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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작된 나무닭움직임연구소의 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모여 지역의 환경(지리, 전설, 민담, 민속 등을 포함)을 활용한 

공연물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예술작업이다. 

올해는 <꿈꾸는 길_The Dreaming Road>라는 주제로 인형제작자, 

무용수, 작곡자, 플라멩코 연주자들, 배우, 극작가, 저글러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협력 작업을 진행했다. 전쟁과 개발, 기후 문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는 지구촌의 난민들을 생각하며 작품을 준비했다.   

그 성과로 거대인형과 탈, 장다리, 춤, 그리고 라이브 노래와 연주로 

어우러진 퍼레이드와 야외극이 만들어졌고, 10월에는 입주작가들이 각자의 전문

적인 공연 장르로 창작한 작품을 발표했다. 

특히, 등 인형(Lantern Puppets)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사과여신과 

12지신 인형들은 한가위 맞이 길놀이에서 선보여지고, 청송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 축제를 일구어내는 데 보탬이 되었다. 

I. 프로젝트 환경 만들기
       Environmen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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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 연보

2009_  <물, 공간과 서사 Water, Space and Narative> 

2010_  <지구를 식혀라 Cool the Earth>

2011_  <움직이는 전설 Moving Legend>

2012_  <춤추는 전설 Dancing Legend>

2013_  <멧돼지 대이동 Wild Boars En-masse Exodus>

2014_  <물의 기억 The Memory of Water>

2015_  <할머니 이야기 The Grannies Story>

2016_ <꿈꾸는 길 The Dreaming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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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8월

창작 및 협력작업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2016년 8월 6일~15일

도도캠프와 숲속공연예술캠프, 
한여름밤 공연예술잔치

DoDo & Forest Performing Art Camp
Midsummer Night Performing Art Festival

2016년 7월 16일~
      8월 15일 

지역주민 춤 워크숍
인형극 워크숍

플라멩코 워크숍

Dance Workshop
Puppet theater workahop

Flamenco Workshop

2016년 8월 28일
~11월 6일

특별기획_등 인형 제작

Special Project-Lantern Puppet 
production

2016년 10월 20일~ 
      11월 6일 

입주작가 
창작물 발표

Presentation of Residency Artists

2016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 지도
The Map of Itr. Environmental Theater Proje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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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

‘꿈꾸는 길’ 진행 일정

7. 1 ~ 7. 15 환경연극 프로젝트 환경 구성 

7. 15 ~ 7. 19 국내외 예술가들 입소 및 오리엔테이션

7. 20 ~ 8. 5 거대인형 및 탈, 장다리 제작 / 인형극, 춤 워크숍 진행

8. 4 ~ 8. 10

도도캠프 

무대 장치, 소품, 의상 제작 

야외극 연출 및 쇼케이스 리허설

숲속공연예술 캠프 준비

8. 11 ~ 8. 14

숲속공연예술 캠프 진행

한여름밤 공연예술잔치

환경연극퍼레이드 및 야외극 공연

8. 15 ~ 8. 17  공간 정리 및 평가회 

8. 28 ~ 9. 14  랜턴인형 제작 워크숍

9. 19 ~10. 19 입주작가 창작 발표 준비 및 소극장 공연 기획

10. 20 ~10. 21  소극장 기획공연 ‘입주작가 창작물 발표’

10. 26 ~11. 6 청송사과축제 ‘사과여신 맞이 마을 밟기’

11. 7 ~11. 30 
참여 예술가들 및 스탭들의 보고서 작성, 

기록물 정리, 작품집 발간

The Project Schedul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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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닭움직임연구소에서의 생활
Life in the Namoodak movement Lab.

2016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외 예술가들과 씨알노리꾼

들은 평화로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한솥밥을 먹으며 지냈다. 공동체의 삶

은 예술 작업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관점과 실천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 예술은 삶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품위 있

고 아름다운 삶을 향한 실천임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하루 일정 Daily Schedules

7:30 ~ 8 :30 아침식사

8:30 ~ 9:00 예술가 회의

9:00 ~ 12: 00
작업 
(창작 및 협력 작업, 워크숍, 거대인형 만들기)

12:00 ~ 1:00 점심 & 짧은 휴식

13:00 ~ 18:00
작업
(창작 및 협력 작업, 워크숍, 거대인형 만들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장다리 훈련

20:30 ~ 21:30 스탭회의

22: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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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천막극장 세우기 Community Tent

이끔이 Facilitator : 장소익 Chang Soik

참여자 Participants : 예술가들과 씨알노리꾼 Artists&Core members

환경연극에서 연극을 만든다는 행위는 곧 연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연 참여자

들이 함께 들어가 살 하나의 ’환경‘을 창조하는 일이다. 공동체 극장을 세우며, 

한여름밤 이곳에서 펼쳐질 유토피아를 상상한다.

12



스타돔 Star Dorm

이끔이 Facilitator : 박윤희 Katherin Park

참여자 Participants : 예술가들과 씨알노리꾼 Artists&Core members

환경연극 캠프 참여자들과 아티스트들이 스타돔을 세웠다. 스타돔은 야외극 공

연 무대로도 사용되어지고, 환경연극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손님들의 

잠자리로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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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작 및 협력작업
       Creative and Collabor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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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작 및 협력작업
       Creative and Collaboration Work

▲ 거대인형 및 탈, 의상 제작 
    Production for Giant puppet, Mask, Costume 

 •꽃밭 아이들 Children of Flower Garden

 •꽃의 정령들 Spirits of Flower

 •꿀벌들 Bees 

 •쪽방맨 Refugee House puppets 

 •소년 The boy 
 •해골대왕과 해골들 King of skeleton 
 •집시, 저글러, 각설들 Gypsies, Juggler, Beggars

 •돌고래 Dolphins

 •바다의 여신 Goddess of the sea.
 •포세이돈 Poseidon

 •물고기들 Fishes

▲ 장다리 제작 Production for Stilts 

▲ 테이블 인형극 워크숍
    Table Puppet workshop

▲ 음악 워크숍 Music workshop

▲ 춤 워크숍 Danc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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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 아이들 
 Children of Flower Garden 

이끔이 Facilitator : 엄정애 Eum Jeong-a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서천꽃밭에는 15살이 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이 꽃들을 보

살핀다.  물을 주고, 정성껏 꽃피우기를 돕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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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정령들  
 Spirits of Flower

이끔이 Facilitator : 류미화 Ryoo Mi Hoa 

협력작업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플라멩코 워크숍 참가자들 Flamenco workshop members

씨앗을 뿌려 꽃 피우는 일은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있다. ‘꽃 피우기’에 정성을 다하는 꽃의 

정령들은 대자연의 생명질서에 기운을 북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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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들   
 Bees 

이끔이 Facilitator : 엄정애 Eum Jeong-ae

협력작업 Collaboration: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우리 가슴에 빈약한 사랑, 인자함, 우정을 보여 주는 꿀벌들, 

꿀벌은 사랑의 메신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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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맨   
 Refugee House puppets 

이끔이 Facilitator : 장소익 Chankg Soik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삶터를 빼앗긴 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존재들, 그들

은 다시 정착할 터전, 꽃과 텃밭이 있는 집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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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년 
 The boy

이끔이 Facilitator : 임은혜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터키 해변에 세 살 배기 아이가 파도에 떠밀려왔다. 

“마치 살아 있는 듯 했어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팔과 다리, 얼굴이 살아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물속에 빠진 지 

한 시간도 안된 듯 보였어요. 전 미처 감지 못한 아이의 눈을 

가만히 감겨줬어요.” 

(아일란 쿠르디 최초 발견자 아딜 드미르타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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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대왕과 해골들   
 King of skeleton 

이끔이 Facilitator : 장소익, 임은혜 Chankg Soik,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죽음의 바다, 해골대왕과 해골 무리들이 바다를 거닌다. 해골대왕은 

난민들의 삶터를 파헤치고 아이를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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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 각설이들  
 Gypsies, Baggers & Jugglers 

이끔이 Facilitator : 김지현, 허 훈, 메튜

협력작업 Collaboration : 플라멩코 워크숍 참가들, 씨알노리꾼

길 위에서 집시들과 각설들이 춤을 춘다. 이주민들이 저글링을 한다. 

길 위에서 놀고, 길 위에서 꿈꾼다. 

22



돌고래 
 Dolphins

이끔이 Facilitator : 류미화 Ryoo Mi Hoa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맑은 오카리나 소리와 함께 돌고래들이 몰려온다.

돌고래들이 춤을 추면서 소년이 실린 배 주위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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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여신 
 Goddess of the sea

이끔이 Facilitatior : 임은혜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장소익 Chang Soik, 

채점영 Che Jeom Young, 배정희 Bae Jeong Hee

바다의 여신은 해골대왕과 맞선다. 그녀는 해골 무리로

부터 소년을 구해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넌다. 바다의 여

신은 소년을 소년의 엄마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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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세이돈 
 Poseidon

이끔이 Facilitatior : 임은혜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장소익, 류미화, 씨알노리꾼

포세이돈은 거친 풍랑을 일으키며 죽음의 바다를 삼킬듯 포효한다. 

물고기들이 그의 뒤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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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 
 Fishes

이끔이 Facilitatior : 임은혜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김산, 도도캠프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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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
 Angels

이끔이 Facilitatior : 임은혜 Lim Eunhye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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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리 제작 
 Making the Stilts

이끔이 Facilitatior : 장소익 Chang Soik, 천무진 Cheon Moojin

협력작업 Collaboration : 씨알노리꾼 Core Members

장다리(Stilt)는 나무닭움직임연구소의 야외극과 퍼레이드에서 빠질 수 

없는 주된 공연예술도구이다. 탈과 장다리를 착용한 공연자들은 초월

적인 존재로 변신하고 거리와 마당을 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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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인형극 워크숍 
Table Puppet Theater Workshop
2016년 7월 31일~8월5일,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작업장에서 

인형엄마 엄정애님과 함께 테이블 인형극 워크숍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각 참가자들의 창작 발표회를 가졌다. 

* 워크숍 참가자들의 인형극 제작 

  김재은(상주)_ “팥죽할멈”

  채수헌(대구)_ “티코와 황금날개”

  임현희(남양주)_ “선문대 할망”

  이경진(남양주)_ “지렁이국 먹고 눈 뜬 이야기”

  박화순(의성)_ “투발로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송수지(안동)_ “강냉이”

  황태자(청송)_ “강아지와 염소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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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멩코 춤 워크숍 
 The Flamenco Dance Workshop

이끔이 Facilitator :  김지현 Nuevo Flamenco Company

참가자 Participants :   김정주, 이현숙, 현남숙, 건달바, 

남궁숙연, 강수아, 김고은, 김진

선, 씨알노리꾼

플라멩코(Flamenco)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한’을 표현하

는 민속장르로서 전 세계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다. 가무악 즉, 노래, 춤, 기타(음악)이 필

수 3요소이며, 특히 무용수의 발구름-사빠떼아또가 굉장히 인상

적인 무용이다.  

본 워크숍에서 진행 된  작품은 ‘Tango de Triana’ 로 플라멩코 

참가자들은 퍼레이드 공연과 야외극 <꿈꾸는 길>에서 집시 배역

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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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끔이 Facilitator : 설호종 (타악궤범)

참가자 Participants :  류미화, 이현숙, 현남숙, 김인석, 

  강수아, 채신자, 김진선, 씨알노리꾼

까혼은 스페인어로 ‘상자’를 뜻하는데, 악기를 소유 할 수 없었던 흑인 노예들이 앉아있던 

상자를 두들기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유래된 악기이다. 페루에서 처음 만들어 졌으며, 스페

인의 플라멩코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드럼, 봉고, 콩가 등 다양한 

타악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장르에서 연주되어 지고 있다.

1회차_ 카혼의 역사 및 음악 이론, 기본 타법과 기본 리듬 훈련 

2회차_ 기본 리듬 훈련/스피드 훈련 / 카혼 리듬 (룸바) 

3회차_ 카혼 리듬(땅고) + 플라멩코 무용과 합동 연습, 카혼 리듬 (불레리아스) 

4회차_ 드럼 스타일 카혼 연주 방법/ 8비트 연주 젬배를 치는 방법과 음악에 적용하는 방법 

5회차_ 16비트 연주 / 월드 리듬(칼립소, 삼바 등) 연주  

6회차_ 총 연습 (플라멩코 무용과 함께하는 카혼 연주)

7회차_ 워크숍 발표회 (공연)

타악기 까혼, 젬베 워크숍
 Cajo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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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주민을 위한 춤 워크숍
Workshop for Cheongsong villag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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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역주민을 위한 춤 워크숍으로 

볼리비아 무용수 Maria가 이끄는 

라틴 댄스 워크숍과 다문화 가족 여성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청송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두 개의 워크숍을 통해 

각각 10분 가량의 작품을 만들고 발표했다. 

Ⅲ. 지역주민을 위한 춤 워크숍
Workshop for Cheongsong village People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만의 움직임을 찾아본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만나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공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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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모스: 라틴아메리카 전통춤”

•춤 워크숍 주요내용

감사의 원형 춤들과 바차타, 

파차마마(대지의 여신)에게 영광을

라틴아메리카 커플 춤; 바차타와 살사

팅쿠: 만남

신체의 리듬감

움직임의 부드러움

언어 없이 소통하기

작품 연습 및 발표회

 •일시 : 7. 19(화)~8. 12(금) 

            화, 금 저녁 7시~ 9시 총8회

 •장소 : 나무닭움직임연구소 강당

 •참가대상 : 청송 지역 주민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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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춤 워크숍

전사의 몸 = 열린 마음 : 창의적인 전통

표현의 경험과 춤의 놀이, 참가자들의 출신과 꿈을 나누고 
이것을 춤으로 표현한다. 

•춤 워크숍 주요내용

현재의 움직임

지구의 핵심으로부터 온 전통 춤들

존재와 부드러움

우리는 다르고 또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춤을 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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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연예술캠프
       Performing Art Camp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장다리, 탈, 거대인형 등, 

거리공연의 기술을 익히고, 환경연극 퍼레이드 공연자로 참여하면서 평화

로운 대자연 속에서 땀과 놀이의 기쁨과 자부심을 얻는다.  

올해는 4박5일 ‘숲속공연예술캠프’에 앞서 9박10일 과정인 ‘도도캠프’가 

처음으로 열렸다. 도도캠프는 공연예술 창작과정을 배움과 동시에 참여

자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재능실험실 및 인문 소양을 북돋아주는 인문학 

강좌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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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촌 만들기

스타돔 만들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럿이 

힘과 지혜를 모아 야외 공연무대이자 숙박 

장소이기도 한 스타돔을 만들었다.  

‘도도캠프’ Dodo Camp

 8월 6일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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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리와 거대인형

도도캠프 참가자들은 매일 창작 워크숍 과

정으로 거리공연예술의 중요한 요소인 장

다리 타기와 거대인형 만들기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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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와 함께 하는 

“재능의 순간” 

볼리비아 무용수 마리아가 이끄는 재능실험실! 

도도캠프 참가자들은 매일 1시간씩, 자신의 재능을 발견

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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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강좌
 
주경야독, 농부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듯이 도도캠프 참가자들도 낮에는 

몸을 쓰고 매일 저녁 인문학 공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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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그리고 도전”

‘숲속공연예술캠프’ 
Forest Performing Art Camp

 8월 11일 ~ 15일

 Meet and Challenge 

42



“모험”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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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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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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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여름밤 공연예술잔치
           Midsummer Night Performing Arts Festival

한여름밤 공연예술잔치는 8월11일~14일까지 매일 밤, 나무닭움

직임연구소 마당에서 열린다. 

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자의 공연물을 가져

와서 청송지역주민들과 캠프 참여자들에게 선사한다. 

춤, 타악, 인형극 워크숍 참가자들도 각자의 발표물을 선보임으로

써 지역 주민 및 국내외 예술가들 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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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8월11일(목) 저녁 7시30분

▲여는 마당  
   Opening Ceremoney

  ‘꿈꾸는 길’ 짧은 공연_ 씨알노리꾼과 도도캠프 참가자들 
   ‘Dreaming Road’ Showcase_ Core members & Dodo Camp particpants

▲다문화 여성 춤 워크숍 발표_ 청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ance Workshop Presentation_ Cheongsong Multi Culture Family Center

▲오카리나 연주_ 조금자 
   Ocarina_ Cho Geum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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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8월 12일(금) 저녁7시30분

▲ 마술쇼_ 김지웅(배우 / 서울)

     Magic shows_ Kim Jiwoong(actress/seoul)

▲ 인형극 ‘바리공주’_ 엄정애(인형제작자 / 미국)

     Puppet performance ‘Princess Bari’_ Eum JeongAe(puppeteer/USA)

▲ 1인극 _ 신수영(배우/제주)

     Solo Performance_Shin Sooyoung (actress/Jeju)

   
▲ 라틴댄스 워크숍 발표 _ 청송지역주민      
     Latin Dance workhop presentation_Cheongsong peoples

 
▲ 마리아 춤공연 _ Maria P.G. (무용수 / 볼리비아)

     Danc e_ Maria P.G(Dancer/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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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8월 13일(토)

▲ 저글링공연_ 듀란 메튜 (저글러/프랑스)
    Juggling Performance_Duran Matthieu(Juggler/French)

▲ 플라멩코 춤-타악 워크숍 발표_워크숍 참가자들
    Flamenco workshop presentation 

▲ 플라멩코 공연_ Nuevo Flamenco Company/서울 
    Nuevo Flamenco Compan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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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퍼레이드 
            Parade

•일시: 2016년 8월14일 오전11시
•장소: 청송읍 일대



준비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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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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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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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야외극  
            Pageant 'Dreaming Road'

•일시: 2016년 8월14일 오후 7시30분
•장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야외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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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및 배역 Character & Part

A. 꽃밭 
•연출 -마리아 (director- Maria)

•꽃밭 아이들, (강유진, 백지원, 백승연, 오세빈, 유우주, 노을, 심차민 )

•꿀벌들 (50cm 장다리) 임은희, 권은지, 이도윤, 김대근, 박채윤, 곽강, 정인철

•꽃들 - 송수지, 이주은, 김고은, 강수아, 김새은, 이현명, 김정주

B. 난민
•연출-장소익 (director - Chang Soik)

•합창1 : D팀

•쪽방맨 - 윤경, 류미화, 김소영, 김승현맘, 이지홍, 윤영돈 부부

•아일란 - 김주혜, 장해밀, 이연석,

•해골대왕 - 장소익

•해골들 - 이선재, 이송훈, 차상호, 송세원, 송도원, 김승현, 김태인

C. 바다
•연출-매튜, 수영 (director- Matthieu, Sooyoung)

•바다의 여신 - 수영

•포세이돈 - 남수민, 김현기, 웬벳암, 박호성, 윤성현, Durin Raphael.

•물고기들 - 김산, 박병찬, 이두현, 이충현

•배너 물고기 (11) - 우찬결, 김도영, 유우찬 외.

•피아노맨 - 장지만

•춤추는 집시들 -  서옥진, 김진선, 김정선, 김정주, 이현명, 남궁숙연, 김고은, 김새은, 

강수아, 이현숙, 현남숙

•저글러 -  신민석, 박경덕, 배정은, 황창인, 장지원, 신승미, 정형은, 김승현, 오민정, 

최지민, 신민수, 김용범, 최현, 김태호

•각설이들 - 허훈, 엄정애, Durin Crystele, Durin Herve, 황윤, 김병희, 김은숙, 김현주,

•돌고래들 - 정하늘, 윤성용, 전용우, 김한결, 강선우)

•합창2 : A팀

D. 해변가
•연출 - 임은혜 (director-Lim Eunhye)

•천사들 - (정윤미, 노희주, 예지, 승은, 박시은, 윤지효, 문정인)

•합창3 : B팀

•연주 : 조금자 (오카리나), 강정민(기타), 설호종(타악), 장지만(피아노)

•무대스탭 : 박형주, 송동욱

야외극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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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밭   Flower garden

꽃과 꽃밭아이들, 꿀벌들이 평화로이 춤추며 노니는 꽃밭에 핏물이 섞여들어온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꽃밭이 핏물로 물든다. 벌들이 달아나고, 꽃들이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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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   Refugee

쪽방맨들이 피난길에 나선다. 해골이 나타난다.

해골 대왕은 아일란을 요구한다. 

쪽방맨들은 잠들어 있는 아일란을 꺼내주고 쪽방을 차고 도망간다. 

해골들은 아일란을 보고 울지말라고 달랜다. 

해골대왕은 아일란은 데려간다. 아일란의 엄마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민다. 

해골대왕은 아일란을 내어주고 엄마를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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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네. 걷고 또 걷네. 

고단한 직립의 생이여! 

태초에 하느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지.

 

머리는 하늘에 닿아 꿈을 꾸는 존재였고...

아, 그러나 저 직립의 짐승은 너무도 많이 걸어왔네. 

머나먼 길을, 가도가도 끝이 없는 길... 

떠돌이들처럼, 도망자처럼, 도둑처럼, 걷고 있네. 

밤은 깊었는데 갈 곳이 없어..  

인간! 덩치만 커져 버린 인간! 

한없는 욕망,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 

화만 내는 인간! 

화를 부르는 인간! 

병들어버린 인간! 

오늘 밤, 우리는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노래해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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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   Sea

바다의 여신은 아이를 바다에 띄운다. 거친 파도소리와 함께 배 하나가 떠있다. 피아노맨이 

연주를 시작하자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포세이돈이 물고기들을 거느리고 바다를 누빈다. 집시들이 춤을 춘다.

이민자들이 길 위에서 저글링을 돌린다. 각설이들이 춤을 춘다. 

맑은 오카리나 소리와 함께 돌고래들이 몰려온다. 돌고래들이 춤을 추면서 소년이 실린 배 주

위를 돈다. 멀리서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들린다.  



67

4. 해변가   Beach

아일란이 누워있다. 천사들이 춤을 추며 아일란을 맞이한다. 

엄마가 아일란을 안는다. 천사들 춤을 추고 합창대가 자장가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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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꽃밭   Flower garden

천사들과 엄마와 아일란이 꽃밭을 거닌다. 

꽃밭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꽃들이 다시 일어난다. 

쪽방맨, 집시들이 등을 들고 와서 소년 둘레에 내려놓는다. 

꽃밭에 다시 벌들이 날아든다. 

멀리서 난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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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특별기획_ 등 인형 제작 
           Special Project_Lantern Puppet production

8월30일~9월13일까지, 영국 핸드메이드 퍼레이드 팀을 이끌

고 있는 거대인형제작자 Andrew Kim과 함께 랜턴인형을 제작

했다. 기초적인 제작법을 익힌 후, 열두띠 동물(십이지신)과 사

과여신을 제작했다. 

이 랜턴인형들은 청송사과축제를 보다 마을과 지역주민들이 중

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면서 제작되었다.

‘사과여신’은 청송지역민들이 사과와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

의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대인형이고,  ‘십이지신’은 열두 달을 의미하는 시간과 

계절의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져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만든 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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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형 워크숍 
 Lantern Puppets Workshop

이끔이 Facilitator : 앤드류 김 Andrew Kim

참가자 Participants :  장소익, 임은혜,  김경종, 문병희, 이대영, 

남수민, 정윤미, 정인철, 지순연, 류미화, 

박화순, 송수지, 채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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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맞이 길놀이 
 Parade for Thanks-Giving days

•일시 : 9월14일 오후7시30분
•장소 : 청송읍 소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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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사과여신 마을 밟기와 
사과축제 공연
 Village Parade of Apple Goddess in 
  Cheongsong Apple Festival

10월 26일~11월 3일 매일 저녁 6시
청송읍 8개 읍면 마을에서 ‘사과여신 맞이 마을 밟기’라는 

이름으로 2016청송사과축제 사전축제가 진행되었고, 청송

사과축제 개막, 폐막 공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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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 기획공연

Ⅸ. 소극장 기획공연
       Indoor  planning Performance

-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 발표

나무닭움직임연구소의 국제 환경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하는 마당이다. 올해 7월부터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작업장에서 거주했던 작가들

이 ‘난민(Refuge)’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전문 장르별 작품을 창작했다.

프랑스에서 연극을 전공한 신수영은 1인극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의 아픔을 

표현했고, 한국의 플라멩코 공연집단인 ‘Nuevo Flamenco Company'는 집시들의 음

악과 춤을 준비했다.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강냉이‘와 ’강아지와 염소’를 테이블 인형

극으로 정성껏 준비한 송수지,황태자,박화순님의 작품 또한 전쟁난민과 환경난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내었고, 프랑스 저글링 공연자 메튜는 마임과 저글링을 통해 이

민자 뿐 만 아니라 바로 우리네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매일 공연을 마친 후, 공연진과 관객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네 삶의 자리를 들

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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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땅을 떠났는가
How we left our land The Road

신수영 (제주)

14살 때 시작한 연극은 그녀에게 상상력과 해석을 통한 창조와 표현의 무한한 공간이 되었다. 수영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현대 무용의 방식을 도입하여 언어의 장벽과 차별을 허물고자 

했다. 4년 전, 제주도에 삶터를 두고 활동 중인 그녀는 몸이 곧 언어이고, 움직임이 곧 이야기라는 공

연 철학을 갖고 열정을 펼쳐내고 있다.

1인극

이  공 연 은  자 신 의  집 이  있 는  지 역 에 서 

갑 자 기  일 어 난  엄 청 난  자 연  재 해 로  인 해 

강 제  추 방 된  가 족 에  대 한  이 야 기 다 . 

무 언 의  움 직 임 으 로  보 여 주 는 

하 나 의  시 적 인  해 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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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공연

노래 마린 ㅣ 기타 강정민 ㅣ 타악 설호종 ㅣ 무용 김지현

바람의 여행
Los Viaj es Del Viento

누에보 플라멩코 컴퍼니 
Nuevo Flamenco Compancy (서울)

2009년 창단 이후, 2011년 첫 번째 작품 <Noche de 

Flamenco>를 발표하면서 정통 플라멩코 3대 요소인 

Cante(깐떼:노래)-Baile(바일레:무용)-Toque(또께:

기타)가 모두 갖추어진 작품을 한국 최초로 선보였으

며,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전일 전석 매진이란 

흥행을 거두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플라멩코 3대 

요소가 갖춰진 플라멩코 앨범 <Nueva Sangre>를 발

표함으로써 한국 플라멩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새로운’이란 뜻의 ‘Nuevo(누에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항상 새롭고 신선한 시도를 통하여 플라멩코 공

연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이끌어나가고자 한다. 

우연처럼, 운명처럼 플라멩코가 삶으로 들어왔다. 

애절한 기타와 토해내듯 부르는 거친 노래, 

그  깊 은  선 율  위 에  불 꽃 같 은  춤 으 로 

희열과 행복, 때론 짓누르는 슬픔과 외로움을 담아 

바 람 의  여 행 을  떠 난  자 들 이  있 다 . 

시 공 간 을  뛰 어 넘 어  바 람 처 럼  집 시 처 럼 

세상을 흐르는 여행자들이 벌이는 기쁨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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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이 블

인 형 극

워 크 숍

발 표

인 형  제 작 과  대 본  작 업 ,  공 연 까 지 

세 명의 초보 공연자가 만들어낸 옴니버스 인형극.

전 쟁 의  불 안 과  피 난 길 에  고 향 을  생 각 했 던

권정생 선생님의 동시 ‘강아지와 염소 새끼’, 

‘ 강 냉 이 ’ 를  각 색 한  인 형 극  두  편 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섬에 물이 차올라 

투 발 로  섬 을  떠 나 야 하 는  로 자  이 야 기 

‘투발로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를 

한 데  엮 어  만 든  익 살 스 럽 고 , 

한 편 으 로  사 무 치 게  그 리 움

이  밀 려 드 는  인 형 극 이 다 .

박화순, 송수지, 황태자 공동연출 및 출연

강냉이
Corn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청송에 살고 있는 황태자 님은 2009년도부터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와 함께 인형극 작업을 해왔으며 <주왕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 

강아지 똥>에 출연했다. 의성초등학교 교사 박화순 님과 점곡 예든 

어린이집 교사 송수지 님은 작년부터 인형극에 푹 빠져서 노래인형 

극 <강아지 똥> 공연에 참여했고 인형극을 통한 예술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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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

저 글 링

공 연

메튜 작/연출

푸르른 사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망명
Far from the blue of our mosques : The exile of a father

메튜 DURAN MATTHIEU (프랑스)

 

프랑스에서 예술사를 전공하였고, 8년 동안 세계를 여

행한 후 지금은 제주도에 정착하여 다국적 거리예술단

체 ‘살거스’의 저글링 공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빛과 

불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다.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마련해주는 빛과 불은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로 

연결해주는 끈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튜의 공연에서 빛

과 불은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파리로 이주해 온 한 아이가 

다 락 방 에 서  아 버 지 의  새 로 운  인 생 과 

망 명 의  기 억 을  발 견 한 다 . 

오 스 만  가 로 수 길 의  심 장 인  푸 르 른  사 원 , 

삶의 근원적인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나간 

아 버 지 의  인 생 이 

다 른  단 계 로  재 건 되 어 가 는  과 정 을 

저 글 링 과  마 임 을  혼 합 한  형 식 으 로

재 현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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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기록들
       Documents

•국내외 예술가 소개
•스태프, 씨알노리꾼 소개
•국내외 예술가 및 스태프들의 글
•진행일지 
•도움주신 분들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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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예술가

장소익 So-ik, Chang 

•연출가 /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총연출, 장다리 교육 및 안무

임은혜 Eun-Hye, Lim

•작가 /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시나리오 작업 및 인형 제작

엄정애 Jeong-Ae, Eum

•인형작가 & 인형엄마 / 미국
•인형극 워크숍 및 제작

앤드류 김 Andrew Kim

•랜턴인형 제작자 / 영국  
•랜턴인형 제작 및 워크숍 강사 

마리아 페라도 구즈멘 
María Peredo Guzmán(Dance)

•볼리비아 무용수
•안무 및 춤 워크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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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호종 
•타악연주
•카혼 워크숍 강사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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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만 Ji-Man, Chang

•작곡 / 서울

•야외극 음악 작곡 및 연주

김지현 Kim Jihyeon

•플라멩코 무용수 / 서울
•플라멩코 워크숍 강사 및 공연

강정민 Gang Jeongmin

•플라멩코 기타연주 / 서울

메튜 Matthieu

•저글링 공연자 / 프랑스
•저글링 교육, 공연

류미화 Ryu Mihwa

•공예가 / 청송 
•인형 제작 및 공연

신수영 Soo-young, Shin

•배우 / 제주

•저글링 교육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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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민 

•캠프 매니저
정윤미 

•의상매니저

이선재 

•주방매니저

임은희 

•인형공방 매니저

김  산 

•인형공방 매니저

정하늘 

•공간매니저

강유진 

•통역및 번역

김창숙 

•요리사

스태프,
씨알노리꾼

서옥진 
•플라멩코 워크숍 매니저

Staffs & Core Members
박형주
•무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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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짜리 꼬마아이가 터키 해변에 떠밀려 왔을 때, 

이 아이의 죽음을 되새겨야 한다. 

결국 환경연극프로젝트에서 실현했다. 

매년 찜찜했던 참여 예술가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공동연출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1막은 마리아, 3막은 매튜 수영, 4막은 은혜, 2막과 마지막은 내가 책임을 맡으며 협력을 이끌어냈다. 잘한 것 같

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면 좋겠다.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외극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퍼레이드와 독립적으로 100여 명의 공연진이 만들어가는 큰 규모의 야외극,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여러 숙제

들이 보인다. 많이 보인다. 환경연극 개념으로, 특별한 무대, 특히 조명기술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전에. 

점차 이런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진 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 

10일간의 도도캠프는 두드러진 하나의 실험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바쁘다. 

여유를 가지고 바쁠 수 없을까? 일찍부터 차근차근 고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1년의 과정이 정리되어 하나의 

길이 마련되면 어떨까. 

프로젝트 기획부터 함께 하는 논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해본다. 공연인류 공유재로서 환경연극프로젝트를 

향하여. 

모두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에 기적으로 지나왔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공부하고 서로에게 삶의 강렬

함을 주었다. 태양을 따라서. 

장소익 (총연출)

국내외 예술가 및 스태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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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 비도 내려주지 않았던 한 달 간의 메마른 날들이었지만, 새벽만큼은 언제나 안개와 이슬

로 땅과 대기가 촉촉했다. 그 새벽녘, 나는 누군가의 부름이라도 받는 양 눈이 떠졌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아

일란 크루디를 빚었다. 아일란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의 눈감은 얼굴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손과 발을 만들었다. 

그 어느 인형보다 천천히, 느리고 깊게 종이를 발라가며 아이를 만들어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여름, 아일란처럼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을 느꼈던걸까?…  때때로 두려움까지 밀려왔다.

바다에 생을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넋들을 생각하며 바다의 여신, 포세이돈, 물고기 인형들을 만들었고, 해골인

형들도 만들었다. 다른 해 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올해 코어 멤버들의 열정은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다. 

"바다를 건너 에게해 섬으로 가려던 난민들이 익사한 것은 인류의 수치이다"

아일란의 시신을 옮겼던 지플락 경사가 말했다. 세월호 아이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뒀

던 이 사회 어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수치를 모르는 사회,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에 맞선 작업이 ‘꿈꾸는 길’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섯 살 딸과 아침마다 길을 걷는다. 아이는 길 위에 죽은 개구리들을 발견하고 들여다본다. 

밤사이 로드 킬을 당한 고양이 사체를 보게 되고, 포크레인이 나무를 할퀴고 쓰러뜨리는 것을 본다. 어디서 와서 어

떻게 죽었는지 모를 너구리를 밭에서 발견한다. 죽음을 대할 때 아이는 진지하다.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아이들,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삶터를 떠나

야 했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어둡고 망망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던 아이는 어떻게 공포를 이겨냈을까... 전쟁터

에서건, 난민촌 혹은 방공호에서건, 총성이 멈춘 사이에 아이들은 곧 놀 자리를 만든다. 공을 차거나 딱지치기를 하

거나 실뜨기 놀이, 공기놀이를 하며 논다.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피아노를 치며 평화를 갈망했던 피아니스트도 있다. 

그들은 그렇게 놀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평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번 환경연극 프로젝트 ‘꿈꾸는 길’은 인간의 탐욕과 전쟁과 죽음이 끊이질 않는 길 위에서 평화의 자리를 만들

어내는, 꿈꾸는 존재들을 위한 헌사이다.  

임은혜 (시나리오 작가 및 인형제작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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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닭움직임 연구소의 정체는 무엇일까? 

 몇 년 전 지인인 허훈 음악감독님과 청송 사과 축제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한 후 바로 옆에 있던 나무닭움

직임 연구소 장소익, 임은혜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보다 몇 해 전 공연을 했

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던 날에…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많은 과거지만 그렇게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를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하는 연구소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타악기 워크샵 제의가 왔다. 타악 캠프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고, 여러가

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플라멩코 타악기인 카혼 워크샵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플라멩코 춤 워크샵

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플라멩코 춤, 카혼 워크샵은 서울에서 진행해도 참여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지 중 

오지인 청송에서 워크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되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 너무 궁금하였

다. Welcom to CheongSong Flamenco Cajon Workshop!! 

 워크샵 사전 미팅을 하러 가는 청송은 정말 멀었다. 헉헉 거리며 도착한 청송에서 알게 된 것은 워크샵 진

행과 한여름밤공연예술잔치(공연), 퍼레이드, 야외극공연도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은근히 설랬다. 평소에 새로운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내 직업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됐다.

 이번 워크샵의 가장 큰 적은 더위였다. 더구나 환경연극제인 만큼 에어콘도 없는 연습 공간과 숙소. 한시

간 한시간이 더위와 싸우는 순간들이였고 간신히 버텨냈다. 타악기들도 너무 더웠는지 소리가 축축 쳐졌다. 

하지만 배우러 오신 분들의 열정으로 워크샵은 잘 진행되었고, 한명 한명의 소리가 채워지면서 타악 공연이 

만들어 지고 있었다. 

 동시에 퍼레이드와 야외극 공연 준비가 진행되었다. 퍼레이드에서 내 역할은 퍼레이드 하면서 두드릴 수 

있는 ‘폐품을 이용한 타악기’를 만들고, 실제 퍼레이드에서 연주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었다. 큰 정수

기 통을 이용해서 매고 칠 수 있도록 끈을 매고 스틱을 만들었다. 전날까지 악기와 연주 리듬은 준비되었다. 

설호종 (타악연주, 카혼 워크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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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드를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였다. 더위만 문제였다.  

 타악 발표회 날짜는 다가왔다. 타악기와 춤이 어울리는 발표 작품을 준비하였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

연은 사람들에게 잠재된 힘을 주는 것 같다. 모두 너무 잘 해주셨다. 작은 실수는 서로 웃는 얼굴에 모두 날아

가고, 끝난 뒤 서로 잘했다는 감동만 남았다. 

 밀집모자를 샀다. 나는 농부들이 밀집모자를 쓰는 이유를 전혀 몰랐다. 퍼레이드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몰

랐다. 퍼레이드 당일도 당연히 더웠고, 햇볕도 우리를 내려찍고 있었다. 나는 선두차량에 탑승해서 그 위에서 

타악기를 치게 되었다. 기타와 보컬도 있었다. 그 선두 뒤에 인형들이 쭉 늘어섰고, 중간 중간 퍼레이드 타악

팀이 위치했다. 드디어 시작되었고 차도를 막은 채 우리는 나아갔다. 선두 차량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어느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더운 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만들고 

장다리 연습을 하고 악기를 두들기고…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건지가 가장 중요했다.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

해서 이야기 하고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준비했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눈물 참

으면서 타악기 치는 건 너무 웃겼다. 

 야외극 공연 ‘꿈꾸는 길’은 모기들과 같이 준비했다. 사실 지나고 나니 모든 준비는 이 야외극을 위한 것

이였다. 분명한 것은 그 중요한 사실을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 공간의 예술성을 극대화 시킨 

‘돔’, 모기, 숲 속 공연 예술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춤과 타악 워크샵에 참여하신 분들, 코어들, 예술가들까지 

마지막 공연인 야외극을 통해 정점을 찍는 것이다. 역할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순간 

만큼은 다들 즐겁게 공연했다. 그 때 같이 고생한 모든 분들이 고맙고,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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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한 여름동안 청송이란 곳에서 8일동안 워크샵을 한다는 말에 의야했다. 그 곳이 어던지도 몰랐던 터라 

그런 외지에서 이 춤을 한다는게 도통 상상이 되지 않았다. 처음엔 이 일을 다른선생님께 맡기고 준비과정을 지켜

만 보았고, 워크샵이 시작된 당일 청송에 같이와서 한 이틀 도와주고 주왕산구경과 맑은공기 마시고 서울로 올라가

려고 생각했다. 

청송은 내가 국내에서 다녀본 곳 중 가장 멀게 느껴졌다. 끝이 없이 달리고 산을 넘고넘어 도착한 폐교.  인적이 

드문 그 시골에  예쁜 구름과 덥지만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고, 운동장에서 커다란 동그란 무언가를 만드는 사

람들과 긴 다리를 타고 다니는 신기한 아이들이 보이고, 커다란 인형을 만드는 인자한 인상의 선생님을 보았다. 이

상한 조합이다. 

첫 수업을 하러 강당에 모였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어머니뻘 되는 분들까지 25명정도 모여있었다. 아..이 조합은 

뭐지? 의문은 차차 알아가기로하고 강사선생님을 도와 flamenco의 요소와 기초테크닉의 이해를 도왔다. 한시간 지

날 무렵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 분들의 반짝반짝한 눈빛들이 서서히 나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flamenco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이곳에 단순히 춤을 추고 발표회를 준비하는과정이아니라 집시들의 순수

한 몸짓과 소리를 이해하고 싶었고, 나 또한 무용수로써 진정성을 되새기고 싶었다. 그것은 이곳과 닮았다. 이 공간

과 사람들이 마치 집시같았다.

주 강사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내가 머물기로 확정된 후 나는 바빠졌다. 이틀 머물면서  자세히는 몰랐던 터라 

시스템과 목적 파악에  기울였다. 퍼레이드와 연극 그리고 공연까지..나는 서울을 다녀와야만 했다. 18명의 플라멩

코팀의 의상과 소품이 필요했다. 두번째 서울에서 청송가는길은 책임감과 의지로 가득했다. 청송은 멀지만 보물같

은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하게 되었다. 너무 아름다웠다. 화려한 의상과 소품을 본 우리팀원들은 다들 들떴다. 덕

분에 공연에 설레임과 긴장감이 감돌면서 모두 책임감을 다했다. 서로 칭찬해주고 배려해주는것을 보고 잃어버렸

김지현 (플라멩코 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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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배움의 순수한 감정을 되새겼다. 캠프에 참가한 많은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어느순간 이 곳에 흡수되어버렸다.

각 파트의 예술가들의 공연을보고 비로소 우리가 만드는 연극의 주제를 이해하게되었다. 난민...

평생 오갈곳 없는 집시 또한 그런 설움이 가득할 것 같았다.

우리팀 또한 바닥을치고 손벽을치며 소리를질렀다. 다들 너무 멋지게 해내었다.

청송 별빛 가득한 밤 장작 불빛에 흙더미에 앉은 관객앞에 춤을 추었던 것은 평생 잊지 못 할 것같다. 

공연을 마치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더운 더위에 아이들은 장다리를 타고 저글링을하며 

힘들어했지만 끝나고 나무그늘에 앉아 짜장면을 먹었을 때는 그 힘들이 날라가버렸다. 퍼레이드의 피곤도 잠시 리

허설에 바로 들어갔다. 장소익선생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위에 나 또한 긴장하게 되었다. 모든것은  `꿈꾸는 길’ 연

극을 위한것이였다. 처음엔 운동장이 공연장이 될 줄도 몰랐고 아이들 또한 체험인 줄로만 알았는데 감동이였다. 모

두가 하나가 되어 난민을 이야기하였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기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었던 어린아이들부터 각 파트의 예술가들, 스텝들 모두가 하나가 되

었고, 자연이 선사하는 무대에서 많은걸 얻었다. 한 여름밤의 꿈처럼 그 시간은 좋은기억만 남았다. 이곳에서 느꼈

던 마음 평생 잊지않고 싶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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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는 자장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고 약초 냄새를 맡을수 있고 제 눈에는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하고 해왔는지 정말 기쁩니다. 나무닭에 도착했

을 때 가장 큰 놀라움은 그물코 카페와  잘 만들어진 나무 벽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잘 어울리는 도서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작업을 다섯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 청송 다문화 센터와의 무용 워크숍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입니다. 저는 또한 이주한 아내입니다. 집을 떠나 새 삶을 찾고, 새로운 문화 속

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룹과 함께 춤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전사가 마음을 열었다" 라는 과정은 현대 무

용에서 민속 무용의 미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주 여성들과 함께 예술 연구에서 창작 된 춤

입니다. 나무닭 원형 극장에서 공연의 밤을 위해 준비한 드레스를 입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

니다. 사랑스러운 이주은씨에게 책임자로써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라틴 댄스 워크샵 "Vamos a Bailar!( 춤 추자)"
이 그룹 또한 매우 특별했습니다. 40 세에서 65 세 사이의 모든 여성들은 매우 활발하셨고 살사, 메렝게 및 바차타의 즐거운 

풍미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가자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댄스를 만드는 것이 복잡했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참가자

의 수가 달라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공연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춤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것은 소중한 것이니깐요. "Abre que voy"("나는 열어 본다")를 발표 한 후 저희는 축제에 합류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습

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초대에 응해주었습니다.

3. 재능의 순간
10 대들과 오후 3시쯤,그들의 재능을 찾으려고했습니다. 대단 했어요. 저는 십대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

을 알고 놀랐습니다: 무엇을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능숙합니까? … 90 %의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크게 한국말로 날

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은혜씨, 소익씨와 함께 한국의 교육과 이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애들은 학교에 의해  기계화된 것 입니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은 이 세대의 인간적 마음을 죽입니다. 우리 (부모님, 교사, 예술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느끼고 표현

할 수있는 더 나은 전략을 생각해야합니다.

마리아 페라도 구즈멘 （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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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외극 출연자를 위한 리듬 운동
저는 얼마안되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해골들, 돌고래들, 꽃밭아이들, 꽃들, 벌들, 천사들, 해마들 그리고 물고

기들의 춤을 가르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들은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에 매우 만족했습니다.퍼레이드 와 야외

극을 하는 동안 저는 6명의  무서운 꽃밭 아이들중 한명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공간과 시간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고 춤 리허설은 훌륭했습니다. 야외극 최종 발표는 준비 시간이 짧고 아이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했습니다.

5. 춤공연
그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Hola o adiós? 우리가 떠날 사람에게 작별 인사 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떠나기 전

후에 무한한 관료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물속에서, 죽음을 향한 깊은 여행을 하고있습니다. 청중은 잘 이

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어른들은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의상, 주제 및 

안무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제가 프로젝트에서 만난 모든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저에게 큰 감탄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겸손과 노력에 영감을 받

았습니다. 항상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제가 채식주의자임에도 항상 좋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통역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무닭 공동체는 모든 좋은것을 주셨습니다. 저

는 축제가 9년과 10년 넘게 기쁨으로 가득차 있기를 마음과 마음이 혁명을 위해 열리길 바랍니다. 혁명은 자아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나는 변화하기 시작해야합니다. 혁명은 자유를 바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이상적인 가장 좋은 두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 선재군. 이 청년은 항상 미소 지으며 항상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항상 작

은 인사부터 가장 큰 인사까지 안녕과 작별 인사를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열, 피로 또는 고통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가, 요리사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또래의 모든 이가 그와 같다면, 한국 사회에 많은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대 (모니카가 사랑한)경희는 결코 불평하지 않고, 일하며 사람들의 좋은 것을 말하면서, 그녀는 이 캠프에 도움을 주었

고, 공유하고, 함께 참여할 놀라운 사람들을 데려왔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녀가 나에

게 멋진 일을 한 첫 주. “너는 내 가족이야.”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 보지 않으면 아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는 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적 인 예술가, 정중하고 완벽 주의자. 제 인생에

서 만난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예술가 란 무엇인가? 예술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예술을 만들지?

이 질문은 이 곳에서의 여행 중에 저에게 늘  했었습니다. 예술가는 관중, 새로운 세계의 마음 속에 창조 할 수있는 사람입니다. 야

채를 재배하거나 음식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많은 필수품 목록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티스트는 사랑과 연민,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의 단순하고 복잡한 감정을 

우리 작품을 통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술은 혁명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비인간화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

해 존재합니다. 예술은 인간이다.

2016년에 대중과 공연자분들 모두 퍼레이드와 공연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물, 연결, 공유, 학습. 나무닭

이 계속되길! 사회에 희망과 열정을 계속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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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I hear the beautiful voices of the children singing a Lullaby, smelling the herbs and in my eyes, I will keep the 
memory of  images of life and death. Children and parents were very happy!

I feel very glad to see how the project is growing. The biggest surprise when arriving was the Cultural Café and 
all the well made wooden walls. I wish I read Korean, because it looks like a well equipped library for a rural area.

 
My work was divided in 5 parts this time:

1. Dance workshop with Multi-Cultural Center of Cheongsong
It is always an honor to work with migrant people. I am also a migrant wife. There is so much about leaving 

home, searching for a new life, so much straggling within a new culture…and so much beauty translated to dance 
with this group. The process called “WBOH Invented Tradition” went from contemporary dance material towards 
the aesthetics of folkloric dance. A dance created in artistic research with migrant wives of Filipins, Vietnam and 
Cambodia, birds flying towards their destiny. Very joyful to see them and their families enjoying the night of the 
performance in Namoodak dome area with the dresses prepared for this occasion. Thank your the coordination to 
adorable Ms. Jueun Lee

 2. Workshop of latin dances “Vamos a Bailar!”
This group was also very special: All women between 40 and 65 years old, they look very active and open to re-

ceive the joyful flavor of Salsa, Merengue and Bachata. It was complicated to create a dance when the assistance 
was so variated, changing quantity of participants every class. But I think we did a great job the night of perfor-
mance. It is priceless to see people enjoying their bodies, their dance. After the presentation of “Abre que voy” 
(“open that I come”) we invited people to joint the fiesta. Everyone was so happy and receptive.

3. Talent Moment
Three afternoons with teenagers, trying to find their talent. It was hectic. I felt very surprised to see that for 

teenager generation is very complicated to answer this question:  What do you want to do? What are you good at?.. 
The 90% stayed quite or ignoring me, speaking in loud Korean about the weather. Waw what a shock. I connect 
this phenomena to the conversations I had with Mss Grace and Mr Chang Soik about the education in South Korea. 
These kids are lobotomized by school. They are so tired, that they can´t think or desire anything else. And that kills 
the human heart of this generation.

We (parents, teachers, artists) need to think other, more and better strategies to wake up this souls, to act, react, 
feel and express themselves.

María Peredo Guzmá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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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hythmic Movement for some characters of Pageant
I enjoyed creating humble mouvements and teaching the dance of Skulls, Dolphins, Children of the garden, 

flowers, bees, angels, sea horses, and the groups of fish, skulls and skeletons. It was fun, they were connected to 
the music, and learned well. I feel very satisfied with my method. During the parade and the pageant I danced one 
children of the sacred garden with other 6 persons.

During the camp, the space and time were well organized for Korean way, and the transmission and rehearsal 
of dance was good. The final presentation in the pageant was excellent considering the short time of preparation 
and the inexperience of children.

5. Swimming I came here
It had three parts: Hola o adiós? About when we say good bye to someone who is leaving. Papers a testimony 

about how migrants suffer doing infinite bureaucracy before and after leaving. And Under water, an intimate trip 
towards the death. Audience received well , children loved the paper part and adults felt connected with the last 
part. Artist gave me valuable feedback about the costume, the subject and the choreography.

All the artist and all the voluntary powerful women and men that I met this year in the project, inspire me big 
respect and admiration, specially their humbleness and hard work.

The food during all the time was excellent. Being a vegetarian I had always good possibilities.
I want to thank Yujin for translating me all this time.
And to the Namoodak community for all the goodness they provided me.
I wish the festival gets to its 9 and 10 years full of joy and with minds and hearts open for the revolution. Revolu-

tion starts inside the self. If I want to change something, I must start for changing myself.
Revolution only can happen when there is a search of freedom.
The best examples of this ideal in this year, are for me two persons:
From the youg generation: Sanje. This young man is the only one who is always smiling, always taking care of every-

body around, always says hello and good bye from the smallest to the oldest. Never complains about heat, tiredness 
or pain. An example for all of us. He´s an excellent artist, cook and person. If every one of his age was like him, many 
things were different in Korean contemporary society.

And from the old generation Geong He (beloved Monica) Also never complaining, aways working and saying good 
things of people, she brought to this camp amazing persons to help, share, participate. Hard worker more than 
anybody from early morning to night, always working with love. The first week of the work she thought me some-
thing wonderful: “you are my  family” she said. And I understood that if we don´t take care of each other, nobody 
will. I would love to meet her again in future projects. Creative artist, respectful and perfectionist. One of the best 
persons I met in my life.

 
As a side note-The last week of my presence in Namoodak, my notebook disappeared. All my reflexions, notes, 

poems, thoughts of meetings, sketches, everything was in that notebook. I felt completely lost. I felt completely 
foreigner and alone. I understood how a refugee feels: helpless. I guess because of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nobody seemed to understand the emotional and creative importance this notebook had for me. After 5 day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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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 doesn’t appear and that brings me a very bad feeling. In Bolivian culture, If you stay in the house of some-
one and something disappears inside the house, that means you are not welcome there. During the four days of 
festival I felt seek and sad, my stomach and chest in pain. The feeling you can´t trust people should never happen 
in a community. The first principles a community has to stay together is love, respect and trust.

 Humble advises from a foreigner:
-   Think always in Quality before than Quantity. It is better to have a small group of happy people 

than a big group of confused people.
-   Have more support people in puppet building (paper machée)
-  Be clear from the beginning about what do you expect from people and what they can expect from 

the program.
-   Work more in environmental education during the camp, starting from small details, for exam-

ple: insisting that kids shouldn’t trow trash everywhere every time they eat.
-  Make sure to never get drunk in front of children. If drinking is part of your culture and you need 

to drink, race you children teaching them to consume it without abuse, for amusement, in a con-
scious way.

 
What is an artist? What is the importance -if any- of art? Why to make art now and here?
This questions accompanied me during my journey here. An artist is a person who can create in the mind of 

spectators, new worlds. It is not as useful as growing vegetables, or selling food, or providing internet services. 
Society has a long list of necessities. And to feel is a very important one. Artist are in this world to transmit trough 
our work the simple and complex feelings of love, compassion, sometimes joy and sometimes sadness. Art invites 
to revolution. We exist to save people from dehumanization. Art is human. 

In 2016, public and performers very satisfied with the parade and the performance. New people, new nets, con-
necting, sharing, learning.

Keep going Namoodak!
Keep giving hope and compassion to your socie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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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국제 환경 연극 프로젝트에 초대 된  두 번째 해입니다. 첫 번째 공동 작업과는 달리 이번에 저희의 일정

과 운이 좋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보다 깊이 관여 할 수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었

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무닭 장소, 주요 구성원 및 작업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

로젝트에 바로 뛰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제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기에 대한 시기적절한 반영이었

기 때문에 이 프르젝트의 주제 인«난민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솔로 공연에 대해
   메튜 :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 프랑스가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의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민의 물결에 직면 

해 있기 때문에 올해 주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것은 1970 년대 후반부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일

상 생활을 공유했을 때 프랑스에서 성장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프

랑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모국을 향한 깊은 향수를 지니고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솔로 공연«아버지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제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영 :  전쟁 난민에 관한 세계 뉴스가 많이 알려지면서 기후 난민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난민에 초점을 맞추기

로 결정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가뭄 및 기타 극단적 인 기상 현상과 같은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것입니다. 향후 50 년 동안 그들은 전쟁 난민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따라서 솔로 공연«어떻게 우리가 우리 땅을 떠났는가»에서 저는 자연 재해로 인한 가족의 추방을 

시적인 비전으로 보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점곡공부방의 워크샵에 대해서 
메튜 :  일주일동안 저글링 기초를 가르치는 것은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15 명의 아이들은 포이, 디아블로, 저글링 

공으로 놀이 방식을 통해 저글링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그들 중 대부분이 제 워크

숍에 참가 했었고 저의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어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쉽게 발전되었습니다.

메튜와 수영 (저글링 워크숍 강사, 저글링 공연/프랑스, 배우/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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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캠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여름 캠프에 참가한 50 명의 어린이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야

외 원형 극장의 건설은 재조립이 필요했고 수많은 거대한 인형은 모두 손으로 만들어야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에는 많은 작업 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50 명의 참가자가 도착하자마자 퍼레이드, 최종 공연을 만들기 위해 4 일 동안의 창작, 워크숍 및 리허설에 몰두

하였습니다.

올해 작업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장소익씨가 유일한 연출가였지만 이번에 그는 각 아티스트에

게 공연의 한 부분을 각각 연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10 분짜리 저글링 쇼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

우의 입장과 퇴장을 만들기를 요청 받았습니다. 장복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여름캠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따라

서 디아볼로, 포이, 저글링 및 장다리를 사용하여 공연을위한 작은 쇼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워크샵 및 공연 준비를위한 4 일간의 과정은 학습을 실제로 실천하기에 헌신할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

습니다. 또한 해마다 계속되는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과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발전시킬 수있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 사이의 작업을 다시 분할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적

어지고  자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저희의 한국어 실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퍼레이드 및 공연에 대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퍼레이드는 항상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거대한 인형, 장다리, 코스프레한 모두가 거리

를 걷는 것은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저 (수영)는 바다의 여신이었고 무거운 짐 때문에 아주 힘든 거대한 인형을 나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명의 코어 멤버가 저와 함께 큰 손을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최종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연의 일부분이었고 분위기는 우리의 영혼을 희망차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소익씨와 은혜씨가 아이들이 우리 세계의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존중하

며, 인류의 문제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을 몇 년 안에 키워낼 수 있는 인류의 작은 씨앗을 심

기 위해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우정보다도 나무닭 팀의 휴머니즘과 박애 정신은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

께 일할 의지를 주었습니다.

예술은 미학에 대한 유일한 탐구보다 더 깊은 성찰을 지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예술과 교육은 결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했지만, 결국 저희는 저희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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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second year that we were graciously invited to jo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heatre Festival Pro-

ject at Namoodak Lab. Different from our first collaboration, this time we were fortunate with our schedules. We were 

able to joi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hich allowed a more deeper involvement in the project. Since we were al-

ready familiar with the place, the principal members as well as the working process, we jumped right into the project 

with much more efficiency. We were also quite inspired by this years’ theme « Story of refugees » as it was a timely 

reflection on the crisis that is actually happening in the world.   

About the solo performances :

   Matthieu :  I was very sensitive to this year’s theme because the country where I come from, France, is currently 

facing a wave of immigration, mainly refugees from Syria and Iraq. This comes from my own personal 

experiences of growing up in France when I shared my daily life with Afghan refugees from the late 

1970’s. Although they had lived in France for several decades, they still had a deep nostalgia for their 

native country. This is the reason I was thinking of them when I created my solo performance « Story 

of a father » in order to pay them tribute.

  Sooyung :  As world news talked heavily about war refugees, I decided to focus on another kind of refugees, the 

climate refugees. The continued alterations of the environment such as sea-level rise, drought, and 

other extreme weather events will force people to leave their home region. It is predicted that in the next 

50 years, they will most likely outnumber the war refugees. Therefore, in my solo performance « How 

we left our land », I chose to show in a poetic vision the exile of a family due to a natural disaster.

About the workshop in 점곡 school 

only Matthieu :  It was my pleasure to spend one week to teach the basics of juggling. The 15 children could freely 

experience the pois, diaobolos, juggling balls in a ludic way. Most of them had already participated 

in my workshop last year and my korean had improved which made the learning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much easier to develop. 

Matthieu, S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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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summer camp:

To actualize the project concept into reality, many things needed to be ready before the arrival of the 50 children par-

ticipating in the summer camp. The construction of the outdoor dome theatre required reassembling and the numerous 

giant puppets in paper mache needed to be all created by hand. It was a lot of work for just a few people available, but 

fortunately in a relatively good atmosphere.

Once the fifty participants arrived, it was four days concentrated on creation, workshops, and rehearsals for the pur-

pose of creating a town parade and a final performance.

This year the work process was completely different. Chang Soik was the only director of the performance in previ-

ous years, but this time he requested each artist to direct one part of the performance. For our part, we were asked to 

organise the entrances, exits and movements of the actors as well as create a ten minutes juggling show. The same 

children from the workshop in 장복 school joined the juggling workshop during the summer camp. Therefore, we could 

focus on setting up a small show for the performance using diabolos, pois, balls juggling, and stilts.

This configuration, one week workshop and four days dedicated to the preparation for the performance, was a 

great option to make progress in putting the learning into practice. Furthermore, this continuity from year to year allowed 

us to develop a stronger bond with the children.

Also the repartition of the work between the artists was very positive. The children were less pressured compared to 

last year and they had more free time. 

The most challenging for us was the communication. As our korean is limited, there were moments of stress and 

frustation to not be fully understood. In any case, we still enjoyed the process.

About the parade and the performance :

As last year, the parade is always a fun time. Walking on the streets with music, giant puppets, stilts, and cosplays 

altogether is a wonderful experience. 

I (Sooyung) was the goddess of the sea and had the responsibility of carrying a huge puppet which was quite dif-

ficult due to the heavy weight. It was also incredibly uncomfortable on a hot sunny day. Fortunately, one coremember 

was with me the whole way, helping me to carry the big hands.

The final performance was a success. We all enjoyed being a part of it and the atmosphere uplifted our spirits.

In conclusion, we would like to say once more that Soik and Eunhye knew how to choose a theme that would push 

the children to confront the realities of our world. We truly respect this approach to make art accessible to all and awak-

en the spirits to finally plant a small seed of humanity that in a few years can sprout responsible citizens who may 

be sensitive to the problems of humanity. More than a friendship, the humanism and the philantropy of the Namoodak 

team gave us the will to work with them more in the future.

The art must be the support for a deeper reflection than the sole quest for aesthetics. Thus art and pedagogy must 

be engaged.

We went to teach something, but in the end, we learned much more than we taught. 103



우리는  세계 반대에 떨어져 있지만, 도착하기 전에도 나무닭과  인연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핸드 메이드  퍼레이드와 팅거마틴 극단의 작업 또한 거대한 인형, 탈, 장신

구 워커와 공동 작업을 통해 커다란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비슷

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무닭이 저를 초대하여 랜턴 인형극 워크숍을 이끌었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 공간, 기술 및 개방성은 거대 랜턴인형

을 만드는 데 적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사과 여신 인형과  동물 탈, 사과등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과 등

은 참가자들이 재료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던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동물 탈들은 좀 더 개인적인 창조성을 허용했습

니다. 그리고 거대한 인형이 장관이 었습니다.

한 달 후에 청송 읍내에서 등인형 길놀이 행사와 작은 공연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집중과 목

표를주었습니다.

우리는 2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며 지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배우기 위해 먼 곳에서 온 만큼  각 각 큰 일에 

참여하였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거대한 인형 만들기를 소개하게되어 기쁘

게 생각하며, 여러 나무닭 이벤트에 이미 사용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랜턴 가면이나 인형를 저 없이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배운 기술 중 일부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유는 작지만 매우 좋은 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했으나 흥미 진진한 야간 

공연의 시작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들과 지역 사회를 만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있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무닭과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공통점이 많고 공유 할 수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대

부분을 멀리 떨어져 살았던 한국의 예술가로서, 저는 저의 새로운 나무닭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집처럼 느꼈

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일과 탐험의 첫 번째 장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앤드류 킴의 랜턴 워크숍 

104



Although we are half a world apart, I have felt very connected to Namoodak even before I arrived. My work 
in England with my companies Handmade Parade and Thingumajig Theatre is also working with giant pup-
pets, masks, stilt walkers and making big, bold events with a community. We have many friends in common 
and have had similar influences. So when they invited me to come and lead a lantern puppet workshop, I was 
thrilled. 

Immediately, I felt at home: the materials I needed, the space, the skills and the openness of the partic-
ipants was well suited to making large lanterns. We decided to make one large lantern giant puppet, the 
Apple Goddess and a set of Zodiac animal masks and some apple lanterns. The apple lanterns were the basic 
lanterns wher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use the materials. The animal masks allowed for a little more 
individual creativity. And the giant puppet provided the spectacle. 

Even though these lanterns were made for an event a month later, we decided to have a small performance, 
a sharing in Cheongsong. This gave us a focus and a goal. 

We worked hard for the next two weeks and many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nd a few who came 
from a distance to learn, each had a chanc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ig and try out a new skill. I’m pleased 
to have introduced a new style of giant puppet making and am pleased to see that they have already been used 
in several Namoodak events.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next lantern mask or puppet made without me 
but using some of the techniques I taught! 

The sharing was small but very sweet. I think people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possibly saw the po-
tential for the start of some exciting night time performances. 

I enjoyed meeting the artists and the community. Such a dedicated, hard working crew who have a passion 
for using art to build community. I felt we have much in common and much we can share. As a Korean artist 
who has lived in worked away for most of my life, I was comforted at how natural and at home I felt with my 
new Namoodak friends. I trust this is only the first chapter of our work and exploration together. 

Lantern Workshop by Andrew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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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민
(캠프 매니저)

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에 매년 캠프참여자로 참가하여 준비되어 있던 인형들로 즐기기

만 하다가 올해엔 처음으로 캠프매니저라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짧은 캠프가 항상 아

쉬움으로 남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합숙하며 거대인형을 만들고 캠프에 참가하는 친구

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니 몸은 피로해져 갔지만 마음만큼은 캠프를 기대하며 

나날이 기쁘고 뿌듯했던 것 같다. 

캠프 매니저로서 새로운 신청자로 참가자 명단을 채우고 안내를 목적으로 한 소통을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의 기대감과 설레임이 나에게 전해져서인지 캠프가 더욱 기다려졌고, 이 

아이들이 없는 캠프장이 텅 빈 공터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참가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빨리 모든 준비를 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덜 완성된 인형들을 보며 빨리 완

성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시간도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빠르게 지나갔다. 

캠프가 시작되고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며 소란스럽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문구가 생각나면서 그때부터는 즐기기만 했던 것 같다. 즐기

기만 하려고하니 캠프 매니저역할과 포세이돈 코어라는 막중한 임무가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 생겼다. 두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

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팀원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

고 에너지원이 되어주었다. 

나는 처음해보는 코어라는 역할이라며 핑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우리 팀원들을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걸 찾아서 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 고

마웠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을 캠프매니저를 잘 따라와 주는 캠프 친구들에게도 고마

웠던 나날들이었다. 내년에 또 보자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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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의상매니저)

사실 이번 캠프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현실도피쯤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 대충 설

명해보자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다 놓아버리고 무작정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더욱 아니었고, 죄책감만 늘어났던 상황

에서 캠프 포스터를 보고, 집을 나갈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무턱대고 나무닭

움직임연구소를 찾아갔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손이 필요한 곳을 먼저 도와드리고 그러다

가 얼떨결에 의상 매니저를 맡게 된 것 같다. 뭐랄까 사용설명서를 안 읽고 일단 부품조

립부터 시도해보는 것 같은? 먼저 경험부터 해 보고 모르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

고, 이해하고, 깜빡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의상 매

니저의 역할을 하면서 자주 정신을 잊어먹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의상실을 내 방이라 생각했을 때부터는 의상실 물건도 곧 잘 챙기고 뒷정리도 깔

끔히 하고 그랬던 것 같다. 

사실 매니저 역할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제일 좋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자유롭게 내 의견을 주장하고 그게 또 시스템에 

반영되기도 한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당연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하고 싶은 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쉬웠다. 새로운 걸 좋아

하긴 하지만 그만큼 경계하는 마음도 컸던 것 같다. 

내년 캠프 때는 좀더 당당해지고 솔직해진 모습으로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 캠프 

끝나고 소감을 말할 때 미처 다 말하지 못했는데, 선생님들, 캠프 참가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코어들 모두 만나서 반가웠고, 다들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

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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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진
(플라멩코워크숍 

매니저)

내가 캠프에 참가하게 된 것은 우연이다. 올해 초 영천에서 만난 임은혜 선생님과 장소

익 선생님의 인연이 5월 초 수달래 축제에서 이어지면서 나무닭움직임 연구소에서 주최하

는 캠프 까지 참가 하게 됐다. 처음엔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 하였지만 갈수록 너무 재미

있었고 캠프가 끝날 즈음엔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21일 방학식을 하자마자 바로 나무닭으로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와 선재를 만났

다. 선재는 영천에서 한번 본적이 있어 알았지만 하늘이는 처음 봐서 조금 낯설었다. 하지

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와도 친해졌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는 것이 나에

겐 너무 재미있는 일이였고,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먼저 다

가와준 도예, 승은이, 희주, 예지, 바다의 여신 뒤에 따라다녀서 날 여신이라고 불러준 제

주소년 용우, 같은 청송에 살면서 만난 적이 별로 없는 현기, 벳암이 래퍼 mc그리와 블랙

넛을 닮은 형제 세원이 도원이, 양아치라고 놀린 호성이, 볼 때마다 애들의 장난을 받고 있

던 은지랑 시은이 그리고 성용이, 성현이 등등 고마운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같이  코어

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즐거움을 나눈 윤미, 선재, 하늘이, 수민이, 산이, 은희, 유진이, 미정

이 까지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얻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또 같이 작업하고 추억을 만든 

류미화 선생님, 엄정애 선생님, 수영 선생님과 Matthieu, 형주쌤 동욱오빠, 우리의 Maria까

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주신 임은혜 선생님과 장소익 선생

님께 감사하다. 

다사다난했던 이번 캠프를 통해 소중한 인연도 얻고, 난민과 전 세계에서 고통 받는 지

구촌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 2016 환경연극 프로젝트 ‘꿈꾸는 길’을 통하여 앞

으로 이런 캠프나 활동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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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희
(인형작업 매니저)  

이번 환경연극캠프는 두 번째로 참여하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매니저를 맡게 되었다. 작년

에는 코어만 했었는데 이번엔 코어와 매니저도 같이 하게 되어 더 바빴던 거 같고 보람도 두 

배로 느꼈던 것 같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적응도 안됐고 미숙한 탓에 이리저리 방황도 하

고 감도 못 잡았지만 주위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점차 적응하면서 해결하게 

되었다. 캠프 도중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주위 분

들께 정말 죄송스러웠다.

워크숍을 시작할 때 내가 매니저인지 참가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할일도 제대로 못했고 몰입

도 잘 못했었는데 시작한지 좀 되서야 나름대로 일도 하고 보람도 느꼈다. 인형 매니저를 하고

나서 더욱 만드는 게 좋아졌고 낯가림이 심한 내가 아이들과 어울리고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캠프가 끝나고 나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기도 했지만 좋은 추억과 좋은 

배움을 가지고 간다는 걸로 만족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해서 더 좋은 추억

과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강유진
(통역 및 번역)  

2014년 처음 환경 연극캠프를 알게 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코어 멤버로 제대로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 통번역을 맡으며 코어의 역할을 하는것이 미숙해서 많이 물어보고 도

움을 구했습니다. 해외 예술가 분들에게 통역하는 일에는 완벽하지 못한 영어실력으로 곤란

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서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연극캠프 중 장다리 연습시간에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정작 저는 한번도 

장다리를 타본 적이 없는 것에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공연을 멋있게 마무리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한편으로는 공연이 끝난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

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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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주방매니저)  

포세이돈, 해골, 물고기와 돌고래, 퍼레이드, 야외극공연, 도도캠프 등.. 지난 3주동안 여러 일

들이 기억에 남는다. 

- 주방매니저를 하면서 플라멩코를 배우고 인형을 만들었다

나는 3년째 주방매니저를 하지만 아직도 배울게 많은 것 같다. 주방매니저를 하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쉐프(주방아주머니)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시

니 요번년도에는 더욱더 힘을 낸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내가 직접을 요리를 하면서 즐겁게 했었다 

- 인형제작& 플라멩코

나무닭움직임연구소 환경연극프로젝트를하면서 내가 직접 꾸미고 만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같았다. 해골머리를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좀 오래걸리긴했다 처음한 거라 기

분이 좋았고 인형을 더 좋아 하게된 것 같다. 한편으로는 큰 인형을 만들때 친구들과 협동심, 기

다려줌을 배우거 같다.  인형제작을하고 1시부터는 플라멩코를 1주일동안 배웠다. 사실은 나는 

춤을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플라멩코를 하면서 기분도 좋고 부끄러웠지만 좀 더노력을 못

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공연하기 이틀 전에 어깨를 다쳐 아쉽게도 공연을 못했다. 아쉬웠지만 나랑 함께 배운 누나들의 

공연을보니 멋있고 나중에는 다치지 말아야지 생각이 크게들었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에 감사한다.

- 퍼레이드와 야외극공연

난 사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이번 년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했을 때 난

민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그래서 이번 공연과 퍼레이드를 더욱더 감명있게 했고 진지하게 

했던 것 같다. 나름 퍼레이드에서 놀려고 했지만 많이 어려운 해골캐릭터를 해서 퍼래이드때는 

좀 힘들었다.

야외극 리허설 때에는 퍼레이드때 놀지 못한 걸 야외극 공연에서 열심히 하자고 했다. 공연시

작 전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우리 파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거같다. 또

한 내가 안무를 짜고 공연 준비를 하니 즐거웠다. 공연이 끝나고 2%로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들과 친구들, 아티스트들을 보니 후련하다는 생각이들었다.  다음에도 꼭 참가를 해서 2% 부족

함을 채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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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   추진일정 

구분 일 정 프로그램 내용

사전준비

3월~4월  

•사업 계획서 완성. 각 영역별 구체 안 마련. 

•2016환경연극 기획 방향 수립

•국내외 입주 작가 및 초청작가 섭외 진행

•1차 시나리오 완료

•예산안 확정 및 교부신청

 5~6월

•국내 입주 작가 모집

•해외 참가자 초청장 및 항공권 수속 완료

•2차 시나리오 및 세부 제작 계획서 완료 및 공유

기획실행 6~7월 

•2016 국제 환경연극 프로젝트 보도자료 배포

•공연예술 캠프 프로그램 확정 및 홍보

•공연예술 캠프 참가자 및 코아 멤버 모집 완료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홍보T) 제작 완료 및 배포

창작 및 

협력 작업

7월   1일 ~

8월 25일

•국내외 예술가 입소 

•공동 제작을 위한 창작 워크숍 및 세미나 진행 

•입주작가 창작 활동 진행; 거대인형 제작, 환경연극 시나리오 완성, 안무, 작곡

•7월 15일부터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 시작, 

•7월 27일 코어멤버 입소, 거대인형 및 탈 제작, 장다리 훈련 진행

•8월 10일 거대인형 제작 완료, 퍼레이드 준비물 완료

•8월 6일, 도도캠프 시작, 난민촌 건설, 인문학강좌, 재능의 순간.. 

•8월11일 숲속 공연예술캠프 시작, 거대인형 조작 연습, 장다리 훈련, 퍼레이드 및 야외극 리허설

8월 28일~

9월 15일

•8월 28~9월13일(앤드류와 함께 하는 거대인형 제작 워크숍)

•9월 14일, 한가위 맞이 렌턴인형 길놀이(저녁7시 소헌공원) 

성과 발표

8월 14일
•야외극 공연 및 전시 / 오후 7시30분, 나무닭움직임연구소

•환경연극 퍼레이드 공연 / 오전11시, 청송읍 일대 

10월 21~22일
•입주작가들의 창작극, 인형극, 창작무용 발표 

  (매일저녁 7시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청송사과축제

•청송 사과축제장에서 조형물 전시

•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거대인형을 활용한 퍼레이드 공연을 통해 성과 발표. 

   (10월26~11월6일 사과여신 마을 밟기 진행)

성과 정리
11월 1일~

11월 30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보고서 작성

•예술가들의 간담회 및 평가회

•영상 및 기록 정리 및 DVD 제작,

•작품집 발간 및 성과 보고서 작성 111



도움 주신 분들(자원봉사 및 후원)

김인석(청송), 배정희(청송), 심영희(청송), 이미애(청송), 윤   희(청송),  이주은(청송), 

조현수(청송), 채점영(청송), 황난숙(청송), 장유라(청송), 김미화(청송), 김경종(영양), 

박화순(의성), 송수지(안동), 기대공(단양), 김은형(울진), 김병희(문경), 이대영(문경),

김재은(문경), 정지연(문경), 손한울(문경), 정창영(문경), 곽종국(문경), 장순향(대구), 

채수헌(대구), 남대현(대구), 이광복(천안), 윤영돈(서울), 삼형제(서울), 노희숙(서울), 

임경숙(서울), 안도현(서울), 이석희(서울), 정희정(서울), 박은정(서울), 이수영(서울), 

최미란(서울), 안해은(서울), 임수택(서울), 이상훈(서울), 김지웅(서울),  김미영(서울), 

나라(제주),  박민경(제천), 황윤(군산),  Sue Wallpole(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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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닭움직임연구소 최근 활동

2006년: 부네굿 남미 6개국 순회/1인국 지나가리라 전국순회/어느 노교사의 이야기 공연

2007년: 연극 체게바라 전국 순회, 남미6개국 순회

2008년: 인형극 각시-안동탈춤 축제 공연 태국 공연

2010년: 공장의 불빛

2011년: 제주 4.3평화 마당극제 초청공연<할미풀이>/하이서울페스티벌 초청공연

  <환경연극 퍼레이드 공연‘지구를 식혀라’>/환경연극 프로젝트 공연<피어나라,바나리>

2012년: 대구 삼덕동 인형 마임축제 초청<‘지구를식혀라’>공연/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멧돼지 대이동’/

  진주 개천예술제 초청<환경연극 퍼레이드‘피어나라 바나리’>공연/

  2013 청송사과축제 사과도깨비춤 퍼레이드./열사굿 전국 순회

2014년: 제주4.3평화마당극제 초청 ‘대머리소녀 공연/열사거리순례/

  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 ‘물의기억’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최근활동

2006년: 부네굿 남미 6개국 순회/1인국 지나가리라 전국 순회/어느 노교사의 이야기 공연

2007년: 연극 체게바라 전국 순회, 남미 6개국 순회//2008년: 경북 청송으로 이주/대만 어싸인먼트‘그림자 고별’연출

2009년: 인형극 각시-안동탈춤 축제 공연 태국 공연

2010년: 공장의 불빛 제작 및 공연

2011년: 제주 4.3평화 마당극제 초청공연<할미풀이>/하이서울페스티벌 초청공연

  <환경연극 퍼레이드 공연‘지구를 식혀라’>/환경연극 프로젝트 공연 <피어나라,바나리>

2012년: 대구 삼덕동 인형 마임축제 초청<‘지구를 식혀라’>공연/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 ‘춤추는 전설’/

  하이서울페스티벌 초청공연 ‘피어나라,바나리’/포항국제바다연극제 개막공연 ‘춤추는 바다’

2013년:  부산 불꽃축제 초청<환경연극 퍼레이드‘피어나라 바나리’> 공연/국제환경연극 프로젝트‘멧돼지 대이동’/

   진주 개천예술제 초청<환경연극 퍼레이드‘피어나라 바나리’> 공연/2013년 청송사과축제 사과도깨비춤 퍼레

이드/열사굿 전국 순회

2014년: 제주 4.3평화마당극제 초청 ‘대머리소녀’ 공연/열사거리순례/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물의 기억’ 

2015년: 제주 ‘영등할망 축제’ 총연출

  국제환경연극프로젝트 ‘할머니 이야기’

2016년: 과천어린이대축제 퍼레이드 공연

  환경연극 ‘꿈꾸는 길’ 제작

  성남 사랑방클럽 퍼레이드 제작 및 공연

  진주 개천예술제 개막 퍼레이드 공연

  청송 사과여신 마을 밟기 및 야외공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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