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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introduction

축제소개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축제소개
축제기간

2022. 10. 1.[토] - 10. 3.[월] 3일간

축제장소

원주 댄싱공연장 일대

주최주관

원주시 / (재)원주문화재단

PROGRAM

축제소개						

댄싱카니발

시민참여프로그램

프린지페스티벌

프리댄싱페스타

마켓플레이스

플레이그라운드

시민심사단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 구성된 시민심사단은 댄싱카니발 경연의 심사일부를 맡는다.
이로써 댄싱카니발 심사에 공정성과 참신함을 부여한다.

자원활동가

시민합창단

댄싱카니발 시민 자원활동가는

800여명의 시민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로 댄싱카니발 개막무대를 장식한다.

‘춤을 추자’라는 단어를 이용하
여 ‘추자’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

시민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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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우두머리는 ‘추장’으로 불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기획·홍보·운영을 하고있다.

리우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을 컨셉으로 한 친환경 가이드북과 줍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댄싱카니발, 환경과 만나다

축제소개						

홍보

경연

축제장

친환경인증받은 재질 및
친환경 콩기름을 사용하여
인쇄물 제작

환경을 주제로 한 무대 구현 시
가산점 부여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일회성 인쇄홍보물 제작
최소화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업사이클링 의상 착용 시
가산점 부여

푸드존 내 일회용기 대신
세척가능한
친환경 다회용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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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댄싱카니발 행사배치도

축제소개
10:00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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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ancing
Canival

댄싱카니발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상최대, 최장의 퍼레이드형 경연 퍼포먼스 축제
무용, 창작안무, 방송댄스, 무술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퍼레이드 가능한 퍼포먼스로 거리와 무대에서 자유로운 몸짓이 시작된다.
치열한 예선을 통해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되며,
결승은 오직 원주댄싱공연장 100m 초대형 특설무대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댄싱카니발						

진행기간

예선 2022. 10. 1.[토] - 2.[일]
결선 2022. 10. 3.[월]

진행장소

댄싱공연장 17:00-21:00

시상금

1억1천

World Dance Parad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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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Team
2022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참가팀

01
D,S.L

02

03

04

RAINBOW CHEER (레인보우치어)

UN국제모델총연합회 원주지회

힘든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 모두를 위
한 축제!, 음악과 춤 그리고 젊음과 희
망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khu squrd
팀 입니다!

치어리딩이라는 컨텐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연문화를 구축해왔으며, 다
양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치
어리딩 클럽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버모델이며 장애인
한복워킹체험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
도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댄싱카니발

khi squrd (경희대학교)

06

07

08

05
강산&제이
2006년 설립된 강산합기도는 원주 다
이내믹댄싱카니발 입상과 함께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지
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꿈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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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원아트플레이스

고블린 댄스 스튜디오

원주광명은하수

김영아전통예술단

날뫼북춤

강원도를 밝히고 세계의 중심에서 개
성체들이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며 자
유롭게 춤추는 팀 입니다!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스트릿 댄
스 퍼포먼스 위주로 멋진 공연을 선보
일 팀 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모여 기공체조로 건
강과 친목을 도모, 수련하며 함께 자
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는
팀 입니다!

원도를 지키는 36사단 기동대대. 36사
단 최강 선봉부대로서 한류열풍의 중
심 방탄소년단(BTS)이 있다면 36사단
의 중심에는 방탄기동(BTM)이 있다!

대구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큰 북만으
로 추는 춤, 옛 것의 멋을 살리고 “날
뫼북춤”을 알리러 출전한1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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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댄싱카니발						

느티나무예술단

단계어울림

대경대학교 꽃피우리

드림스타

렛츠치어

젊은 감각의 팝송과 흥겨운 트로트 음
악에 맞춰 대형의 변화를 주며 다양한
동작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할 횡성 실
버댄스 연합팀입니다!

평균연령 75세! 하지만 마음만은 영
원한 20대, 춤과 음악으로 함께해서
행복한 단계어울림 팀 입니다!

태권도를 품새동작과 댄스 동작의 리
드미컬한 융합으로 새로운 장르를 창
작하였습니다. 락킹안무와 얼반댄스,
화려한 태권도 동작과 고난이도 기술
격파를 선보일 팀입니다!

저희는 2022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
발의 뜨거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준
비한 부천대학교 응원단 별하와 수도
권연합응원동아리 레브의 만남으로 만
들어진 팀 드림스타 입니다!

2015년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단원
들로 구성하여 창단해, 현재까지 당진
을 대표하는 최고의 퍼포먼스 공연팀
렛츠치어입니다!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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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트

리버티크루

삼척시 치어마미, 블랙퀸즈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 B.I.D

상지대효태권도

해외 각국에서 젊음을 나누어주었던
시간들, 살아가는 환경보다 더 큰 행
복, 저희가 느꼈던 행복이 궁금하신가
요?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 결성한 팀
입니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퍼포먼
스를 보여드리는 스트릿 댄스 팀입니다!

우리에겐 치어리딩 이란 푸른청정 청
춘이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진 연령대가 가장높은 시니어팀입니다!

문화콘텐츠 학과 댄스동아리 B.I.D
상지대학교의 두축, 문화콘텐츠학과 댄
스동아리 B.I.D와 태권도 시범단이 그간
마스크속에 숨겨져있던 우리의 환상적
인 호흡을 보여드리기 위해 참여한 팀
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변사람들
과 힘을 모아 언제나 다시 일어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러, 댄싱카니
발에 참여한 팀입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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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댄싱카니발						

수정&청아

씨나(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

아랑무브아트예술단

아르떼 청소년 무용단

악

강원도 대표 시니어 댄스팀 수정문화
예술단과 단아한 청아무용단의 만남
으로 다양한 장르와 퍼포먼스 작품을
함께하며 노년의 열정을 아름답게 즐
기는 팀 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아빠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 런웨
이를 누비고, 아름다운 인생의 2막을
펼쳐가고있는 시니어모델팀입니다!

2020년에 결성된 팀으로 다양한 장
르가 어우러져 동서양의 만남을 선보
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
는 예술을 선보이고자 만든 팀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우수한 청소년들로 이
루어진 무용단으로 공연을 통하여 무
용기량을 향상하며 전문 무용가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연마하기 위하여 창단
한 팀입니다.

유쾌하지만 때론 씁쓸하고 힘든 삶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각설이의 삶을 무
대위에서 표현하러 참여한 팀입니다.

26

27

28

29

30

용인대댄스프로젝트

원주 향교

원주노인체육대학농악대

원주매지농악보존회

원주실버예술단 돌아온청춘

끝을 모르고 위를 향해 나아가려는 움
직임과 그 과정에서 형체가 없어지고
찢어지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
설 ‘마담 보바리’를 무대에서 보여드릴
팀입니다.

강원도문화재자료 제98호, 시조와 제
례 일무 등 옛것을 다시 재현하는 공연
을 선보일 원주향교 팀 입니다!

한국전통농악으로서 행진 및 여러 가지
진을 그리며 전통가락을 연주하며 주민
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팀 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
되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있으
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악단체 팀
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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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원주춤 무용단

은빛울림

응원연합 아라리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기다리고 기다리던 댄싱카니발에서
신나는 무대를 즐기기위해, 화려한 퍼
포먼스로 무장한 팀입니다!

2015년 창단이래 원주의 어리랑춤
을 보존하고 전통 문화예술을 기반으
로 체계적인 예술활동을 선보이는 단
체입니다.

온 세대가 감동하고 공감하는 가슴 따
뜻한 은빛의 울림을 전해주는 횡성의
실버 세대 주축 난타 연합팀 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응원무인 액션 치어리
딩과 화려한 스턴트 치어리딩의 조합..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한눈에 사
로잡을 팀 입니다!

2021 원주댄싱카니발 최우수상을 비
롯하여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한, 슈
퍼스타를 키우는 팀 입니다!

36

37

38

39

댄싱카니발

원주와일드댄스스튜디오

40

점핑엔젤스

진벨리

천무 & 비스트

체리걸즈

효성태권도 宮 시범단

다양한 컨셉으로 늘 새로운 모습을 기
대를 하게 되는 팀.. 올해 9년차, 대한
민국 최고의 파워풀하고 실력있는 월
드클래스 팀 입니다!

벨리댄스의 화려한 의상과, 도구, 밝고
흥겨운 리듬, 신나는 몸짓!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벨리댄스의 매력을 선보일 진벨
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턴트 치어리딩 팀인
'비스트'와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대
상에 빛나는 '천무응원단' 최고의 치어
리딩 무대를 보여드릴 팀 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과 귀여움을 동시
에 보여준다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 댄
스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만으로 이루어
진 초등댄스 연합팀 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알려주고 싶은 우리는 효성
태권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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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랑학회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

팀 랩터스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

한국가수예술인협회원주지회패션쇼

“언제 어디서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태권도 시범에 감성과 철학을 담아 세
상이 하나뿐인 공연이 탄생하다. 태권
도 무대에 정상을 달리고 있는 태랑학
회입니다!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장타령에
맞추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안무와 풍
자와 해학을 담은 코믹한 퍼포먼스, 신
명나는 품바 가락까지 선보여드릴 팀
입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청춘들의 추억이 담긴
음악과, 댄싱카니발에서의 추억을 남긴
음악들.. 이 자리를 즐기러 오신 모든 분
들게 추억을 회상하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마샬아츠 퍼포먼스
를 선보일 팀_랩터스 입니다!

화려한 춤과 역동적인 태권도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춤과 태권도 융합을
통해 한국 문화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색한복을 독도 이
미지를 한복에 담아 대한민국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여기에 흰색드레스
에 무궁화꽃을 수놓아 아름다운 환경을
주제로 패션쇼를 보여드릴 팀 입니다!

46

47

해동검도 강원경무관

효성태권도 宮 시범단

흔히 볼 수 없었던 검을 이용하여, 검
선의 날카로움과 화려함, 그리고 한국
적인 미를 가미한 장엄하고 무게 있는
검도무예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무예
공연팀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알려주고 싶은 우리는 효성
태권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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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Team
20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해외참가팀

01

02

댄싱카니발						

돈주앙&엔젤파이어(DON JUAN&Angel fire)

조이풀 트라이브 오브 톨레도 시티 (Joyful Tribe of Toledo City)

2018년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댄싱카니발에 찾아온 돈 주앙 & 앤젤
파이어는 필리핀 세부에서 활동하고있는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힙
합 장르를 기반으로 코믹, 스턴트, 군무, 벨리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창작 안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룹이다. 필리핀 대표 축제
인 시눌룩 페스티벌의 베스트 댄스 크루 그랜드 챔피언 수상을 비롯
한 다양한 경연대회 수상경력이 있으며, 또한 ‘필리핀 갓 탤런트’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 팀이다.

필리핀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카다우간사 막탄’의 톨레도시 대표
공연팀으로 톨레도시의 슬로건인 친환경과 환경보호를 테마로 3R
Reduce(줄이고), Re-use(재사용하고), Recycle(재활용하다)의 중요
성을 공연에 표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오염에 결국 인간이 피
해를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03

04

라푸라푸 퍼포밍 아츠(Lapu Lapu Performing Arts)

FS나푸루트(FS Nafurt)

2018년 설립되었으며 필리핀 막탄의 최대 축제인 ‘카다우간사 막
탄’의 라푸라푸시 대표 공연팀이다. 이번 댄싱카니발 무대에서는 라
푸라푸시의 영웅이며 도시명인 ‘라푸라푸’와 스페인 원정대 대장인
마젤란과의 치열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풀어내어 관객에
게 선사합니다.

“영원한”을 의미하는 나푸르트 공연팀은 4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
오는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전통공연팀 중 하나로서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에 춤, 음악, 노래로 전통과 민속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
다. 역동적이고 심플한 전통무용에 민속악기로 그들의 전통문화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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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댄싱카니발 시상금 내역
2022 Dancing Carnival participating team

✽모집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상

20,000,000원

댄싱카니발						

내역

일반

읍면동/실버

아동/청소년

최우수상

10,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은상

5,000,000원 (2팀)

3,000,000원 (2팀)

2,000,000원 (2팀)

동상

4,000,000원 (4팀)

2,000,000원 (2팀)

1,000,000원 (2팀)

장려상

2,000,000원 (8팀)

1,000,000원 (5팀)

700,000원 (4팀)

합계

54,000,000원

20,000,000원

11,800,000원

개인상/안무상/특별상 총 3,000,000원
총 상금 108,800,000원
✽위 내용은 추최 측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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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동/실버

원주 향교

[축하공연] 크라운마칭밴드

2022 댄싱카니발 예선순서표

02

아동/청소년

체리걸즈

03

일반

강원 아트플레이스

04

읍면동/실버

UN 평화모델 원주지부 전통한복 패션쇼

05

읍면동/실버

은빛울림

06

아동/청소년

아르떼 청소년 무용단

07

읍면동/실버

씨나(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

Competiton order _ 01

댄싱카니발						

10월 1일 [토]

[축하공연] 축원 고사 덕담 '비나리'

08

읍면동/실버

삼척시 치어마미, 블랙퀸즈

09

읍면동/실버

원주광명은하수

10

아동/청소년

상지대효태권도

11

읍면동/실버

원주춤 무용단

12

읍면동/실버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

[개막식] 월드플래시몹

017

13

해외

FS 나푸르트(FS Nafurt)

14

일반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문화콘텐츠학과 댄스동아리 B.I.D

15

읍면동/실버

느티나무예술단

16

일반

원주와일드댄스스튜디오

17

아동/청소년

강산&제이

18

해외

돈주앙&엔젤파이어(DON JUAN&Angel fire)

19

일반

김영아전통예술단

20

일반

팀 랩터스

21

일반

원주매지농악보존회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원주청소년교향악단 & 꿈의오케스트라 원주 축하공연

2022 댄싱카니발 예선순서표
Competiton order _ 0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해외

라푸라푸 퍼포밍아츠(Lapu Lapu performing arts)

읍면동/실버

원주노인체육대학농악대

아동/청소년

D.S.L

일반

드림스타

읍면동/실버

아랑무브아트예술단

읍면동/실버

단계어울림

일반

용인대댄스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렛츠치어

아동/청소년

효성태권도 宮 시범단

해외

조이풀 트라브 오브 툴레도 시티 (Joyful tribe Toledo city)

일반

진벨리

[개막식] 뮤지컬 아이즈

댄싱카니발

10월 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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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아동/청소년

해동검도 강원경무관

일반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일반

한국가수예술인협회원주지회패션쇼

일반

날뫼북춤

아동/청소년

점핑엔젤스

읍면동/실버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실버예술단 돌아온 청춘

일반

RAINBOW CHEER (레인보우치어)

읍면동/실버

수정&청아

일반

Khi squrd (경희대학교)

아동/청소년

고블린 댄스 스튜디오

일반

악

일반

천무&비스트

일반

루시트

아동/청소년

태랑학회

일반

응원연합아라리

일반

리버티크루

일반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

일반

대경대학교 꽃피우리

03
Cultural and Artistic
Performance

문화예술공연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Opening Ceremony
개막식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축제퍼포먼스.
참가자들의 댄싱카니발 주제곡에 맞춘 월드플래시몹과
800여명의 시민합창단과 꿈의 오케스트라, 가수 김소향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댄싱카니발의 개막을 알린다.

개/폐막식						

2022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의 대망의 수상팀들의 시상식과 yb밴드의
초청공연으로 3일간의 댄싱카니발의 폐막을 알린다.

Closing ceremony
Award ceremony
폐막식 /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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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토)

Invited Singer

10월 2일(일)

10월 3일(월)

자우림

YB

초청가수

존노

김소향

고영열

문화예술공연				

Celebratory Performance

축하공연

강원도립무용단

1999년 8월 창단된 강원도립무용단은 강원도가 가진 설화, 민속, 민요, 역사를 바탕으
로 강원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 은근한 멋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국
의 대표적 무용단입니다.

원웨이크루

펑키한 에너지를 보여주며 다양한 스타일의 퍼포먼스로
대중들에게 스타일을 각인시켰으며 더 나은 브레이킹
문화를 알리고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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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Fringe Festival

프린지페스티벌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푸드존 ]

2022 다이내믹 프린지페스티벌 일정표
2022 Dynamic Fringefestival Schedule
1일(토)
12:00-13:00

2일(일)

3일(월)

크로스오버앙상블 무아
해비치밴드

13:00-14:00

2022
대한민국
농악 대축제

설아봉사무용단
하모닉스

아트키키
(재즈의 꽃, 트럼펫)

날뫼북춤
설아봉사무용단

14:00-15:00

김영아무용단
어울림
잼배사랑

톨레도시티 (필리핀)

15:00-16:00
프린지

16:00-17:00

치악산
한우축제

17:00-18:00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18:00-19:00

백운앙상블

오친동

원주필하모앙상블

한국음악앙상블 젊.꾼

여성타악그룹 난타동해

여섯줄사랑

꿈오앙상블

어쩌다밴드

아인스

라푸라푸시티 (필리핀)

19:00-19:30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

20:00-20:30

이음아트프로젝트

20:30-21:00

장소영 음악감독의
뮤지컬갈라쇼

21:00-21:30
✽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비행기NU

트리오 온

식스팩트

19:30-20:00

더퍼스트

창작하는 공간
퓨전국악그룹 풍류

조선판스타
·전영랑의 소리 잇다
·퓨전국악그룹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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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로 거리공연 ]

2022 다이내믹 프린지페스티벌 일정표
2022 Dynamic Fringefestival Schedule

1일(토)

2일(일)

엔젤킹

드림스타

강원아트플레이스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

3일(월)

12:00-

용인대댄스프로젝트
리버티크루
14:00-

팀클라운

클라운진
대경대학교 꽃피우리
khu squrd (경희대학교)

프린지						

씨나

렛츠치어
수정문화예술단

15:00삼척시 치어마미
블랙퀸즈

돈주앙&앤젤파이어
(필리핀 창작퍼포먼스)

점핑엔젤스
태랑학회
전주대학교태권도시범단

15:30-

악
16:30✽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클라운

클라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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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 문화의 거리 ]

2022 다이내믹 프린지페스티벌 일정표
2022 Dynamic Fringefestival Schedule

1일(토)
11:30-12:00

2일(일)

3일(월)

다댄스컴퍼니
원주시티즌코랄
강원교사합창단

12:00-13:00

원주꾸미꾸미합창단 (지역아동센터)
원주챔버콰이어
원주시자원봉사 청소년합창단
비바통기타동아리
송홍재

프린지						

13:00-14:00

14:00-15:00

프리댄싱페스타
13:00-16:00
(아동/청소년/실버)

코드넷

프리댄싱페스타
13:00-16:00
(일반)

원주율 (심평원연주자동호회)

집계 시 : 듀얼블루

FS 나푸르트 (슬로바키아 전통무용)

돌멩이밴드

소리랑

15:00-16:00

장겨울밴드

16:00-17:00

17:00-17:30
✽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랑새오카리나

소리사랑문화예술단

흙향

솔향대소리

안효인해금예술단

금슬가야금연주단

뮤즈오카리나

원주퓨전장구

클라이맥스크루

프레소앙상블

Y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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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1

1일

02

1일

03

1일

04

1일

05

프린지						

팀클라운

엔젤킹

삼척시치어마미, 블랙퀸즈

강원아트플레이스

씨나(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

경상도스타일의 스마트방울 ,혁신거
품 ,창조버블로 관객들에게 박진감 넘
치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빠른 전개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꿈과 상상의 세계로 빠지게 되
는 한국대표 거리극 공연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
천사 중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치어리딩 공연단입니다.

우리에겐 치어리딩 이란 푸른청정 청
춘이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진 연령대가 가장높은 시니어팀입니다!

강원도를 밝히고 세계의 중심에서 개
성체들이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며 자
유롭게 춤추는 팀 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아빠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 런웨
이를 누비고, 아름다운 인생의 2막을
펼쳐가고있는 시니어모델팀입니다!

2일

06

2일

07

2일

08

2일

09

2일

10

khu squrd (경희대학교)

대경대학교 꽃피우리

용인대댄스프로젝트

악

포스댄스컴퍼니&우석대태권도시범단

힘든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 모두를 위
한 축제!, 음악과 춤 그리고 젊음과 희
망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khu squrd
팀 입니다!

태권도를 품새동작과 댄스 동작의 리
드미컬한 융합으로 새로운 장르를 창
작하였습니다. 락킹안무와 얼반댄스,
화려한 태권도 동작과 고난이도 기술
격파를 선보일 팀입니다!

끝을 모르고 위를 향해 나아가려는 움
직임과 그 과정에서 형체가 없어지고
찢어지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
설 ‘마담 보바리’를 무대에서 보여드릴
팀입니다.

유쾌하지만 때론 씁쓸하고 힘든 삶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각설이의 삶을 무
대위에서 표현하러 참여한 팀입니다.

화려한 춤과 역동적인 태권도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춤과 태권도 융합을
통해 한국 문화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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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1

2일

12

2일

13

2일

14

2일

15

프린지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리버티크루

날뫼북춤

태랑학회

점핑엔젤스

2021 원주댄싱카니발 최우수상을 비
롯하여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한, 슈
퍼스타를 키우는 팀 입니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퍼포먼
스를 보여드리는 스트릿 댄스 팀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민속무용, 큰 북만으
로 추는 춤, 옛 것의 멋을 살리고 “날
뫼북춤”을 알리러 출전한1 팀 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태권도 시범에 감성과 철학을 담아 세
상이 하나뿐인 공연이 탄생하다. 태권
도 무대에 정상을 달리고 있는 태랑학
회입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늘 새로운 모습을 기
대를 하게 되는 팀.. 올해 9년차, 대한
민국 최고의 파워풀하고 실력있는 월
드클래스 팀 입니다!

2일

16

2일

17

2일

18

3일

19

드림스타

렛츠치어

수정문화예술단

클라운진

저희는 2022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
발의 뜨거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준
비한 부천대학교 응원단 별하와 수도
권연합응원동아리 레브의 만남으로 만
들어진 팀 드림스타 입니다!

2015년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단원
들로 구성하여 창단해, 현재까지 당진
을 대표하는 최고의 퍼포먼스 공연팀
렛츠치어입니다!

클라운 이라는 1인 광대가 풍선을 가지
고 고무풍선에 생명을 불어 넣어 하나
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고 여기에 코믹
마술과 저글링, 마임으로 소통하며 즐
길 수 있는 복합장르 퍼포먼스입니다.

클라운 이라는 1인 광대가 풍선을 가지
고 고무풍선에 생명을 불어 넣어 하나
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고 여기에 코믹
마술과 저글링, 마임으로 소통하며 즐
길 수 있는 복합장르 퍼포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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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1

1일

22

1일

23

1일

24

1일

25

프린지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식스팩트

여은

하린

장소영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풍물, 민요, 무용
창작음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시대에
맞는 우리 음악을 제작하여 예술활동
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권에
초청되어 한국의 전통예술을 알리는
문화교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식스팩트는 4인조 밴드로 주로 락, 힙
합, 펑키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 강렬한 무대매너와 함꼐 공연에
서는 대중 가요를 자신들의 밴드 색으
로 커버하여 관객의 호응을 이끌 줄 아
는 밴드이다.

그룹 '멜로디데이' 멤버로 MBC복면가
왕 9대 가왕이었으며 드라마 O.S.T 및
뮤지컬 배우인 여은.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실력자
로 얼굴을 알리며 뮤지컬, 방송, 영화
등에서 활동하는 하린.

MBC 오디션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자
문위원 역임하고 채널A 오디션 프로그
램 ‘뮤지컬 스타’ 심사위원 역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공연 음악감
독. 2018 평창올림픽 입촌식, 퍼레이
드, 뮤지컬 갈라쇼 음악감독입니다.

1일

26

1일

27

2일

28

2일

29

2일

30

028

TMM오케스트라

이음아트프로젝트

오친동

해비치밴드

아파쇼나타 윈드오케스트라

TMM오케스트라는 2006년 설립된 음
악제작 전문 회사 TMM의 연주단체이
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퍼포먼스
를 겸비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연주
자와 보컬리스트들로 구성되어있어 화
려하고 풍성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대중과 교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
합니다. 이 밖에도 연극, 미술, 전통, 영
상 등 타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
며 다양한 형태의 다원예술을 선보이
고 있습니다.

동네 오빠 친구 동생같은 친근함으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하는
팀 입니다.

이름처럼 때로는 따스한 때로는 강렬
한 음악을 선사하는 해비치밴드입니
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음악을 즐겨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관악전공자
들로 단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2022
년 현재 창단 4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하나 되
는 감동의 연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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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31

2일

32

2일

33

2일

34

2일

35

프린지						

크로스오버앙상블 무아

하모닉스

설아봉사무용단

창작하는 공간

퓨전국악그룹 풍류

"무아"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든 그 음악
에 맞게 색깔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기준으로 째즈, ost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으로 대중과 소
통하고 대중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연주팀입니다.

원주 최초 하모니카 합주팀으로 kbs
강원이좋다/mbc우리의 재능으로 방
영 전국콩쿨 입상 등 관내 음악행사나
재능기부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한국무용을 사랑하
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원주를 중심으
로 다양한 공연 및 봉사 등 전통 문화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 잡을 뮤지컬 배우들의
무대 창작하는 공간입니다.

한국전통음악의 원형을 탐구하고 재창조
하여 동시대에 소통하는 새로운 음악세계
를 구축하고자 하는 단체 이다. 이번 공연
에는 연희팀, 무용팀, 아프리칸 타악 팀등이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가치있는 공연으
로 화합과 상생의 예술작품을 선봉합니다.

2일

36

2일

37

2일

38

2일

39

3일

40

029

트리오 온

어쩌다Band

여섯줄 사랑

한국음악앙상블 젊.꾼

원주필하모앙상블

'전부'의 의미를 담아 청중 모두에게 온
전한 진심을 담아 따뜻하고 편안한 음악
을 들려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트
리오 온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청중들이 쉽게 다
가설 수 있는 음악회를 기획한다.

'원주를 위해 Band한번 만들어서 맘껏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커피한잔 마시
면서 어쩌다 만들어진 Band입니다. 음
악쟁이들이 모여 원주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맘껏 소리지르며
즐기시라고 밴드 결성을 하였습니다.

통기타 동호회를 통하여 기타연주와
노래로 회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
련하고 더불어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문화 소외계층 주민들과 어르
신들을 찾아가 나눔의 장을 실현한다.

민속음악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젊은 꾼들
이 모여 그 열정을 발산하고자 창단. 지역별
로 나타나는 고유의 시김새, 극한의 감정표
현 그리고 민속악 본래의 모습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계승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
성있는 음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받았던 감동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필
(feel)이라고 팀이름을 정했습니다. 인
생의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개개인이 풍요로운 노년이 되길 꿈꾸
며 팀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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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1

3일

42

3일

43

3일

44

3일

45

프린지						

여성타악그룹 난타동해

아인스

꿈오앙상블

백운앙상블

어울림

전통과 퓨전장단을 접목하여 다양한 타
악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이는 난타동해
팀은, 전국으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
고 있다. 북소리의 웅장함과 연주자의
화려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타악퍼포먼
스 공연입니다.

아인스(Eins)는 ‘1’이라는 뜻의 독일어로
언제나 관객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네 명
이 하나의 하모니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
이겠다는 멤버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모인
음악단체이다. 현재 원주문화재단에서 운
영하는 원주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교육 담당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축
제에 초대되어 밝은 에너지로 대중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살롱콘서트 등 관객과 함께 즐길수 있
는 음악회 연출을 통해 클래식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하게하고, 성악가들
의 멋진 음색을 통해 성악의 아름다움
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를 좋아하고 잘 치고 싶은 사람들
이 마음을 모아서 공연을 목적으로 모
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매주 단체 연
습과 기타 전공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매년 여러 차례 공연을 해 왔다.

3일

46

3일

47

3일

48

3일

49

3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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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잼배사랑

노래비행기NU

조선판스타 _ 전영랑의 소리 잇다

조선판스타 _ 퀸

우리 고유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장
단에 현대적 리듬과 음악을 가미하여
파워풀한 연주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혼성 퓨전
난타팀입니다.

기존 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었으나 금
년에 혼자 독립하여 요양원 공연 봉사
활동(금년-2회) 및 자체 버스킹(수변
공원,1회)을 통하여 원주 시민께 젬베
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원주의 대표적 통기타
팀으로,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수상
곡을 자체 편곡하여 새롭게 소화해 내
는 팀입니다. 팀의 특징은 파워풀한 보
컬과 섹션감과 스피드 있는 통기타 연
주가 특징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로 최연소 경기국악제 전국경연대회 민요명
창부문 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 경험의 소
리꾼이며, 이번 ‘소리 잇다’ 공연은 경기 민요
와 만요 등을 소재로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
해 더욱 풍성하고 신명나는 무대입니다.

국내 최초의 국악 유튜버로, 80여 차례의 공
연을 해오며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악 한류
열풍을 선두해왔습니다. 전통예술의 새로운
재구성과 재즈, 락, 라틴 등 친숙한 음악과 국
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다채롭고 다이나믹
한 새로운 국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inge Team
20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프린지 참가팀 - 댄싱공연장주차장

Dancing Carnival Fringe

3일

51

3일

52

프린지						

아트키키

김영아 무용단

음악으로 즐거운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으
로 2011년에 출발하였으며 재즈음악에 중
점을 두고 <재즈의 꽃, 트럼펫>을 비롯하여
<우리들의 뚜왑뚜왑 음악회>,<브로드웨이
의 재즈>,<재즈 어라운드 더 글로브> 등 다
양한 재즈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강원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았으며
한국적 전통춤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
은 작품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또는 해
외공연을 해왔으며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개막식, 폐막식 공연
에 참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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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Dancing Festa

프리댄싱페스타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ee Dancing Team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프리댄싱페스타 참가팀

01

02

03

04

05

D.Motion

프레볼

SJ무용단

Tigers

댄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원주 중
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모여 멋있는
스트릿댄스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평원초등학교 댄스동아리 디모션입니
다. 춤을 좋아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2016년부터 활
동하고 있습니다. 제2의 허니제이, 아
이키를 꿈꾸며 매일매일 모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상지여자중학교 Revolution과 남원주
중학교 P.K가 연합한 팀 프레볼입니다.
프레볼 Our Shining Youth로 빛나는
우리의 청춘을 그려낸 팀입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창
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작집단으로
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고 원주에서
제일 씩씩하고 패기넘친 친구들만 모
인 팀입니다. 치어리딩과 댄스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한번에 볼 수 있는 팀입
니다.

프리댄싱페스타

1st place

06
강산&제이

07
강원아트플레이스

2006년의 설립된 강산합기도는 다이내믹 강원 고성을 빛내는 백조같이 아름다
댄싱카니발 입상과 함께 다양한 공연 활동 운 초중 슈퍼스타들이 원주댄싱카니
으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지속적인 사랑 발로 날아오다. 자유롭게 하나되어 춤
추며 날개짓하다
을 받으며 꿈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양성
033

하는 전문 교육원입니다.

08

09

도도댄스

랩터스 틴에이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모인 팀으로, 여
러 장르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지루
할 틈이 없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웅장한 음악으로 시작을 알리며 무도
인의 절도 있는 패기를 선보입니다. 이
후 경쾌한 음악으로 전환되며, 관객들
과 하나 되어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선
보이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ee Dancing Team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프리댄싱페스타 참가팀

10

11

12

13

14

미꾸라지

브릴리언트댄스팀

블랙벨트센터

상지대효태권도레전드

밸리 댄스를 통해 신나고 건강하게 에
너지를 발산하면서 유연성과 표현력
을 키우며 자신감도 얻고 있는 어린이
밸리댄스팀입니다.

저희는 섬강초등학교에서 온 자율동
아리 댄스팀입니다.

브릴리언트댄스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연합 댄스팀이며 원주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공연, 행사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거짓이 아닌 불편한 진실로 승부
하는 정통 실력파 도장 코리아 블랙벨트
센터의 원주 기업 지부입니다. 놀이가 아
닌 진정한 무도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이
시대가 상실한 진정한 인내와 끈기, 극기
를 완성해 나가는 진짜 도장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서 열심히 태권도 수
련을 하고 있는 상지대효태권도입니
다. 태권도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에
게 태권도를 알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15

16

17

18

프리댄싱페스타

뮤즈

034

아르떼청소년무용단

엔젤킹-오메가

영댄스

제이핏밸리

아르떼 청소년 무용단은 예술적 재능
이 우수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무용
단으로 공연을 통하여 무용기량을 향
상하며 전문 무용가로서의 자질과 품
성을 연마하기 위하여 창단한 팀이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치어리딩팀.
3go!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
국을 응원하고, 우리모두가 힘을내고)

문화센터를 통해 단순 여가 활동으로
시작하여 댄스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회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노년의 생
활에 건강과 만족 및 활기를 위하여 재
능기부 봉사 및 공연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우리에겐 치어리딩 이란 푸른청정 청춘
이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연령대가 가장높은 시니어팀입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ee Dancing Team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프리댄싱페스타 참가팀

19

20

21

22

프리댄싱페스타

청아무용단

체리걸즈

츄파춥스응원단

해동검도 강원경무관

상지대학교의 두축, 문화콘텐츠학과
댄스동아리 B.I.D와 태권도 시범단이
그간 마스크속에 숨겨져있던 우리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드리기 위해 참
여한 팀입니다!

원주 댄스를 사랑하는 초등부 연합팀
입니다^^ 저희가 실력과 귀여움을 동
시에 보여드릴께요 큰박수 부탁드립
니다.

충남 당진 최고의 인싸! 치어리딩특별
시 당진 최고의 치어리딩퍼포먼스팀
똥꼬발랄 츄파춥스응원단입니다. 활
기차고 발랄하고 개성넘치고 시끄럽
고 늘 신나는 아이들! 최강 츄파의 실
력, 기대해주세요^_^

검을 소재로 하여 음악에 맞춰 화려한 검
도 무술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해동검도
대표 시범단입니다.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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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lay

나빌레라무용단

레인보우치어

모아나훌라

벗

원주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코레오 댄스팀 팀 슬레이입니다. 다양
한 스타일의 창작안무를 소화할 수 있
으며, 멤버 모두 전문 댄서로 구성된
팀입니다.

버선발로 사뿐사뿐 나비처럼 날아오
르듯이, 때론 묵직한 호흡으로 진한 울
림과 감동을 주는 무용단으로 성장하
기 위해 늘 열정을 다해 노력과 실력
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무용단입
니다.

6세부터 성인으로 구성된 치어리딩 클
럽으로, 치어리딩이라는콘텐츠로 대한
민국의 새로운 공연문화를 구축해왔다.

맑은 영혼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춤추자” 라는 모토로 훌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팀입니다. 훌라를 좋아
하는 분이라면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훌라를 보고싶어하면 어디든 찾아가
는 팀입니다.

저희만의 스타일로 저희가 가장 잘할수
있는 무대를 꾸렸습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ee Dancing Team
2022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프리댄싱페스타 참가팀

28

29

30

31

32

프리댄싱페스타

부천대학교 응원단 별하

불타는청춘 타타타

아라리응원단

얼라이브아프리카

우아미

별하는 별처럼 높게 빛나는 사람이 되
라는 뜻을 가진 부천대학교 대표 응원
단 입니다. 한국 고유의 치어리딩 종
목인 액션 치어리딩을 주로 퍼포먼스
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열정
넘치는 팀으로 봉사도 하면서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팀입니다. 북
소리에 가득 담은 에너지를 많은 분들
게 전달 될수 있도록 신나는 공연을 선
보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두에게 잠
시나마 즐겁고 열정 넘치는 공연을 보
며 힘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아라리응원단입니다.

아프로댄스를 사랑하는 7명이 모인
팀 얼라이브 아프리카입니다. 야생미
넘치는 원주민 시절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아프로댄스로 재밌게 표현하
는 팀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도전하
는 발달장애인 동아리입니다. 지난 3년
간 갈고 닦은 댄스실력을 세상에 보여
주기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33

34

35

36

37

036

원주합기도랩터스

제이오

진벨리

태기무용단

포스댄스컴퍼니

원주합기도랩터스에서 10년 이상 수
련한 무도인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마
샬아츠 퍼포먼스에 퓨전 국악 및 아리
랑을 접목시켜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
작을 통해 관객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
보이겠습니다.

줌바와 다이어트댄스 운동을 좋아하
는 사람들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
구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하
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리
고자 합니다.

벨리댄스의 우아한 전통성과 화려함.
그리고 다양성을 기본으로 현대화한
비트와 세련미로, 보는 이로 하여금 여
성의 아름다움과 독특하면서 신비로운
여운의 느낌이 남는 정통 벨리댄스 팀
입니다.

태기무용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많은 행사와 축제에서 전통춤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한국 무용을 가까이 접하
고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스댄스컴퍼니는 화려한 춤과 퍼포
먼스를 접목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으
로 관객과 함께 무한한 상상력을 공유
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Participating Free Dancing Team
2022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프리댄싱페스타 참가팀

38

39

40

프리댄싱페스타

풍류

엔젤킹-알파

엔젤킹-블랙

전통예술을 모체로 다양 한 장르 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 고자 창단. 풍류 정신을
기반으로 ,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 며 사람들
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월드 뮤직그룹을 표방
하고 있다. 현대감성에 맞는 창작 작업 으로 진
취적인 풍류만의 음악세계를 지 향하고 있다 .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창단된 치어리딩공연단입니다. 행복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출전하였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원주 프리댄싱페스타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실력은 신생팀이지만 열정은 최고의 힙합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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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리댄싱페스타 시상금 내역
2022 Free Dancing Festa participating team

✽모집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프리댄싱페스타

구분

일반

아동/청소년/실버

최우수상

4,000,000원

1,500,000원 (1팀)

금상

2,500,000원 (1팀)

1,000,000원 (1팀)

은상

1,500,000원 (1팀)

700,000원 (2팀)

동상

1,000,000원 (1팀)

500,000원 (3팀)

장려상

700,000원 (6팀)

300,000원 (7팀)

특별상

-

500,000원 (1팀)

합계

13,200,000원 (10팀)

8,000,000원 (1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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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리댄싱페스타 경연 순서표
2022 Free Dancing Festa

'아동·청소년/실버' 경연 순서표 10월 1일 (13:00 ~ 16:00)

프리댄싱페스타

1

sj무용단

17

해동검도 강원경무관

2

D.Motion

18

도도댄스

3

영댄스

19

상지효태권도레전드

4

청아무용단

20

제이핏벨리

5

프레볼

21

엔젤킹-알파

6

Tigers

22

체리걸즈

7

강원아랑고고장구

23

엔젤킹-오메가

8

1st place

24

랩터스 틴에이져

9

블랙벨트센터

25

엔젤킹-블랙

10

미꾸라지

26

강원아트플레이스 in고성

11

브릴리언트댄스팀

12

뮤즈

13

츄파츕스 응원단

14

아르떼 청소년 무용단

15

강산&제이

16

2022 태평성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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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리댄싱페스타 경연 순서표
2022 Free Dancing Festa

'일반' 경연 순서표 10월 1일 (13:00 ~ 16:00)

프리댄싱페스타

1

풍류

2

모아나훌라

3

제이오

4

우아미

5

태기무용단

6

나빌레라무용단

7

불타는 청준 타타타

8

TEAM Slay(팀슬레이)

9

진벨리

10

아라리 응원단

11

레인보우 치어

12

원주합기도랩터스

13

부천대학교 응원단 별하

14

얼라이브 아프리카

15

벗

16

포스트댄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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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ide Event

부대행사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Environmental Experience Zone

환경체험존

댄싱카니발

Play Ground

플레이그라운드

재활용 플라스틱 사출 체험, 용기 재사용 프로그램 등
놀면서 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체험존.

[ 전일 10 : 00 ~ 23 : 00 ]

VR댄싱콘텐츠 체험, 댄카포토부스, 댄카플레이리스트 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다체로운 놀이 프로그램

[ 전일 10 : 00 ~ 23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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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Experience Zone

생명의나무

댄싱카니발

Market Place

마켓플레이스

도시가 가진 역동성과 도심의 아름다운 빛을
시민과 함께 감상하고 교감하는 작품전

[ 전일 10 : 00 ~ 23 : 00 ]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눈이 즐거운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가득한 프리마켓

[ 전일 10: 00 ~ 23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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