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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회 한 국 국 제 스 토 리 텔 링 축 제

날짜 : 10월 8일(토) ~ 10월 10일(월) 
주최 :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KISA

주관 :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조직위원회

후원 :  스토리스쿨 한국국제어린이스토리텔러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열린사

이버대학교,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이야기회, 알레테이야(수원), 

천연당, 사단법인 한국풀피리협회, 당사포 스토리가든, 동화스피치

협회, 방정환 연구소,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Romania Magic Word 

Organization, World Story Telling Championship, CONA(이탈리아스

토리아트센터), Ayo Dongeng Indonesia (인도네시아스토리텔링연합), 

FEAST 아시아스토리텔러연합, 유럽스토리텔링 네트워크,NSN 미국스

토리텔링 연합, Story CrossRoad, 소년한국일보, 사르자 국제 나레이

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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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ia Dongjoo Bang, 
Director of the Korea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은 한국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의 뜻 깊은 해 입니다. 

그리고 KISA의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제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 전쟁, 기아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우리 어린이들은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텔러들은 상상력의 힘, 실행의 힘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힘이며, ‘스토리텔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여년 전에 한국 어린이들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미래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어린이 날‘

을 제정하신 스토리텔러 방정환 선생님 께서는 “이야기’는 어린이를 기르는 훌륭한 치유의 ‘

약’ 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의 숭고한 ‘이야기’ 정신은 지금의 우리 

스토리텔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이들 

또한 세계 이야기 무대와 학교의 교실, 도서관, 그리고 마을 곳곳 이야기 마당 무대에서 매혹적인 

이야기를 펼치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이야기의 재미와 지혜를 전해주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는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행해지는 꿈의 

무대로서, 전세계의 스토리텔러들과 함께 뜻 깊은 ‘이야기’ 무대를 열어갑니다. 

미래 100년의 꿈!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VIVA! 어린이 VIVA, CHILDREN!’을 슬로건으로 

제5회 한국국제스티렐링축제! 힘차게 시작합니다. 

GO! Go! Stories! We are Storytellers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조직위원회 일동

주최 :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KISA)

주관 :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조직위원회 (KISF)

인 /사 /말

한국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 조직 위원장

알리시아 방동주

About the Festival

GO! Go! 

Stories! 

We are 

Storyt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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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 이주영입니다. 어린이문화연대는 한국 어린이와 어린이운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가장 탁월한 동화구연가, 이야기꾼이었던 방정환 선생님 뜻을 살려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씨족, 부족,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곧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각 집단의 겉모
습은 혈연이지만 속생각은 ‘이야기’로 형성되었습니다. 곧 이야기라는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이야기라는 밥을 먹으면서 
의식이 형성됩니다. 
각 개인의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형성됩니다.

어린이라는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며 자라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나 민족이나 인류는 ‘이야기 덩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를 
뺀다면 ‘나’ 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를 뺀다면 인류가 지구촌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사람과 사람 마음을, 민족과 인류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나 민족, 나아가 인류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인류가 갖고 있던 보편적 인지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에서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나 애완물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민족이나 국가 단위에서는 어린이를 미래 전쟁과 
경제를 위한 인적재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기르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린이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서야 싹이 터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이 스스로 서로 도우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성장하는 데는 꼭 그 
씨앗이 되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인류는 그런 이야기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수준에 따라 퇴보하거나 발전합니다. 
제가 말하는 인류 퇴보의 끝자락은 욕망과 독선으로 일어나는 착취와 전쟁,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등으로 
지구라는 생명체가 파괴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말하는 발전이란 어린이와 젊은이와 늙은이, 인류 
3세대가 모두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나아가 지구촌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 갈림길에 ‘이야기’에 있고, 이야기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얼마나 더 맛있는 이야기 
밥으로 만들어 나누며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한 어린이 운동가들이 선언한 어린이 해방 
선언을 다시 소환해서 온 인류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의 꿈,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지구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이야기는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사람과 사람 마음을, 

민족과 인류를 이어주는 ‘다리’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나 

민족, 나아가 인류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축 /사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

이주영

Testimonial

Yousif Ahmed Alhmed 
Alnashaba from Kingdom of 

Bahrain

Dr.Neena Gayatri Co-Founder 
ACE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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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제5회 VIVA CHILDREN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 개막식

1부 
개막식

Opening  Ceremony

OCT.08.2022

개회사 -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회장 방동주
축   사 - �Yousif Ahmed Alhmed Alnashaba from Kingdom of Bahrain 

               바레인 국민유산전승협의회 대표 작가

                Aisha Alshamsi (The director of Sharjah International Narrator Forum)

               아랍에미리트 사르자 국제 포럼 기획자

축   전 - 전세계에서 50명의 어린이들과 25개국 국제스토리텔러 축전 영상 소개

                나는 어린이입니다

낭  독 -  어린이날 선언문 (영. 한) 손준영 (정자초 2), 최율하 (정자초 3)

공  연 -  KISA 어린이스토리텔링 - 호랑이와 곶감 최시안, 최여원 (서현초 5)

기조 연설 -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시상식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Awards Ceremony)

사회 :  서영주

제1회 K-스토리텔링 경진대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상 시상 (7명)
상장 및 상품 전달 : 강혜경 교수 
(OCU 실용영어학과 학과장)

K- Digital Storytelling Contest 강원대학교 ‘신화와 공연’ 팀

소개 및 해설 : 박정애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The 1st K-Storytelling Contest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President's Award (7 winners)
Presenter : Hye-Kyung Kang (Professor of English, OCU)

Grand Prize (Gold Medal) Eun Seong Kim

Award for Excellence (Silver Medal) 
Ji Eun Lee, Kwang Yeol Kim,Sung Shin Hong

Award for Excellence (Bronze Medal) 
Ji Hye Yeo, Jong Yoon Kim, Semi Lim

사진촬영 및 점심 식사 12시 30~ 1시 30분 (1시간)

금상 : 김은성 (공연)

1. 우수상 : 과양각시의 삼형제 (김규범, 이지은, 김다솜, 최영준)

2. 우수상 : 문왕신이 된 녹두생이 (이영화, 엄성윤, 심우민)

3. 장원 : 헤파이스토스와 헤라 (안호연. 배해리, 이재관, 김재현)

은상 : 이지은, 김광열, 홍성신

동상 : 여지혜, 김종윤, 임새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10:30~12:3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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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제5회 VIVA CHILDREN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
- 한국 스토리텔러 이야기 마당 K- Storyteller's Performance -

키사 오프닝 공연 - 마음 열기 Kisa Opening Showcase " Open Your Heart"
시간 - 13시 30분 ~ 14시 
사회 - 김지현 (키사 포항 국제스토리텔러 대표)

유애순- 손유희 (주먹 바위 보 스토리 게임) 
김은성-�음악과 함께 하는 스토리 타임 

알레테이야 공연 - 마음 나누기 " Share Your Heart"
시간 -  14시~ 14시 30분 
사회 - 이종숙 (수원 알레테이야 대표) 

동화작가 임정진 오프닝 해설 
알레테이야 인형극 “배다리는 효자 다리” 인형극 [설명- 한지영]
이영애, 김은자, 장미희, 정유헌, 한지영, 조선이, 지선영, 차은혜, 진화순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 이야기회 - 마음 보듬기 " Share Your Mine"
인사 및 소개
시간 -  15시~ 15시 10분 
사회 - 김은옥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옛날 옛날 옛적에 _ [15시 10분~ 15시 30분]

【스토리텔러1】  배장수와 신선 _ 송영희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운영위원장)
【스토리텔러2】  동물 말을 알아듣는 아이 _ 송경애 (책고리 이야기회 회장)

얘들아 놀자~ _ [15시 10분~ 15시 45분]

【스토리텔러3】  안반지게 _ 임현경 (책고리 이야기마당극 단장)

나도 이야기꾼! _ [15시 45분~ 16시]

【스토리텔러4】  종로 누하동 골목 _ 이영숙 (서울이야기 잔치 수료자)

이야기 낭독극  _ [16시~ 16시 25분]

【스토리텔러5】  거만한 곰과 꾀바른 여우 /방정환 동극 _ 문은실, 김흥제, 정영임, 이은희 (책고리 낭독공연단 단장 외 3인)

참여 스토리텔러 : 키사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이야기회, 수원 알레테이야

기념촬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13:30~16:30

08

2부 
공 연

Opening  Ceremony

OCT.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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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스토리텔링 축제 온라인 스토리텔링

1부 VIVA Children! VIVA Champions 
월드 챔피언 스토리텔러들과 함께 

2부 VIVA Story! VIVA Yoga! Zoom! Zoom! Workshop!

온라인 
스토리텔링
zoom

Viva  Children

OCT.09.2022

Order of World Storytelling Champion 
Performance

어린이날�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는�VIVA�어린이!�VIVA�CHILDREN!�

슬로건으로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 월드스토리텔링 챔피언들의 공연과 요가 스토리텔링 워크샵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촬영 

사회- Alicia Dongjoo Bang ( 한국국제스토리텔러 대표) 

시간 : 18시 - 19시 

기조 연설 - Dr. Neena Gayatri- Co Founder & COO

   ACEnovation Organizers of the World Storytelling Championship

                  Major Rajan the Founder & CEO  

티져 영상 소개 

오프닝- 사월 그믐날 밤 (영상) / 김나윤, 유우진, 최유경 , 육서연, 주영은

사회- Alicia Dongjoo Bang ( 한국국제스토리텔러 대표) 

시간 : 19시 10분 - 20시 10분

초대작가 - 홍종의 /  초대 요가 강사 - 홍순협  

오프닝- 작가 소개 및 요가 왕자 스토리텔링

스토리 요가 동작 따라하기

Other International Children Storytellers
 Vaidehi Patikh (Nigeria) , Agastya Giri(India), Sunaina Jeyakanth (India) 
 Roshan Durbar(India), Devanah Parikh (Nigeria) , Aiden Jithin (India) 
 Avaanthika N (India),Noora(Iran), Raha Taheri(Iran)

【스토리텔러1】 : 엄태민 (한국) Liam Taemin Eom - The Logest Name in Korea 
【스토리텔러2】 : 에이든 지힌 Aiden Jithin (India)
【스토리텔러3】 : 바이데히 파리크 Vaidehi Parikh (Nigeria )
【스토리텔러4】 : 와하 타헤리 Oaha Taheri (Iran)
【스토리텔러5】 : 미샤 마노 Mishaa Mano(India)
【스토리텔러6】 : 다알리아 브레가 Daria Blaga ( Romania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18:00~20: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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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주 _Alicia DongJoo Bang (한국)

탄 레옹 킴_Tan Leong Kim (말레이시아)

로저 젠킨스 _Roger-Jenkins(싱가포르)

할리마 함단 _Halima Hamdane(모로코)

지바 라구나트 _Jeeva Rahunath (인도)

제프 기어 _Jeff Gere (미국)

노마 토레스 _Norma Torres (멕시코)

천밍시앙 _Uncle Fat(대만)

아드리아나 에네 _Adriana Ene(루마니아)

리차드 마틴 _Richard Martin(영국)

한국에 기반을 두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국제스토리텔러이자 
23년동안 영어 스토리텔링을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육자이다. 
2018년 한국국제스토리텔러협회 KISA를 설립하여 한국 최초 
국제스토리텔링축제를 개최하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
녀는 어린이국제스토리텔러 학교인 스토리 스쿨을 설립하여 
어린이 국제스토리텔러들을 양성하고있으며 2018년 이란에서 
열린 제21회 이란 국제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의 국제스토리텔
러공연 부문 우승자이다.

김 선생님 으로  잘 알려진 탄 레옹 킴(말레이시아)은 20년 
넘게 어린이와 공연 예술 교육에 관여해 왔다. 그는 말레이
시아의 교사 교육 연구소에서 "최고의 교사" 상을 받은 뛰어
난 교육자이다. 김 선생님은 또한 문화예술과 극장 공연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야
기의 마법을 엮어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운다"는 것이 김선생
님의 스토리텔링 목표이자 비전이다.

로저 젠킨스(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전문 스토리텔러로 활
동하고 있다. 그는 398.2 스토리텔링페스티벌(2015년~현재 
싱가포르)을 설립했으며, FEAST(아시아 스토리텔러 연합, 
2018년~현재)의 창립 이사이다. 그는 2013년 이란에서 열린 
제16회 카눈 국제 스토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스토리텔러
상을 수상했고,  1995년 "잉어의 배에서"라는 제목의 시집으
로 싱가포르 문학상을 수상했다.

할리마 함단(모로코)은 전문 스토리텔러로 25년 넘게 이야
기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워크샵은 프랑스, 모로코, 부르키
나파소, 레위니옹 섬, 아이티, 가이아나에서 스토리텔링에 대
한 인지도를 높이고 스토리텔러를 교육시켰다. 그녀의 이야
기 대부분은 모로코 구전 유산에서 비롯된다. 프랑스, 모로
코, 알제리, 레바논, 부르키나, 퀘벡, 노르웨이, 그리스, 가이
아나, 카타르, 두바이, 아이티, 마르티니크, 콩고, 모리타니아 
등 전 세계의 학교, 대학, 도서관, 미디어 도서관, 축제, 공연
장에서 그녀의 쇼를 선보였다.

지바 라구나트(인도)는 1997년부터 전문 스토리텔러로 활
동했으며 인도 스토리텔링 부흥의 선구자이다. 그녀는 작가
이기도 하다. 그녀는 27개국에서 공연을 했으며 지난 6년 동
안 ‘뱅골보리수 나무 아래(Under the Aalamaram)'라는 자
신만의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조직했다. 그녀는 툴리
카 출판사를 통해 글을 썼고 12권의 아동 도서를 출판했으며 
65권 이상의 영어로 된 책을 타밀어로 번역했다. 그녀의 세 
권의 책은 스웨덴에서 출판되었고, 마리 (Marie) 및 케네스
(Kenneth)와 공동 집필했다.

제프 기어(미국)는 할로윈 날에 태어나서 호놀룰루에 살고 
있다. 그는 토크 스토리 페스티벌(하와이의 가장 큰 스토리
텔링 축제)을 설립하여 26년 동안 주최하고 연출해왔다. 또
한 토크 스토리 라디오 및 스토리 티브이도 해왔다. 그는 하
와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투어를 하며, 가르치고, 그림자 
인형놀이를 공연할 뿐 아니라, 수많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있다 (www.jeffgere.com & YouTube).

노마 토레스(멕시코)는 배우, 스토리텔러 및 프로듀서이다. 
그녀는 2000년부터 스토리텔러로 활동했고 오스트리아, 콜
롬비아, 쿠바, 미국, 스페인, 파나마, 우루과이, 및 기타 국가
에서 공연했다. 그녀는 20년 경력에 걸쳐 여러 프로덕션과 
극단에 참여했다. 그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쇼와 복합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회사인 라 토레 데 로스 쿠엔토스(La 
Torre de los Cuentos)의 이사이다.

천밍시앙(일명 뚱뚱한 삼촌)(대만)은 대만과 12개국에서 17
년 동안 스토리텔러로 활동해 왔다. 도서관,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 병원, 보호소에서 자원 봉사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브루나이,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등에서 
공연 했다. 그는 스토리텔링 콘서트에서 뮤지션들과 협업하
는데, 2021년 세계 스토리텔링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아드리아나 에네(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출신의 유명 라디오 
및 TV 저널리스트로, 10년 넘게 방송되고 있는 “이야기의 기
쁨(The Joy of Stories)"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루마
니아와 해외에 거주하는 루마니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
고 있다. 또한 5년 동안 TV에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극작가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리차드 마틴(영국)은 30년 이상 전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며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전 세계의 전통 민화를 들려주
고 있다. 그는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
오스, 홍콩,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에서 스토
리텔링을 펼치고 있다. 리차드는 영국 출신이지만 인생의 절
반 이상을 독일에서 살았다. 그는 보통 모국어인 영어와 독
일어로 스토리텔링을 한다.

국제스토리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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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쿠니코 _Kuniko Yamamoto (일본)

베아트리즈 몬테로 _Beatriz 
MonteroTeatro(스페인)

한스 로렌스 _Hans-Laurens. (덴마크)

모하메드 아리오 지드니 _Mochamad 
Ariyo (인도네시아)

야마모토 쿠니코(일본)는 교육적인 면과 즐거움을 위해 사회적 
폭로를 곁들인 고대 및 현대 일본의 신화와 우화를 활용한 드라
마틱한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매료시킨다. 일본
의 마법의 가면, 음악, 마임(Magical Mask, Music and Mime 
of Japan)에서 쿠니코는 일본의 전통 음악, 수공예 마스크, 양
식화된 움직임, 약간의 마술을 사용하여 환상과 현실의 예술적 
균형을 만든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종이접기 동화에서는 종이
접기 동물들과 얼굴들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민화를 이야기한다. 

베아트리즈 몬테로 (스페인) 는 1억 명 이상의 방문자와 36
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아이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스토
리텔링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eatrizMontero 
그녀의 스토리텔링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텔레
비전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5개 대륙 22개국의 
스토리텔링 축제에 참가했다. 베아트리즈 몬테로는 5개 언어
로 번역된 아동문학 서적의 저자로, 5개 대륙 62개국 1,351
명의 이야기꾼들이 모인 국제 스토리텔링 네트워크의 엔리
케 파에스와 함께 설립하였다. 

한스 로렌스(덴마크)는 숙련된 건축가였지만 전문 스토리텔
러로 거듭났다. 그는 코펜하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같은 
도시에 있는 스토리텔링 극장 베스트 텔러스(Best Tellers)
의 설립자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을 하는 것이다. 그의 비전은 유엔 아동권리헌장에 명시된 
대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이다.

모하메드 아리오 지드니 Mochamad Ariyo Zidni 인도네
시아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의 감독인 Mocamad Ariyo 
Zidni는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려진 스토리텔링 코치와 트레
이너, 어린이 이야기 작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스토
리텔링에 관한 수업을 가르치는 스토리텔러  교수 입니다.

LINE-UP
INTERNATIONAL

INTERNATIONAL

국제스토리텔러

국제 어린이스토리텔러

Aden Jithin (India)

Devansh Parikh (India)

Roshan Durbar (India)

Agastya Giri (India)

Dharm Gopal Pansuriya (India)

Sunaina Jayakanth (India)

Avaanthika N(India)

Noora (Iran)

Vaidehi Parikh (Nigeria)

Daria Maria Blaga (Romania)

Raha Taheri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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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Ae Park

Author & KISA Storyteller
Tenured Professor, Department of 
Visual 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g Keun Kim

Author & Leaf Flute Artist &  KISA 
Storyteller
Vice president of Korea Leaf Flute 
Association
Head Teacher of Singok 
Elementary School

JeongJin Lim

Author & KISA Storyteller 
Visiting professor in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writing 
department
Vic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ren literature 
writers

Young Sook Song

Poet & KISA Storyteller
Founder of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 Education, Checkgori 
Storytellers Group

Hye-Kyung Kang

KISA Storyteller
Professor Hye-Kyung Kang, Ph.D. 
Head, Department of English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Eunock Kim

Chairman of Seoul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 Reading 
Education,   
 Checkgori Storytellers Group

Jong Sook Lee

KISA Storyteller 
Founder of Aletheia 
(Korean Picture Book Storytell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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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oon Yu

Author & Storyteller 
President of Korea Storyteller 
Speech Association

Lizzy Eunsung Kim

KISA Youth Storyteller 
Youtube Creator Storyteller 
( Lizzy's Storytime)

Young Ae Lee

Storyteller 
President of Aletheia 
(Korean Picture Book Storyteller 
Association)

Soogi Kang

International Storyteller & Actress
The German Association 
„Erzählkunst e.V.“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Art Director of KISA , Berin Branch 

Jongui Hong

Author & KISA Storyteller
 Vic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ren literature 
writers

Julie YoungJoo Seo

President of KISA Youth Storyteller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oonhyup Hong

Special Yoga instructor 

Jihyun Kim

KISA Storyteller 
CEO of Story Garden
Art Director of KISA , Pohang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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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책고리 축제 참여자 명단

김은옥 

Eunock Kim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스토리텔링 슈퍼바이
저

송영희 

Younghee Song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운영위원장, 
스토리텔링슈퍼바이저

송경애

Gyeongae Song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이야기회 회

장,

스토리텔링슈퍼바이
저

임현경

Hyeonkyeong Lim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이야기마당극 공연단장
스토리텔링슈퍼바이저

이영숙 

Youngsook Lee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이

야기할머니

‘서울이야기 잔치’ 교육 수료
자

문은실 

Eunsil Moon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 낭독공연단 대

표

김흥제

Heungje Kim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운영위원 

책고리 낭독공연단
원

정영임

youngim Chung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연구회원
책고리 낭독공연단원 

이은희

Eunhee Lee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연구회원
책고리 낭독공연단원 

 

제5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축제 

책고리 축제 참여자 명단

김은옥 

Eunock Kim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스토리텔링 슈퍼바이
저

송영희 

Younghee Song

서울독서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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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자
(KIM EUNJA)

진화순
(JIN HWASOON)

역할:어린정조, 칠복 역할:정조, 백성2 역할:백성1,칠복아버
지 역할:무대

지선영
(JEE SEONYOUNG)

차은혜
(CHA EUNHYE)

역할:촬영 역할: 음악

알레테이야(배다리는효자다리)

CHO SEONI
역할 : 정조, 백성2

대표:이종숙
(LEE JONGSOOK)

회장:이영애
(LEE YOUNGAE)

한지영
(HAN JIYOUNG)

장미희
(JANG MIHEE)

역할: 동아리소개 역할: 칠복엄마 역할:총감독 역할:해설

정유헌
(JUNG YOUHUN)

조선이
(CHO SEONI)

김은자
(KIM EUNJA)

진화순
(JIN HWASOON)

역할:어린정조, 칠복 역할:정조, 백성2 역할:백성1,칠복아버
지 역할:무대

지선영
(JEE SEONYOUNG)

차은혜
(CHA EUNHYE)

역할:촬영 역할: 음악

알레테이야(배다리는효자다리)

JANG MIHEE
역할 : 해설

LOCAL 국내스토리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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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storytellingfestival.com

LINE-UP

Yukyung Choi 

• Ahnmal Elementary School  5th 
grade
• Third Jharkhand Storytelling Festival 
• The Smiling Baby Performance
•  International BangJungHwan Forum 
Opening Performance 2022
• The Last Night of April Storytelling

Yuk Seoyeon

Liam Taemin Eom

• Seongnam Jeongja Elementary 
School 5th grade
• International BangJungHwan 
Forum Opening Performance 2022
• The Last Night of April Storytelling

Winner of World 
Storytelling Championship 
(WSTC) 2022
Seongnam Jeongja 
Elementary School 2nd 
grade 

Sian & Yeowon Choi

손준영 Son Junyoung
성남 정자초 2  

최율하 Yulha Choi
성남 정자초 3  

• FEAST Performance 2021
• Learning Korean Culture through  
Storytelling
• The Silly Man Who Went to the 
Market

Nayun Kim

• Seodang Elementary School
• International BangJungHwan Forum 
Opening Performance 2022
• The Last Night of April Storytelling

Youngeun Ju

• Jang ahn Elementary School 5th 
grade
• International BangJungHwan 
Forum Opening Performance 2022
• The Last Night of April Storytelling

Woojin Yoo

• Pangyo Elementary School 
• International BangJungHwan Forum 
Opening Performance 2022
• The Last Night of April Storytelling

INTERNATIONAL 국제 어린이스토리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