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이탈리아 밀라노 제9회 ‘Il Teatro Nudo di Teresa pomodoro’ 관객상 수상



2019 이탈리아 모노폴리, 로마, 토리노 3개 도시 초청 공연



• 2018 이탈리아 밀라노 제9회 ‘Il Teatro Nudo di Teresa pomodoro’ 관객상 수상

• 2015 실크로드 경주 2015 참여 감사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2014 대만 ITF 퍼포먼스 그룹 우수상 수상 (Twaiwan ITF)

• 2014 열린예술극장 중규모 우수공연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

• 2014 서울MICE협회 우수공연 감사패 (서울관광마케팅)

• 2012 “공연관광우수컨텐츠 육성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오리지널드로잉쇼수상경력



국내교육부가인정한드로잉쇼

미술과 연극, 뮤지컬을 접목하여 드로잉
기법뿐만 아니라 조소, 스탬핑, 프로타주, 
마블링에서부터 직접 개발한 신개념 미술
기법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술 테크닉이 총
동원되는 공연이다. 

<드로잉쇼>(2008년/김진규) 

미술 넌버벌 퍼포먼스의 새로운 장을 연

"오리지널 드로잉쇼"가

국내 교육부로부터 독창성과 교육성을 인정받아

2014년 고등학교 미술문화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미진사, "고등학교 미술문화“ 교과서 78쪽

( 미진사, "고등학교 미술문화“ 교과서 )



국내교육부가인정한드로잉쇼
( 금성출판사, ＂연극“ 교과서 )

2018년도계정된금성출판사 "연극" 과목교과서 P225에넌버벌퍼포먼스

" 오리지널드로잉쇼"가수록

연극과미술이융복합된공연으로서독창성을인정받아수록.



세계 최초의 드로잉 퍼포먼스!  그림과 무대의 만남!  드로잉쇼

絵

世界最初的繪畫表演，藝術與舞台的結合－



그림이 펼쳐지는 꿈의 무대!

絵 開 夢 舞台

以繪畫展開的夢想舞台

세계 최초로그림과무대가 만나살아 움직이는그림을보여준다!

'드로잉쇼'는마술과도같은 라이브드로잉과각종무대 효과를통해 관객들에게무한 상상력을자극시켜줄 것이다!

絵 絵
観

世界最初繪畫與舞台的相遇，展示生動的美術作品。
是透過魔術及現場作畫等各種舞台效果，激發觀眾們無限的想像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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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을 떠난 명화, 무대를 만나다!

美術館 離 名画 舞台 会

'왜 전시장에걸린 그림만봐야 하는걸까? 라는의문과 '어린시절 즐겁게

그림을그리던 체험이미술의본질' 이라는생각으로시작한<드로잉쇼>.

삶이 결과가아니라과정이듯완성된그림이 아닌, 그림을만들어가는과정을보여
주고 그 즐거움을나누는공연.

絵

楽 絵 験

絵 絵
楽



마술이 아니다! 미술이다!

魔術 美術

미술관에서죽어있던명화가눈 앞에서깨어난다! 

네 명의 외계인 '룩(Look)'이책과 미술관에서만보던고흐의 '해바라기'등의익숙한명화를 실감나는감동의 무대로재현한다!

覚

在觀眾的眼前展現出壹幅在美術館墻上掛的名畫！

四個外星人”LOOK”，他們做出壹場夢幻的演出。將只在書面及美術館欣賞的名畫(梵高的〈葵花〉，

雅克-路易· 大衛的〈阿爾卑斯山的拿破侖〉等) 再現在感動的舞臺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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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들의 코믹한 몸동작과

함께 손 끝으로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도시 야경! 

그리고 그림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반전도 기대하시라!

손 끝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야경!

핑거드로잉은 익살스러운동작으로춤을추면서그림을그려나가는경쾌한공연이다.

그림완성후한쪽그림을떼어내면상상하지못했던 로고가그려진티셔츠가나타나게되며

관객의호응과함께추첨등을통해관객에게선물하게된다.





관객 참여형 플라워 드로잉쇼 .

장미, 해바라기, 튤립, 거베라 등 꽃그림과 꽃다발 그림을 그려 관객에게 선물을 준다.

꽃 그림 한 장에 1~2분에 순식간에 그림을 그려서 관객에게 직접 선물한다.

관객을 무대에 올려 그림을 따라 그리게 한다. 

1분안에 쓱싹, 다양한 꽃그림



EX) 싱가폴 MICE 한국관광공사행사



빛으로 그려내는 아름다운 스토리 드로잉

컴컴한어둠속에서한 줄기빛으로아름다운음악에맞춰미녀와야수의

사랑이야기를그려낸다.

SBS 스타킹에출연하여<미녀와야수>의이야기를야광드로잉으로표현됐다.





종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감동!

국내(MBC,KBS,SBS 등) 일본(NHK,Japan TV, Max TV, Nippon TV 등)에서방송된오리지널드로잉쇼의대표작품. 

여배우의역동적인몸동작과먹물과다양한붓을사용해산수화를그려낸다. 

그려낸산수화의폭포에서마술처럼실제로폭포물이쏟아진다. 

(단, 채광이강한실내나야외에서는폭포물은생략한다.)



EX) 롯데월드 25주년 행사



마블링으로 탄생되는 고흐의 명작!

SBS 스타킹에출연하여감동을선사했던마블링드로잉쇼.

마블링 기법으로고흐의명화 '해바라기'가환생했다?!

순식간에그려지는 고흐의 '해바라기'는그 탄생 과정이

무대 스크린을통해 생중계된다!





그리고 잊지 못할 클라이막스

오리지널드로잉쇼대표드로잉씬스피드드로잉쇼

다비드의 명작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이 2미터가 넘는 화폭에

순식간에 그려진다! 

나폴레옹의 야욕과 상처가 순식간에 평화와 행복으로

뒤바뀌는 반전은 잊지 못할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다.





“왜 모든 그림들은 전시장에 걸려있어야 할까? 

어려서부터 그림밖에 모르고 자란 내게 있어서 한결같이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지루함 그 자체였다.

” "왜 모든 그림들은 전시장에 걸려있어야 할까?" 바로 이 의문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과정자체를 보여줄 순 없을까?" 궁금과 의문....., 

그것은 막연하면서도 흥분에 찬 내 가슴을 요란하게 달구었다.

1998 드로잉쇼의 시작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본적이 있는가 이것 참 자람 잡는 일이다.

머릿속 상상의 이야기를 세상에 만들어 낸다는 것은 현실에선 항상 찬밥신세다.

모두들 같은 소리로 내게 말할 뿐, "헛수고 하고있네" "안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던진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어이그~ 쇼하고 있네..." 생각 없이 던진 친구의 비아냥거림이 내게는 답을 준 셈이다.

"그래, 쇼를 하면 되겠구나! 그려지는 과정자체를 쇼를 통해 보여주면 되겠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드로잉쇼의 시작, 

미술공연의 연구와 시도는 1998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2008 드로잉쇼 EPISODE 01 : THE LOOK

아무 말도 필요 없다.

4명의 어리숙한 "룩"들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고 웃는다.

설명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는 미술속의 느낌이며 자유이다.

드로잉쇼 "THE LOOK"은 10년동안 만들어져온 미술기법과 노하우를 통하여 누구라도 웃고 가슴 벅찬 희망을 그림 공연 속에 접목시킨 가족공연이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브로드웨이 진출이 목표인가요?"

난 무식하게 말했다.

"아니요, 브로드웨이가 우리에게 와야지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세계를 바라보기 전 우리자신과 다시 싸워야할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나태함, 자만함, 오만함속에 드로잉쇼의

꿈과 희망을 일으키는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인들과 드로잉쇼가 한데 어우러질 그날을 위해 공연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깊은 성원을 바란다.      

드로잉쇼 설립자 김진규

드로잉쇼가 만들어 지기까지!



드로잉쇼 창시자

김진규 감독



㈜드로잉쇼대표 / 예술감독

홍익대학교영상학과석사

장안대학게임전공전임교수역임

서울예술공연전문학교영상애니메이션학과강사역임

주요초청행사
북경올림픽 성화봉송 지역 점등식 (중국, 북경)

스위스 다보스포럼 ‘Korea Night’ 초대 드로잉 퍼포먼스

제주 아시아 정상회담 초대 드로잉 퍼포먼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촬영(마블링)

2018 평창 패럴림픽 2018 DMZ 아트페스타 대표 멘토로 참여

이탈리아 밀라노 Spazio Teatro No’hma 초청 공연

저서
김진규 플라워드로잉

Step bt Step Floral Design 일러스트

청소년 문학 삼국지 18권 일러스트 외

교과서수록
2014년 고등학교 미술문화 교과서 수록(미진사, 78p)
2018년 고등학교 “연극”교과서 수록(금성출판사, 225P)

수상실적
2018 이탈리아 밀라노 제9회 ‘Il Teatro Nudo di Teresa pomodoro’ 

관객상 수상

2014 대만 ITF 퍼포먼스 그룹 우수상 수상(Taiwan ITF)

2014 서울 MICE협회 우수공연 감사패(서울관광 마케팅)

2014 열린예술극장 중규모 우수공연 우수상 수상(서울 특별시)

2012 “공연 관광우수콘텐츠 육성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문화체육관부장관 선정, 한국 관광 기여도 부문 표창장 수상

방송출연
⚫ 일본방송

<NHK>

El mundo 2011. 12. 5 “수퍼드로잉스타 김진규 감독” 15분 출연

<Nippon TV> 

Sukkiri 2011. 12. 3 “수퍼드로잉 김진규 감독”

⚫ 한국방송

<MBC>

싱싱로그인 2007. 7. 6 “드로잉아티스트 김진규 감독”

생방송 화제집중 2007. 12. 24 “드로잉아티스트 김진규 감독”

뉴스데스크 2008. 7. 10 

<KBS>

아침마당 초대손님 정기출연

오천만의 일급비밀 2007. 7. 24 “드로잉아티스트 김진규편”

오천만의 일급비밀 2007. 12. 30 “드로잉아티스트 김진규 앵콜”

뉴스 2008. 7. 12

<SBS>

스타킹 2010. 6. 4 “드로잉왕의 귀환 김진규 감독”

스타킹 2007. 12. 15 “ 드로잉쇼 공연”

스타킹 2008. 6. 29 “드로잉쇼 공연”

아침뉴스 ‘커튼콜’ 2008. 7. 23  

<JTBC>

미라클 코리아 “세계최초 움직이는 드로잉쇼” 2013.04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8회 화가로 까메오출연 2017.07

그 외 다수



2014
아부다비

2016
자카르타 2015

시드니

2016
도쿄

2015
청두

• 오리지널드로잉쇼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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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아세안 정상회담 만찬공연
스위스다보스포럼 ‘Korea Night’ 기념공연

2014 ‘Korea Festival in UAE’ 한국대표공연 초청
청와대 한,아세안 정상회담 특별공연

2010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촬영(마블링) 2015 일본 센다이 ‘한국관광 교류의 밤’ 쇼케이스 공연
실크로드 경주 2015 공연관광축제 공연

2011 일본도쿄 드로잉쇼 <The Cube>제작, 공연 2016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초청공연
중국 북경 2016 한국관광의 해 폐막 축하공연

2012 호주시드니 프린지 페스티벌 초청작
Willougby Spring Festival 초청공연

2017 강남문화재단 금요무대 어린이 드로잉쇼 공연
‘Korea Festival in Singapore’ 초청공연

2013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
MICE 연례회의 초청공연

2018 평창 패럴림픽 2018 DMZ 아트페스타 참여
이탈리아 밀라노 Spazio Teatro No’hma 초청 공연



• 2007년 세계 최초로, 미술을 소재로 한 ‘드로잉 넌버벌 퍼포먼스’ 제작.

• 2007~ 2017년 드로잉쇼 전용극장에서 “오리지널드로잉쇼” 공연.

• 2010년까지 국내관객 타겟 공연/ 2011년부터 16년까지 해외관객 타겟 공연으로 꾸준히 성장.

• 2016년 지방 소극장공연(전라도 광주, 경기도 수원)시작으로 다시 국내관객 타겟으로 공연 진행

• 2017년 지역문화회관 공연으로 국내관객 위주의 공연으로 업그레이드 목표

• 또한 지역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물 인물· 문화관련 이미지를 드로잉化 하여 지역공연으로 발전

• 2018년 현재까지 전세계 20개국에 초청되어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 알림.

• 주식회사드로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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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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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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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ochio

2015

Hologram

Let’s go

• 드로잉쇼작품들



•2012년 6월 26일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녁식사와 만남을 가졌다.

[문화부장관과 함께 저녁식사]

국내외 홍보마케팅계획- 중요인사의 오리지널 드로잉쇼 방문

[문화부장관과 배우와의 만남]



<호주공연 2012.09>



<일본공연 2012.01>



<NHK> El mundo 2011.12.5

일본 NHK 최고시청률을 자랑하는 문화 토크쇼에 출연하여 15 분간 세계최초 초고속 스피드 드로잉

1 인자로 소개



<TV Tokyo> Tokoro joji Special 2011.12.30

일본최고의 MC 인 도코로 조지의 토크쇼. 연말 특집방송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재미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김진규감독이 MVP 를 차지함.



<TV Tokyo> Special DRAWING Show 2012.1.3

30 분간 드로잉쇼 스페셜로 구성되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졌으며, 김진규의 초고속

스피드드로잉과 드로잉쇼를 만들게된 배경까지 특집 다큐멘터리로 최초 소개됨.



<2007.12.08 SBS 스타킹>



<2011.06.04 SBS 스타킹>



<2012.08 나는 가수다>



<2013.04 미라클코리아>



감사합니다.
• 오리지널드로잉쇼 / Original Drawingshow. 

• 서울시서초구우면동604-1

• 604-1 Umyeon-Dong,Seocho-Gu, Seoul, Korea

• Tel : 070-4285-8055 / 070-4070-8338

• Email : odshow@drawingshow.com

• www.drawingshow.com

mailto:odshow@drawingshow.com
http://www.drawingsh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