수록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스텝들과 관계자들이 더 더욱 힘을 합해감이 있기에 

가능한 준비이지 않았나 합니다

엄정자 총감독에게 동지가 되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박일규 예술감독님,  우리나라 원로 무용인 배정혜님,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멀리 제주도로 부터 와 주시는 안지석님과 라이브 연주단, 올해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제임스 전과 정운석님, 아마도 대한민국의 좋은 춤꾼들은 한번 이상으로 이자리에서 뵙게 되지 않았나 하며 

또한 동시간대에 라이브로 춤의 모습을 송출해 줄 러시아를 비롯한 4개국의 무용단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애써 준비한 밥상, 맛있게 드셔주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또는 실시간 중계될 유트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2021. 10. 17

조직위원장     김 필 중

모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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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계룡산의 자연 풍경 속에서「제26회 계룡산 국제 춤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채로운 춤사위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애써 주시는 이종태 한국춤무리 대표님과 김필중 조

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춤은 인간의 육체를 표현매체로 사상과 감정, 정서를 표출하는 예술행위입니다. 상고시대부터 인간의 춤은 초월적 존

재인 자연과의 합일을 갈구하는 몸짓이 되어왔습니다.

공주 계룡산은 고대 신라5악의 하나인 서악(西岳)으로, 조선시대에는 3악 중 중악(中岳)으로 불려졌을만큼 우리 선조

들에게 숭상되어온 민족의 영산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과 풍수가들이 말하는 회룡고조(回龍顧祖)의 지형 탓에 영험한 기운을 가진 산이라는 이유

로 종교인들의 수도장이 되었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줘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가 계룡산의 자연이라는 열린 무대 속에서 국내·외 무용가들의 다채로운 춤을 통해 자연과 무용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주와 계룡산의 매력을 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게 알려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

춤무리의 무궁한 발전과 예술적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공주시장  

축   사

최고의 축제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분... 두분 해를 거듭할수록 힘을 모아 주고들 있습니다.

스스로 마라톤 주자들이 되어 주시면서......

하여 

큰 무리가 되어 계룡산의 울림이 그 빛을 더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10. 17

총감독     엄 정 자

모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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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거의 해마다 이들을 보아 왔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즐거히 일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움직여 가는

그러나, 안으로는 뜨거운 계룡산의 팀들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절로 움직이게 하는 뜨거움 이었습니다.

하여, 엄정자 춤꾼과  어느 해부터인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박일규 교수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그들의 모든 식구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분명, 계룡산의 상징이 될 최고의 축제가 되어 나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 라.    보!!!

2021. 10. 17

국회의원 정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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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의 변

메타버스(초월된 세계)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공연에 도입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보면 제페토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

를 만들어 뛰어 놀게 된다. 그곳은 우리에게 친숙했던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다양한 세계가 펼쳐진다. 현 세계

를 초월한다는 메타버스의 의미가 실감이 날 정도이다. 그 안에 만들어진 자연이란 재해가 없는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환경오염, 온난화에 따른 기상악화, 밀림파괴 등과 같은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만행이 없다. 사람들이 메타버스

의 세계에 열광하는 것은 이제 지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미지의 세계로 도망가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된 것

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몇 십 년이 지나면 지구는 멸망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연의 법칙을 따르

고 순응하며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로 26회째 맞는 계룡산 국제 춤축제가 계룡산 신원사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중하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계룡산은 살아있는 어머니같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 계룡산은 다정한 신의 손길로 우리를 쓰

다듬어주고 있다. 계룡산은 순수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 그 자연 속에서 춤추고 놀게 된 것은 신이 내린

커다란 축복이다. 붓다가 살아 숨 쉬는 이 순결한 절터에서 순수의 춤을 추면서 삶의 無常과 우주의 空을 깨달을 수 있

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2021. 10. 17

연출 및 예술감독      박 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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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퍼포먼스 _ 박수정 작가

박 수 정(필명_복천)

개인전2회(2016년) /다수단체전/ 중국교류전3회/ 이스라엘 초대전1회/
세계문화대회,중국인 페스티벌 등 다수의 문화교류행사초대 

현. 한국문화교육협회이사, 복딩이캘리그라피 대표
문화공간정스다방(카페/갤러리정스/동네기록관)대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32-6 
043-258-1009 / 010 7204 5658 / jeja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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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탁댄스 Kathak Dance _ Online Dance 1 (Pakistan)

안무·출연  Choreographer & Dancer _ Bina Jawward     출연  Dancer _ Zainub Jawward,
Saleema Jawward, Ismet Jawward

비나 자와드는 1974년 푼잡대학의 전통무용과를 졸업했으며 마하라즈 굴람 후세인으로부터 카탁
댄스를 사사받았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사설무용학교를 설립하여 전통무용 교육을 하고 있으
며 수많은 작품을 안무, 제작하였다. 또한 방송과 영화에서 카탁댄스를 안무하였으며 미르사 나세
르딘에게 보컬렛슨을 받아 춤과 노래를 통해 파키스틴과 세계 순회공연을 해오고 있다. 그녀의 무
용단인 하르사키안Harsakhiyan은 그녀와 3명의 딸로 구성되어 춤과 노래를 동시에 하며 연주,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카탁댄스는 일정한 스토리를 노래하며 춤추는 모든 종류의 춤을 지칭한다.
Bina Jawwar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Dance at Punjab University in 1974
and was taught Kathak Dance by Maharaz Gulam Husain. Since 1991, a private dance school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traditional dance education, and numerous works have been
choreographed and produced. In addition, he choreographed Kathak Dance in broadcasts and
movies, and has been touring around the world with Parkistin through dancing and singing after
receiving vocal lessons from Mirsa Nasserdin. Her dance group, Harsakhiyan, is composed of
her and three daughters, dancing and singing at the same time, performing and performing.
Kathak Dance refers to all kinds of dances that sing and dance to a certain story.

Bina Jawward

Zainub Jawward Saleema Jawward Ismet Jaw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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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ria Tongak Elizaveta 
Rotacheva

Adelina 
Alchinova

Ekaterina
Ivonina

Nika Kalinina Olga 
Ogorodnikova

음성 Voices _ Online Dance 2 (Russia)

안무 Choreographer _ Valeria Kasparova 출연 Dancer _ Valeria Tongak, Elizaveta Ro-
tacheva, Adelina Alchinova, Ekaterina Ivonina, Nika Kalinina, Olga Ogorodnikova
음악  Composer _ Tigran Hamasyan, Jacaszek

음성, 소리, 음악.... 내면에서 또는 외부에서 생기는 걸까? 하나로 또는 여러 개로? 크거나 작
게? 분명하게 또는 모호하게? 조화로 또는 증오로? 
이 모든 것은 단지 듣는 사람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Voices, sounds, music .... Are they coming from inside or outside? Do they sound in unison,
or are they separate? Loud or quiet? Decisively or in doubt? Are they at   enmity with each other
or create harmony? It all depends only on the   sensitivity of the listener.

Valeria Kaspa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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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바람을 안고 가다

행위예술 _ 신용구

바람은 무수한 상징성을 가진다. 자연의 바람, 인생의 바람, 우주의 호흡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
으로 잡히지 않는 존재일 수 있다.
그 상징적인 바람을  조각배, 한지 길, 실타래등의 상징적 오브제로 메세지를 풀어나가는 이미지
퍼포먼스이다.
삶과 죽음, 인연, 사랑, 그리움 ...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신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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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뜰을 거닐다 Empress Myeongseong, stroll the yard

연출 _ 박일규
안무·출연 _ 엄정자 출연 _ 강은주 김세하 민윤경 김민종 장재훈

1895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시해!    
오늘 이뜰에서 그녀의 절규를 본다.
그리고 꿈이라도 꾸어야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다. 황후는 부활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고!

- 생전의 명성황후는 계룡산 이곳 신원사에 중악단을 건립, 기도를 들여왔다고 한다. -

강은주 김세하 민윤경 김민종 장재훈

엄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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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Like the Wind

안무·출연 _ 제임스 전 출연 _ 정운식 음악 _ 베토벤 외

금강산은 신비의 산으로 전설이 많은 산이다. 금강산 절경에 반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금
인생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고 약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큰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지나 갈
때도 있다.
이 작품은 두 무용수가 바람처럼 살아온 각자의 삶을 무대위에서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임스 전

정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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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악(樂)과 무(舞)! 

안무 _ 안지석 출연 _ 안지석 신은오 오승진

제26회계룡산국제춤축제의 주제인 
無常, 空을 이야기하는 제주의 악과 무! 

안지석

신은오 오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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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汩曲)

안무·출연 _ 배정혜 출연 _ 한지혜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인생을 담아본다.
담겨진 그 속에는 사랑도 아쉬움도 기다림도... 이별도...
가곡은 가사 시조와 함께 정가로 일컬어진다.
시조 시에 얹어 부르는 예스럽고 고상한 노래 들로 
가장 예술성이 높은 노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시나위 조에 풀어내는 살풀이와 달리, 남창 가곡에 맞추어 자연물과 함께 그려낸 심
(深) 살풀이로 정중동의 내재한 에너지의 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배정혜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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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비 Woman & Rain _ Online Dance 3 (China)

안무·출연 Choreographer & Dancer _ 임가희 Lin Jiaxi 부안무 Sub-Choreographer _ Qian
Ankang 시놉시스 감독 Synopsis Director _ Zhang Niaoting, Chenyi, Zhangjiayu

여자는 물로 만든다고 하지만 내면의 힘이 있고, 여성의 위대함은 남성이 느끼지 못하는 힘이 마
치 비가 올 때는 여유롭고 아늑하지만, 비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친다.

Woman is said to be made of water, but woman have inner strength, and woman's greatness is
as if men are relaxed and cozy when it rains, but when the rain and wind blows stronger.

Lin Jiaxi Qian Ankang

Zhang Niaoting
Chenyi
Zhangji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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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가면 Bamboo Mask _ Online Dance 4 (Indonesia)

안무·출연 Choreographer & Dancer _ Ayo Sunaryo 프로모터 Promotor _ Nahoon Park     
출연 Dancer _ Egi Rivaldi, M. Bangun Prasetyo, Tegar Pamungkas, Rizky Haeruman, 
M. Rizki Abdilah, Shekar Ali, Rega Febria, Wening Galih Lasminingrat, Dilan Ardiansyah
음악 Composer _ Iwan Gunawan

대나무 가면은 대대로 대나무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나무에는 아름다움, 힘, 유연함과 날
카로움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나무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대나무의 철학을 통
해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배우세요. 대나무
는 샘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현재, 많은 대나무 숲이 파괴되었고, 주거지역이 되었
고, 공장이 되었으며, 더 이상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BAMBOO MASK tells the story of the journey of bamboo tre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bamboo tree there is beauty, strength, flexibility and sharpness. Since ancient times until
now, bamboo has become a force for growth and development. Learn from the philosophy of
the bamboo tree, how bamboo grew and was used by humans thousands of years ago. Bamboo
protects the springs, gives life to humans. Now, many bamboo forests have been destroyed,
become residential areas, factories and are no longer planted.

Ayo Sunaryo

M. Rizki 
Abdilah

Shekar Ali Rega Febria Wening Galih
Lasminingrat

Dilan 
Ardiansyah

Egi Rivaldi M. Bangun
Prasetyo

Tegar 
Pamungkas

Rizky 
Haeruman

Naho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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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계룡산 국제 축제
The 26th Gyeryongsan Mouta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김 성 규

개인전 17회
단체전 200여 회

현: White Forum, 홍익드림회, 한국미협 공주지부 회원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신소갤러리 관장

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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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 란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회, 부스 개인전 11회
단체전 다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327  110동303호
010 8951 0752

신들의 춤

몸짓 - Drawing



몸짓 -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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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날다

엄 정 제이(J)

2008년에 드로잉 시작하다
2011~ 다수의 드로잉展 참여
2018년~ Na Drawing 회원



몸짓 -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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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 계룡산 2

오 치 규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일본 니혼대학 예술학박사
개인전 27회



몸짓 -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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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사에서-1

이 재 걸

2010년 나드로잉전 (겔러리예향, 단성겔러리)
2010년 한국국제DRAWING대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2 한국DRAWING 50년展
2018 회화동인회동문전(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447번지 태승타워 7층 701호 
010-3423-1475
autumn19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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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정 봉 기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졸업(2008)
개인전 18회:인사아트센타(2020 서울)/N갤러리초대전(2019)

비앙갤러리 초대전(2014)/갤러리케레스타(2010)
FRY갤러리초대전(이테리피렌체2008)

단체전 및 아트페어 150회 이상: 
글로벌 아트페어(싱가폴 마리나베이센드 컨벤션센타2019)
부산국제아트쇼(백스코2016)
마니프 국제아트페어(5회참가)KIAF국제아트페어(4회참가)
작품소장: M&Q심포지엄(MASSA)/부산지방법원/충주시청

청주수암골/노블리제호텔/등 다수 및 개인소장

현: 한국조각가협회/한국미술협회/마르텔로 조각가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74-1 010 8898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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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초혼중에서

김 혜 식

2021「미얀마 사진전」 외 개인전 13회
2008「공산성」 사진집 외 3권 
2018「쿠바로 간다」 포토 에세이 외 6권 
2020「민들레꽃」 시집 출간

현 : 한국사진학회 운영위원



몸짓 -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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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두 희

개인전 7회 (2013~2019)
그룹전
2017,2018 대전국제아트쇼 (대전무역전시관)
2017 겨울동화전(인사동 리수갤러리)
2018 점이 선이 되기까지(인사동 포토하우스)
2019 아트대전 100인 릴레이 부스전(대전KBS홀)

現 : 남산사진연구소 대표

010 2933 4154 

제23회 행위예술 중에서



몸짓 -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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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비나이다 비나이다 중에서

류 창 화

1997~ 계룡산에서의 춤 기록사진전
전 : 대전일보 사진부장
현 : 중소기업 홍보대행사‘멋’대표

스튜디오‘앤드류’대표

1996년 1회 공연때 사진기자로 취재왔다가 첫인연을 맺어 1997년 첫 번째 ‘류창화 가을 계룡산
에서의 춤 기록사진전’을 시작한 것이 벌써 25회를 맞이하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하는 것 그
것이 보통사람의 인생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는 말처럼 계룡산에서의 춤은 저에게 조금
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25년째, 그리고 2022년 10월세째주 가을에도 계속될 기록사진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생입니
다.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류창화 드림



몸짓 -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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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호

현 :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추천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기록간사 역임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행복사진봉사단 부단장
대전시청 사진동우회 사진강의 및 촬영지도
대전시 남, 북부 여성가족원 사진 강의

010-6401-4388
seong5710@hanmail.net)

제25회 커튼콜 중에서



1996년 – 계룡산 춤의 시작
엄정자 한국춤무리의 “싸리꽃 image”와 “들꽃들의 바람”으로 시작

한국창작무용, 런닝타임 40분 

1997년 – 기록사진전 및 장르의 다양화
기록사진에 대한 메카니즘과 안목으로 지난 계룡산 춤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기록사진전’이라는 타이틀로 류창화의 사진 병행

이는 지난해의 춤을 관람하지 못한 관객에게는 유기적인 연관성으로 춤 관람에 도움

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춤무리의 한국무용 외 현대무용, 발레 등 춤 작가들의 참여로 ‘장르의 다

양화’가 이루어졌다.

2002년 - 비 오는 날의 정경
야외 공연이라 날씨에 민감

허나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받쳐들고 관람하는 고정 팬들이 있어, 무대의 열기는 더

욱 뜨거워졌다.

하여 날씨의 좋고 나쁨은 무관하게 되었다. 

이 또한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즐거운 계기가 된 해였다. 

2005년 - 열 번째 계룡산 춤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무대를 설치해주어, 지금의 안정적인 무대가 되었

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퍼포먼스, 외국 무용가가 참

여하는 등으로 풍성해졌다.

계룡산 국제 춤축제 GMIDF
The Gyeryongsan Mounta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자연의 기(氣)와 춤의 예(藝)를 접목하는 계룡산에서의 춤”

계룡산국제춤축제(GMIDF)는 1996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말에 열리고 있다. 무용수와 작가들이 ‘자연은 극대화, 인

위적인 것은 최소화＇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해왔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 댄스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국무용, 발레, 현대 무용, 춤의 드로잉 등 공연예술의 장르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성

장하고 있다.

“199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해 10월 셋째 주말에 동학사 인근 야외에서 공연을 펼쳐왔다. … 화려하기보다 작

지만 의미있게 시작하여 옹골차게 운영해온 성과로 여겨진다. 10년 정도 지났을 때 동학사와 관리공간 측에서 자발적

으로 야외무대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둘째 풍수지리상으로 한국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계룡

산의 나무, 바람, 햇빛, 개울 등을 배경으로 삼는 공연은 그 자체로 자연친화적인 특징을 지닌다.”

심정민,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함께 하는 지역 무용축제 – 계룡산에서의 춤」, 《춤》(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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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춤 드로잉의 시작
춤의 모습을 드로잉화, 2021년까지 총 11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 계룡산 춤 추진위원회 구성
계룡산 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체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초대 위원장 : 이종태 , 2대 위원장 : 신현국, 3대 위원장 : 조남수, 
4대 위원장 : 김필중

2017년-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
학봉리 및 공암리, 송곡리, 마암리, 봉곡리 등의 마을주민들과 계룡산 학춤을 개발
무대에 올리는 명실상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가고 있다. 

2019년 – 계룡산 국제 춤축제로 명칭변경 
미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터키의 5개 외국팀과 국내 8개 팀으로 풍부한 춤
프로그램을 구성
7인 작가의 춤 드로잉 전시 및 사진전시, 각종 체험 마당으로 명실상부 국제 춤축제
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1년 – 계룡산 국제 춤축제

주제: 空-無常

31



계룡산 국제 춤 축제(GMIDF) 참여작가 및 공연연보

년 도 참 여 작 가 부 대 행 사 주 제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엄정자와 자코밴드, 계룡산 마을주민, 진도북춤팀, 남정호, 
문진수, 서경희, 장혜주, 정수동,  White Wave Dance
Company(미국), Fairul Zahid(말레이시아), Işil Biçakçi(터
키),Lutgardo Luza Labad(필리핀), Wo Bo(중국)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7명의 작가가 담아낸 드로

잉전, 예술체험마당, 

신들의 산 -
확장과 공존

엄정자, 계룡산 마을주민, 대전통기타이야기팀(음악), 
법우스님, 강왕식/전중근, 구성회(음악), 남정호, 배주옥,
한남대학교 탈무늬, 대전쳄버, Soulmove, 신용구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12명의 작가가 담아낸 드

로잉전, 춤사진전, 
체험부스

엄정자, 계룡산 마을주민, 정승영/정경량(음악), 임현선, 
Fairl Zahid 외 3명, 강왕식/전중근, 다케이/라무홍, 신용구,
최성옥, 최재립 외 3명, 게렐마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12명의 작가가 담아낸 드

로잉전, 춤사진전, 
체험부스

엄정자, 문진수, 김동연, 임현선, 최성옥, 최지연, 치이후아,
장준, 라지만, 정승영/조영갑(음악), 셈플리스(음악)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도자전,

춤사진전,
춤드로잉전

엄정자, 법우스님, 캐서린조셉, 문진수, 김선미, 다케이, 
임현선,프르미에르발레단, 복성수, 대전챔버, 
김정열기타합주단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춤드로잉전,
춤사진전,

 엄정자, 조윤라발레단, 정승영, 문진수, 캐서린조셉,
박숙자, 프르미에르발레단, 조성환, 임현선, 복성수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춤드로잉전

김성수다례시연, 엄정자, 케서린조세프, 
프르미에르발레단, 다케이, 신용구, 창무회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춤드로잉전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신종철, 임현선, 도리트윈탈,
조윤라, 박숙자, 김영미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춤드로잉전

오진숙, 김상우, 문진수, 다케이,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법우스님, 김전미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춤드로잉전, 
페이스페인팅

엄정자, 강은주, 조철호, 김신일, 박성하, 문진수, 
김서연, 정소영, 법우스님, 대전기타오케스트라, 
서산박첨지놀이, 오진숙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엄정자, 강은주, 임현선, 김전미, 다케이, 
법우스님, 오진숙, 대전기타오케스트라, 최경실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권진순자연설치의상전

품 - 다

잇 - 다

다지다-펼치다

비움, 그리고 채움

여여(茹茹)로움

계룡산에서 “놀자”

드로잉이 있는 
계룡산에서의 춤

산속의 유랑극단

무형문화재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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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안지석, 평양·서울 평화통일예술단,
김원과 TanztheatreOnes, 김매자와 창무회,
HarsakhiyanDanceGroup(파키스탄), MitchAguilar외
1명(필리핀), Lin Jiaxi(중국)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7명의 작가가 담아낸 

드로잉전

신들의 산 -
한국의 산



년 도 참 여 작 가 부 대 행 사 주 제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임현선, 리듬라인팀, 오인우, 
남수정, 법우스님, 심현주, 강은주, 김용철, 정소영, 
와찌사라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권진순자연설치의상전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푸르고 
설탕은 달고 

개는 멍멍 짖는다

엄정자, 강은주, 김용철, 법우스님, 다케이, 
아누차수마만, 김정녀, 신용구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정형수, 오인우, 김용철,
타츠야쿠스하라,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김전미, 
최창덕, 서은정, 신용구, 박현우, 한대수, 이경숙, 
지성철, 오진숙, 정혜영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한상근, 서은정, 김용철, 
임현선, 김제영, 이정애, 최선, 최창덕, 박현우, 
김경원, 강은주, 추현주, 홍유진, 오진숙, 
아누차수마만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윤향숙의 닥종이인형전

엄정자, 이지은, 이춘화, 문치빈, 최영란, 김은경, 
강은주, 박숙자, 오진숙, 서은정, 김란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윤향숙의 닥종이인형전

박병천,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김연의, 김전미, 
문치빈, 오진숙, 류미환, 고경희, 민혜진, 홍유진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신용희의 연꽃사진전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윤덕경, 강은주, 김경숙, 
백정숙, 김수진, 정경미, 장문연, 박현주, 김정련, 
문치빈, 오진숙, 김영옥, 김신일, 김명회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박미르·서승희, 엄덕선, 
윤덕경, 조광자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송인숙, 오진숙, 김영옥, 
문치빈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박종열의흑백무용사진전
계룡산 자연환경생태전
홍정재의 페이스페인팅

엄정자와 한국춤무리, 오진숙, 김영옥, 문치빈, 
신명풍무악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홍정재의 페이스페인팅

엄정자 한국춤무리, 김영옥, 오진숙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엄정자 한국춤무리

우리가 소리쳐 
불렀을 때 산이 
대답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

무제

바람, 단풍이 있는 
정경

詩가 있는 정경

해설이 있는 정경

민속음악과의 교류

사진, 영상과의 교류

해설이 있는 정경

가을음악과의 교류

행위와의 교류

2008
엄정자, 강은주, 조광자, 엄태순, 최창덕, 다케이, 
최선, 박경숙, 김신일, 임현선, 백성스님, 
오인우, 김용철 

류창화의 춤기록사진전
권진순자연설치의상전 계룡산에서의 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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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월 셋째 주말이면 
자연은 최대한으로 인위적인 것은 최소한 이라는 슬로건으로 

충남의 명산 계룡산을 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제 춤축제이다.

On the third weekend of October every year, 
Nature, as far as possible, is concerned, with the slogan "At least what's artificial." 

Mt. Gyeryongsan in Chungnam Province as the Mecca of Dance 
It is 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at aims to establish itself.

계룡산 국제 축제(GMIDF)
Gyeryongsan Mounta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공주시계룡면
양화보건진료소

공연장

밥꽃하나
피었네 휴게소

신원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동길 1
T.041-852-4230

GMIDF 조직

010-7193-7504     https://www.gmidf.com공연문의

총감독 엄정자

고문
이종태      조남수

조직위원장
김필중

자문위원
정진석

연출 / 예술감독
박일규

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사무국

기획전략국

강은주  김경수  김필중
박일규  복성수  이태묵
이종태  조남수

위   원   장 김필중
수석부위원장 이태묵

추 진 위 원
김경수  김동일  
김영록  김혜식        
박미옥  변상섭  
서승렬  손중석  
이걸재  이성우  
정승영  조종찬  
조한희
(가나다 순)

공동위원장 복성수
강은주

춤 배정혜  안지석
제임스 전과 전운식

캘리 퍼포머 박수정

행위예술 신용구

사진 류창화  신성호
김혜식  남두희  

드로잉 김성규  소영란  
오치규  이재걸
엄정 제이  정봉기    
(가나다 순)

송창만
민윤경
이임숙
김수환
주인경
김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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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사로

양화저수지

신원저수지

양화리
마을회관

신원장여관





해마다 10월 셋째 주말이면 
자연은 최대한으로 인위적인 것은 최소한 이라는 슬로건으로 

충남의 명산 계룡산을 춤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제 춤축제이다.

On the third weekend of October every year, 
Nature, as far as possible, is concerned, 
with the slogan "At least what's artificial." 

Mt. Gyeryongsan in Chungnam Province as the Mecca of Dance 
It is 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at aims to establish itself.

제26회 계룡산 국제 축제
The 26th Gyeryongsan Mouta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