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무용의 날
,Seoul Korea
Event locations: Seoul Arts Center, The Shilla Hotel,
Museum of face & DMZ Dora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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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무용의 날 기념식을 환영합니다

저명하신 초청인 여러분 ,

지금 이 순간 나는 세계무용의 날 기념 정신으로 그냥 함께 춤추

사랑하는 무용 전문가 ,

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Dance Together”.

사랑하는 춤애호가
친애하는 여러분

세계무용의 날 기념식을 서울에서 할수 있도록 수락한 유네스코
극예술협회 (UNESCO-ITI) 와 ITI 국제무용위원회 (ITI-IDC) 그리고

지난 50 년 동안 더욱더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발과 경연대회가 열

세계무용연맹 (World Dance Alliance)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

리고 , 그들의 플랫폼에서 춤에 명확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헌

다 . 또한 UNESCO 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신과 전세계에 춤이 어떻게 강해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 보는 것

표현하고 싶습니다 . 또한 우리는 세계무용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

은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와 ITI 한국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무용단체와 모든

춤의 강력함과 막을 수 없는 기세란 ?,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주

무용예술인 그리고 이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솔선수

장하지 않고도 , 춤은 인류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향도

범하고 책임을 다한 전홍조 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있습니다 . 그리고 춤은 언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
다 .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 일어나는 모방일 수도 있으며 나중에
춤은 언어와 함께 스토리텔링 ( 동화구연 ) 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미세한 글로 시적 순간을 표현하듯 , 음악과 함께 스토리를 노래
할 수도 있습니다 .
춤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 한사람과 두사람과 그리고 다양
한 사람과 춤추는 순간들을 마주치기도 하고 , 당신은 누군가를
애도하는 사람 ,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 , 외로워하는 사람 , 열광하
는 사람 , 신이나 악마에게 서로를 연결하는 사람 , 또는 단순하게
무엇인가 기념을 맞이하기 위한 춤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
춤은 한정된 작은 지배계층 그룹이 아닙니다 . 특히 축제행사로
춤 추는 플래시몹 댄스나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Dance Bring
People Together” 라인댄스 한마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Mohamed Saif AL-AFKHAM
President ITI worldwide

Tobias BIANCONE
Director General ITI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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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
안녕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
‘2019 세계무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를 위해 애쓰신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김긍수 회장님과 전홍조 명예회장님 , 국제극예술협회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한국본부 최치림 회장님을 비롯
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유네스코 국제극예술협회는 전 세계 모든 무용을 장려하고 , 무
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현대 발레의 개혁자 장 조르주 노베르
(Jean Geores Noverre) 의 생일인 4 월 29 일을 ‘세계무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 특히 올해는 2017 년 중국 , 2018 년 쿠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무용의 날’ 총회를 개최하게 된 만큼 , 많은 분
들이 춤을 통해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무용 예술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모든 무용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무용인들이 소통하고 ,
우리 무용계가 더욱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바탕으로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 , 쉼표 있는 삶이 가득
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세계무용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 행
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무용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2019. 4. 2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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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김긍수입니다 .
말씀에 앞서 먼저 ‘세계무용의 날’을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한 4 월입니다 .
봄은 생명과 시작의 계절입니다 .
봄날의 순간은 천금과 맞먹을 만큼 값지다고
하였습니다 .
이렇게 귀한 계절에 맞이하는 ‘세계 무용의 날’은
1982 년 모던발레의 창시자 장 조르쥬 노베르의
출생일에 맞춰 4 월 29 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세계 무용의 날’ 행사는 매번 새로운 주제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됩니다 . 2019 년 올 해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태 평화의 춤’이란 주제를 통해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세계인이 함께 추는 평화의 춤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평화로 가는 길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 세계 무용의 날이 춤으로
이룬 평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년 4 월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김긍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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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용의 날 , International Dance Day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s
Since 1942

In 1982 the Dance Committee of ITI founded International Dance Day
to be celebrated every year on the 29th April, the birthday of JeanGeorges Noverre (1727-1810), creator of modern ballet. The intention
of the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is to celebrate dance, revel
in the universality of this art form, cross all political, cultural and
ethnic barriers, and bring people together with a common language
- dance.

Every year a message from an outstanding choreographer or dancer
is circulated throughout the world. The author of the message
is selected by the 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of ITI and the
Executive Council of ITI. The message is translated into numerous
languages and circulated globally.

Message Authors of International Dance Day
2019 Karima MANSOUR, Egypt
Karima
Ohad NAHARIN
2018
Salia MANSOUR
SANOU, Burkina Faso
Egypt GEBARA, LebanonIsrael
Georgette
Willy TSAO, Hong Kong, China
Ohad NAHARIN, Israel
Marianela BOAN, Cuba
2017 Trisha BROWN, USA
2016 Lemi PONIFASIO, Samoa and New Zealand
2015 Israel GALVAN, Spain
2014 Mourad MERZOUKI, France
2013 LIN Hwai-min, Chinese Taipei
2012Trisha
Sidi Larbi
CHERKAOUI, Lemi
Belgium
BROWN
PONIFASIO
2011 AnneUSA
Teresa DE KEERSMAEKER,
Belgium
Samoa and New
Zealand
2010 Julio BOCCA, Argentina
2009 Akram KHAN, United Kingdom
2008 Gladys AGULHAS, South Africa
2007 Sasha WALTZ, Germany
2006 King Norodom SIHAMONI, Cambodia
2005 Miyako YOSHIDA, Japan
2004 Stephen PAGE, Australia
2003 Mats EK, Sweden
2002 Katherine DUNHAM, USA

Willy TSAO
Hong Kong, China

Israel GALVAN
Spain

2001 William FORSYTHE, USA
Marianela
BOAN Cuba;
Georgette
GEBARA
2000
Alicia ALONSO,
Jirí KYLIÁN,
Russia,
Cuba LESUEUR, FranceLebanon
Cyrielle
1999 Mahmoud REDA, Egypt
1998 Kazuo OHNO, Japan
1997 Maurice BEJART, France
1996 Maya PLISSETSKAYA, Russia
1995 Murray LOUIS, USA
1994 Dai AILIAN, China and Trinidad
1993 Maguy MARIN, France
1992 Germaine ACOGNY, Benin and Senegal
1991
Hans
VAN MANEN, TheLIN
Netherlands
Mourad
MERZOUKI
Hwai-min
1990 Merce
USA Taipei
FranceCUNNINGHAM,Chinese
1989 Doris LAINE, Finland
1988 Robin HOWARD, United Kingdom
1987 Dance Committee Board
1986 Chetna JALAN, India
1985 Robert JOFFREY, USA
1984 Yuri GRIGOROVITCH, Russia
1983 No message issued
1982 Henrik NEUBAUER, Slovenia

Salia SANOU
Burkina Faso

Sidi Larbi CHERKAOUI
Belgium

Anne Teresa DE
KEERSMAEKER Belgium

Julio BOCCA
Argentina

Akram KHAN
United Kingdom

Gladys AGULHAS
South Africa

Sasha WALTZ
Germany

Norodom SIHAMONI
Cambodia

Miyako YOSHIDA
Japan

Stephen PAGE
Australia

Mats EK
Sweden

Katherine DUNHAM
USA

William FORSYTHE
USA

Alicia ALONSO
Cuba

Jirí KYLIÁN
Russia

Mahmoud REDA
Egypt

Kazuo OHNO
Japan

Katherine DUNHAM
USA

Maya PLISSETSKAYA
Russia

Murray LOUI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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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제 메시지 선포자

I became a dancer because of my desire to fly. The transcendence of gravity was always
something that moved me. There is no secret meaning in my dances. They are a spiritual
exercise in a physical form.

Abstract of the message from Trisha Brown, USA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2017

Make dance a movement of love, a movement of justice, the light of truth.

Lemi PONIFASIO, Samoa and New Zealand,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 2016

I realised that dance healed, it had an almost medicinal effect, it helped me to not be so
introverted and opened me up to other people.

Israel Galvan de los Reyes, Spain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 2015

Closer to me than anything else, it gives me strength each day through the energy and
generosity as only dance can. Its poetry comforts me.

Mourad Merzouki, France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 2014

In this digital age, images of movements take millions of forms. They are fascinating. But they
can never replace dance because images do not breathe. Dance is a celebration of life.

LIN Hwai-min, Chinese Taipei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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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hoto of Karim Mansour by Bassam Al Zoghbi

9
2019 세계무용의 날 국제메세지 선포자 카리마 만소우 ( 이집트 )
2019 세계무용의날 춤 메시지

움직임과 춤은 수직의 움직임에서 수평의 움직임으로 , 위 아래로 ,

최초에 움직임이 있었다 .. 시간의 여명 이래 , 춤은 강렬한 의미의

거꾸로의 움직임으로 . 그리고 움직임과 춤은 혼란이 창조되고 ,

표현과 기념이었다 .

재정렬 , 아닐수도 . 우리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으며 , 순간

이집트 파라오 벽화에 기반하고 현재까지 춤꾼에게 영감이되곤

에 지나가는 , 순간적인 순간이 교대로 ..

했다 . 춤은 신이나 여신을 떠올리게 하고 음악성 , 음색 (tone), 개

우리가 만지고 ,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 있고 , 우리에게 영감과 변

별 , 우주 의식 (cosmic consciousness), 그리고 더 많은 것 들로부

화를 주며 , 삶을 위한 움직임 .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표현의 힘이

터 균형을 이루는 것과 함께 그것들의 의미와 개념을 대변하고있

며 춤의 힘이다 .

다.
어느날 나는 “파라오 시대의 춤은 영감의 춤꾼 이나 관객들의 사
고를 높이며 삶을 잃고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위안이 되며 음
악과 춤은 인간존재 조건의 최상의 충동”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
우리 모두가 이야기 한 춤은 언어이다 . 만약 우리의 감각을 열고
경청하면 움직임은 모든사람에게 속해 있는 세계 공통어이다 . 경
청이 요구하는 것은 간섭없이 듣고 , 판단없이 듣고 , 침묵속에 듣
고 그리고 순간 순간 몸을 통해 움직임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
이것이 곧 진실이며 분명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춤은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이다 . 춤은 휴매니티 ( 인간애 ) 를 만날
수 있다 .
나는 사람들이 국경의 장벽을 뛰어 넘도록 초대 한다 . 정체성 ( 주
체성 ) 의 위기를 넘어 , 민족주의를 넘어 , 기준의 범위를 초월한 .
우리는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롭고 세계공통어인 춤으로 가속화하
자 . 나는 모든사람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춤을 추도록 , 그들
의 내적인 진실을 위하여 , 이것이야말로 내적인 움직임이며 , 내
적인 혁명으로 이어지고 ,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

우리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 우리는 춤추게 되고 춤은곧 삶이되며 ,
민첩하고 풍부한 적응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끊임없는 안무로
이어진다 .
카리마 만소우 , 이집트
지금은 어디에 연관성과 연결이되었는지 새로운 의미를 띠게되었

무용수 , 안무가 및 교육자

으며 , 우리의 재능 연결의 최저점이 어디인지… 춤은 우리에게 잃
어버렸던 연결성을 재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가장 인기있는 것으

카라마 만소우는 런던 컨템포러리 무용학교 컨템포러리 무용 학

로 남아 있다 . 춤은 우리의 근원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 문

사 / 석사를 졸업하고 , 카이로 이집트 예술아카데미 시네마 고

화분야 뿐만 아니라 가장 즉각적인 감각기관 , 사람별 개인별 , 핵

등학교에서 영화를 공부고 이집트로 돌아가 1999 년 이집트에

심과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 우리가 아직도 사회성이 있는 동물

MAAT 컨템포러리 무용단을 창립하였다 . 이후 20 개가 넘는 작품

로 합법화 한다면 .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었을때 , 우

을 안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제 무용 페스티발에서 공연하고

리 내적인 리듬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연결성을

있으며 , 20 개가 넘는 영화와 연극과 협업하고 있다 .

재정립 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

카리마 만소우는 MAAT 에서 컨템포러리 예술을 주로 하도록 하

춤은 문화의 공유이며 국경선을 넘은 공간도 포함하는 보편적 무

였으며 안무작업을 활성화 시켰으며 , 본인이 직접 또는 해외 초

언어의 언어이다 .

청인사를 모셔다가 웍샵을 진행하면서 무용영화 , 웍샵을 지도하
기도 하고 해외 초청인사를 모셔다가 오늘의 무용과 안무의 주요

우리의 몸은 표현을 위한 악기이다 . 목소리를 담는 그릇 , 우리의

논제를 논의 하기도 한다 .

생각 , 우리의 느낌 , 우리의역사 , 우리의 존재감 , 우리는 움직임
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하는 갈망이며 , 이러한 연결성을 움직임으

카리마 만소우는 1998 카이로 오페라 무용 연극 컴퍼니의 지도자

로 나타낸다 .

를 역임하고 , 발레 인스티튜트에 조교수로 활동하였으며 , 1999
년부터 2000 년 카이로 미국대학에서 무용과 시각예술학과에서

춤은 그들의 진실과 함께 연결성을 허락하는 공간이며 , 이것은

외래교수를 역임하다 . 현재 카이로 컨템포러리 무용센타 (CCDC)

요구되어진 조용한 공간이다 .

예술감독이며 , MAAT 산하에 컨템포러리 예술단도 경영하고 있

공간은 정적이며 , 침묵을 통해 우리는 듣고 , 귀기울이고 , 말하고

다 . 카리마 만소우는 프리랜스 안무가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적을 통해 이런 일련의것들의 관련성이 이루어지면 춤

에술가로서 자신의 안무작업을 그리고 공연자 , 지도자로서 국내

추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

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10
2019 년 4 월 28 일 — Gwanghwamun Square
“Dance Bring People Together” 라인댄스

11
2019 년 4 월 28 일 — Opera House
국립발레단 Sleeping Beauty

12
2019 년 4 월 28 일 — Museum of face
Performance

김선경 ( 여창정가 )

이승백 ( 타악 )

김병오 ( 남창정가 )

최보라 ( 판소리 )

장효선 ( 민요 )

윤문숙 ( 해금 )

윤선숙 ( 거문고 )

13
2019 년 4 월 29 일 — DMZ
Peace & Unity, Dance for Social Change
일정표
구 분

내

용

장 소

10:00~10:50

제 3 땅굴 영상감상 및 땅굴 체험

11:00~11:10

평화의 혼 _ 최보결 (10 분 )

도라산전망대 교육관 3 층

11:10~12:30

포럼“평화와 통일의 춤으로 사회혁신”
Peace & Unity, Dance for Social Change
Moderator: 이미희 Translator: 장혜진

도라산전망대 교육관 1 층

12:30~13:00

평화의 춤 _ 최보결
Siao Roung-Linear by Taiwan Focus Dance company
. 임진강예술단

도라산전망대 교육관 3 층

13:00~14:30

점심식사 이동
- 파주 장단콩 마을 , 자유시간

14:30

제 3 땅굴

출발

포럼 발표

Yunyu Wang

백영숙

최보결

Krima Mansour

Alberto Garica

WDA Global
Board Member

임진강예술단 단장

최보결 춤학교 대표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Author 2019

President of International Head of Dance Rearch
Dance Committee IDC
Centre, Shanghai Theatre
Academy

Visiting Professor,
Beijing Dance Academy

LIU Qingyi

Tatjana Azman
Executive Council Member
of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ITI

Siao Rong-Linear
by Taiwan Focus Dance Company

14
2019 년 4 월 29 일 공연 — Shilla Hotel

정현도

이하경

ㅡ제 34 회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금상

ㅡ 제 5 회 온나라궁중무용경연대회 ' 대통령상 ' 수상

ㅡ제 21 회 kbs 국악대경연 무용부 장원

ㅡ 이춤컴퍼니 대표

ㅡ현 국립국악원 무용단 상임 단원

ㅡ 현 국립국악원 무용단 상임단원

15
2019 년 4 월 29 일 공연 — Shilla Hotel
작품제목 : Guernica again

이동하
2015 paf 공연과 리뷰 “춤연기상 “
2016 크리틱스초이스 “우수안무가상”
2017 크리틱스초이스 “최우수안무가상 “

16
2019 년 4 월 29 일 공연 — Shilla Hotel
작품제목 : Duality

이루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학사 , 석사 졸업
2014 크리틱스 초이스 안무 및 출연 - 우수상 수상
2018 독일 국제 탄츠테아터 안무대회 안무 및 출연 - 3 등상 수상

안무자명 : 이루다
출연자명 : 이루다 , 김윤아

작품내용 :
내면의 대화 속 모순된 감정 , 균형과 불균형 ,
대립과 조화 그리고 선택과 결정 . 이중적 구조의 몸의 언어 .

17
2019 년 4 월 29 일 공연 — Shilla Hotel
작품제목 : Great Freedom

Taiwan Focus Dance Company
안무자 : Tung I-Fen
출연 : Lin Kuan-Yi, Tseng Ra-Yuan, Cho Yu-Chieh,
Weng Ming-Hung, Cheng Wei, Chang Yu-Chia,
Tan SEN cai, Hsien Chih-Ying, Lao Pui Lon,
Chang Ching-Yi, Chang Wen-Ting, HuYu-Cheng,
Hu Yu-Cheng, Cheng Ching-Wen, Chen Yi-Chen,
Lin Chia-Liang, Lin Jyun-Yi, Chen Yu-Chiao,
Ho Meng Chen, Lin Yu-Hua, Huang Ting-Jung,
Lin Yu Hua, Lin Pei-Xin, Huang Ting-Jung, Liu Yu-Syua,
Chang Fang-Yu, Wang Chih-Shen, Chen Yu Chiao,
Hsu Li-En, Yeh Yung-Chen, Chou Nan-Chieh,
Hsieh Cheng-Yu, Huang Jo-Hao

18
ITI & UNESCO

UNESCO
It was due to the dedication and initiative of Sir Julian Huxley, the first

ITI is a strong supporter of UNESCO and appreciates the long-term

Director General of UNESCO, that the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strong support that UNESCO has granted to ITI.

ITI was created in 1948. In fact, ITI was the very first NGO to be
created by UNESCO.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ITI

Since the beginning UNESCO and ITI have worked together closely,

Founded in 1948 on a UNESCO initiative, the International Theatre

and the two organizations continue to be strongly connected. The
goals of UNESCO in the fields of science, education and culture are
heralded not only in the ITI Charter but in the projects and activities
of ITI on a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 An ethical outlook, based
on having respect for one another – regardless of gender, age,
religious belief and ethnicity – are the guidelines of UNESCO that ITI
follows most ardently.
In 2015, UNESCO and ITI started a joint project called the ITI/
UNESCO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the Performing Arts.
Since its inauguration, different activities involving its members and
cooperating groups have been undertaken, such as student festivals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directory performing arts educational

Institute ‘s mission is to promote peace, coope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arts, to encourage the practice of
performing arts around the world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artists. The ITI has become the world ‘s largest
organization for the performing arts with about 100 centres and
cooperating members around the world.
Since its inception, one of the major features of the ITI has been to
break down barriers that seemed insurmountable, by promoting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and encounters between artists.
International Dance Day (29 April) and World Theatre Day (27 March)
have both been created to celebrate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institutions.

theatre and dance.

For 2021, the first ITI/UNESCO World Performing Arts Capital is

info@iti-worldwide.org
www.international-dance-day.org

scheduled which follows UNESCO and ITI’s shared goals and is
intended to give access to the performing arts and its education to
everybody.

19
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of ITI, World Dance Alliance & World Dance Ambassadors

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IDC)

World Dance Ambassadors

The 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seeks to develop the study
and practice of dance, through activities such as the patronage
of international festivals, the organization of workshops for
young professionals, and event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Dance Day - particularly the release of the International Message.
The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and the 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collaborate with the World Dance Alliance and other
dance organization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ww.iti-worldwide.org

Alicia Alonso, Cuba

Cristina Hoyos, Spain

World Dance Alliance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invaluable and enthusiastic support of

The World Dance Alliance (WDA) is an independent, non-profit

well, the Executive Council of ITI has selected the first ever World

cultural organization. Its mission is to serve as a global voice for

Dance Ambassadors: Alicia Alonso from Cuba and Cristina Hoyos

dance and dance professionals. It encourages the exchange of

from Spain.

some of the world’s most highly distinguished figures of dance as

ideas and hopes to raise the awareness of dance in all its forms.
WDA has an overarching global executive that operates through its
regional centres. WDA is the main dance partner organ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ITI, and as such closely collaborates
with ITI and its Dance Committee (for instance in the selection of the
message authors for International Dance Day).
www.wda-ap.org

Event Organizers
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Working Team
CHEN Zhongwen
Deputy Director General
CHEN Simin
ITI Project Officer
Tom JOHNSON
ITI Project Officer
TANG Yiming
ITI Establishment Officer

World Dance Alliance Korea
Working Team
총예술감독 : 전홍조
총감독 : 김긍수
총연출 : 강경모 ( 신라호텔 기념식 및 공연 )
총연출 : 이미희 (DMZ 포럼 및 공연 )
국제통역 : 장혜진 (DMZ 포럼 )
DMZ 기획 : 배문
총진행 : 강혜정 원혜인

20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조직도

고문

김혜식 , 정귀인

명예회장

전홍조

자문

박인숙 , 김정수 , 류분순 , 황문숙

회장

김긍수

부회장

강경모 , 김남용 , 문훈숙 , 윤수미 , 이미희 , 이해준 , 최태지 , 황규자

감사

심도희 , 이대건

콩쿨부문위원

김남용 , 윤수미 , 이해준

학술부문위원

이미희 , 장정윤

해외교류부문위원

강경모 , 박나훈 , 장혜진

이사

강혜정 , 고현정 , 국은미 , 김경영 , 김광진 , 김길용 , 김나영 , 김성용 , 김수인 , 김승일 , 김용철 , 김유미 ,
김은미 , 김주성 , 김주원 , 김태훈 , 김형남 , 김형희 , 노현식 , 류분순 , 류주현 , 문희철 , 박근태 , 박순호 ,
박은화 , 박인숙 , 박진덕 , 박태희 , 박현옥 , 배주윤 , 서연수 , 설자영 , 성재형 , 신창호 , 안귀호 , 안덕기 ,
양성옥 , 우혜영 , 유선식 , 유지연 , 윤석태 , 이소은 , 이영철 , 이화성 , 장운규 , 전성재 , 정보경 , 정신혜 ,
정옥희 , 정현진 , 정형일 , 정혜진 , 정희자 , 조미송 , 조주현 , 최리나 , 최소빈 , 최은정 , 최은희 , 최진수 ,
최진욱 , 태혜신 , 홍성욱 , 홍순미 , 홍은주 , 황혜원

사무이사

원혜인

사무간사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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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ance Committee

www.iti-worldwide.org
www.international-dance-day.org
www.wda-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