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국무용단

제 2 회 정기공연

보도자료
전통과 창작이 만나는

우리 춤의 뿌리 찾기
Oct. 22. 2011 (SAT.) 7pm.
North Eastern University Auditorium

무용단 소개
CHICAGO KOREAN DANCE COMPANY(시카고 한국무용단, 이하 CKDC)은

다 민족

이 모인 미국사회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한국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뜻을 같이한 무용 전공인으로 구성하여 2009년 4월 1일 창단된 단
체입니다.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의 증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미 주류 사회에서도 한
인과 한국문화의 관심이 보다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으로 구성된 문화
단체가 없어 한국문화는 동우회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에서의 초
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CKDC는 교민사회에 보다 전문적인 무용 활동 통하여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춤 문
화를 소개하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창단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춤

공연”을 주제로 한국의 문화재로 지정된 춤을 선보임으로써 전문적이고 수준있는 한국
무용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2010년 ‘어린이 무용단’을 창단하여 2세들에게 한
국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인들이 직접 우리
춤을 배울 수 있는 ‘한국 무용원’ 을 창설하여 교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 활동을 위한
부설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CHICAGO 지역, 나아가서는 미국 전역에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하
여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전문인 양성 및 한국 문화의 교류와 계승,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기 공연의 특징
1.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은

물론

시카고한국무용단이

새롭게

한국춤에 뿌리를 두고 창작한 춤을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2.

시카고의

국악

전문인들을

초청하여

각

찬조공연이 아닌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국악장르와의

별개의

가야금과 무용, 풍물

과 북춤 등으로 함께 실연을 통한 새로움을 모색하였습니다.
3. 자라나는

2세들의

무대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우리

문화

계승을

위한

공연의

풍성

발판을 도모하였습니다.
4.

무용을

배우는

일반인들과

전문인들이

함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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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우러져

공연 내용
1.

기원무 : 인간문화재이신 이매방 선생의 기원무로 기우제를 통하여 태평
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2.

검무 : 한국의 대표되는 전통춤의 하나로 칼을 들고 추는 춤이다 .

3.

진도 굿거리춤 : 진도의 무형문화재춤으로 지정된 것으로 소고 놀음이 특
징이다 .

4.

흔들리며 피는 꽃 : 창작춤으로 도종환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을 이미지
화하여 무용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창작춤이다 .

5.

가을들녘 : 어린이무용단의 공연으로 허수아비와 함께 가을 들판을 노니
는 모습을 창작화하였다 .

6.

산조무 : 직접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와 어우러져 한국의 춤의 멋과 아름
다움을 느낄 수 있는 춤으로 안무하었다

7.

영감찾으러 간 ~다 : 봉산탈춤의 미얄할미의 모습을 창작화 한 춤으로 탈
을 쓰고 하며 코믹과 감동이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

8.

부채춤 : 일반인으로 구성된 한국무용원과 무용단이 함께 꾸미는 풍성한
무대로 한국춤의 대표적인 부채춤을 선보인다 .

9.

장고춤 : 어린이무용단의 장고춤은 우리가락을 통한 흥과 멋을 느끼게 할
것이다 .

10.

삼고무 : 북춤을 통하여 한국인의 신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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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용단원 소개
* 이애덕 (예술감독)
현) 중요 무형 문화재 제97호 이매방류 살풀이 춤 이수자
시카고 한국무용단, 한국무용원 대표
서울예고,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및 동 대학원 졸업(Ph. D)
이화여대, 국민대, 중앙대 예술대학원 등 다수 무용과 강사 역임
이애덕의 전통춤 개인공연 / 창작춤 개인공연
2002 부산아시안 게임 개막식 조안무
2000 국제 Squash 대회 개막식 안무
문예진흥원 및 서울시 무대지원 공연작 안무 및 다수 공연 출연
프랑스 파리 및 Mexico, 소련 4개 도시 순회공연
Columbia College Summer Showcase Dance Concert 수료 및 공연

Consuls General in Chicago Concert Series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Passport to the World (Navy Pier –Children’s Museum)공연
Asian-American Festival 공연(Chicago Daily Center)
Drum Night (Navy Pier Children Museum)
Korean festival (Bryn mawr in Chicago)
Korea Expo 2009 Main Performance(Grand Ballroom , Navy Pier) 공연
Chicago Korean Dance Company 창단공연(Performing Arts Center in Skokie)
International Seminar : Education & Performance (New Trier High School)
차세대를 위한 한국학교 무용지도자 교육
Asian American Coalition of Chicago (Skokie Library)
총 영사관 주최 KOREAN EX-POW REUNION 초청공연
Drum Night (Navy Pier Children Museum)
한글학교 협의회 초청강의
North Central college 공연

song & dance from asia

North Eastern drum night - dance & workshop
시카고 교육원 한국학교 문화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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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숙 (지도위원)
현) Niles West High School & Korean Club 담당교사

서울 예술 고등학교 무용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졸업
Western Illinois 대학교
Northeastern Illinois 대학교
헤브론 한국학교 교사
아시아 전통의 달 지도
Niles West High School Korean Club 공연 지도
여성회 초청공연
제 12회 <효> 초청공연
Consuls General in Chicago Concert Series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Passport to the World (Navy Pier –Children’s Museum)공연
Korea Expo 2009 Main Performance(Grand Ballroom , Navy Pier)
Chicago Korean Dance Company 창단공연(Performing Arts Center in Skokie)
NIKABA 초청공연
하상 풍물공연 초청공연
문화회관 open 초청공연

* 신미영 (부단장)

단국 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전주 대사습 놀이 특별 공연
일본 사이다마 대학 초청 공연
일본 전국 순회공연
김백봉 춤 보존회 수련과정 수료
춤누리 무용단원
스페인 국제 무용대회 대상
시카고 시 초청 공연
Korea Expo 2009 Main Performance(Grand Ballroom , Navy Pier)
Chicago Korean Dance Company창단공연 (Performing Arts Center in Skokie)
NIKABA 초청공연
하상 풍물공연 초청공연
제 12회 <효> 초청공연
문화회관 open 초청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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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주연 (기획, 홍보이사)
현) 나일스 한국학교 무용교사
경북예술고등학교 무용학과 졸업
2001년 대구 효성가톨릭 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일본 벳부 대학 초청 공연 참가
경주 세계 엑스포 개막식 행사 참가
MBC어린이 아카데미 강사
문화회관 opening 초청공연
하상 풍물공연 초청공연
Passport to the World (Navy Pier –Children’s Museum)공연
스코키 문화축제
나일스 한국학교 예술제 안무, 지도

Kyungbuk Art High School
Daegoo Haosong Catholic University(Major;Korean Dance)
Performed at Betboo University Performance
Performed at Kyungjoo Expo Open Ceramony
Instructor of MBC Children Academy
2010 Passport to the world Korea
20thSkokie Cultural Festival

* 김영숙

현) CPD 무용강사
한양대 무용학과 졸업
한양대 예술제 참가
간호협회 초청공연
교회 초청공연
Korean festival (Bryn mawr in Chicago)

기타 어린이무용단, 무용원 등 총 30 여명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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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단 및 무용원 활동
<2008>
- 한국무용원 개원
- 브린마 한인 축제
- Multi-cultural Family Reunion (Columbia College)
- 살풀이 춤 강습회
- St. Alphonsus Linguori School (Prospect Heights)
- 영사관 주최

Consuls General in Chicago Concert Series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 Fullerton Hall)

<2009>
- 시카고 한국무용단 창단
- Chicago Korean Dance Company창단공연(Performing Arts Center in Skokie)
- 시카고 한국무용단 후원 이사회 결성
- Korea Expo 2009 Main Performance(Grand Ballroom , Navy Pier) 공연
- Asian-American Festival 공연(Chicago Daily Center)
- “Passport to the World” Opening공연(Navy Pier - Children’s Museum)
- North illinois Korean American Business Association Fair(Niles)
- Drum Night (Navy Pier Children Museum)
- Korean festival (Bryn mawr in Chicago)
- 정하상 성당 25주년 행사
- International Seminar : Education & Performance (New Trier High School)
- 간호 협회 초청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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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시카고 한국무용단 – YOUTH 창단

- 총 영사관 주최 KOREAN EX-POW REUNION 초청공연
- Asian-American Festival 공연(Chicago Daily Center)
- Drum Night (Navy Pier Children Museum)
- Huntly 단독 초청공연 “Beauty of Korea"
- 이웃을 찾아가는 춤 공연(글렌브릿지, 나일스 요양원 방문)
- 간호협회 공연(North Eastern University)
- 차세대를 위한 한국학교 무용지도자 교육
- “Passport to the World” Opening공연(Navy Pier - Children’s Museum)
- Asian American Coalition of Chicago (Skokie Library)
- North Illinois Korean American Business Association Fair(Niles)초청공연
- Korean festival (Bryn mawr in Chicago)
- 에반스톤 제일연합교회 한국의 날 초청 공연
- 제 12회 <효> 초청공연
- Song & Dance from Asia (Naperville North Central College)
- Drum Night - Dance & Workshop (North Eastern Univ.)
- 시카고 교육원 한국학교 문화강의
- Indiana 의사협회 초청공연
- 입양아 모임 공연 (문화회관)

< 2011 >
- 미주 한인의 날 축하 공연 (Skokie 도서관)
- Passport to the Asia 초청공연 (Navy Pier - Children’s Museum)
- “Passport to the World” Opening공연(Navy Pier - Children’s Museum)
- 라이온스클럽 초청공연
- 입양아 캠프 공연(한미 장로교회)
- 체이스 장학재단 행사공연(North park college)
- 브린마 한인축제
- 하상 풍물공연 초청공연
- 문화회관 개관 문화공연
- 추석요양원공연(글렌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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