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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퍼포먼스 공 연 팀  붐 헤 드  
 
붐헤드 공연팀은 수년간 거리공연과 지역문화축제 등 2000 여회 이상의 공연을 참여하며 
 
 붐헤드 만의 케릭터와 독창적인 색깔을 가지고 행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력  : 19년              전문분야 : 저글링 , 마임 연기,  마술 , 전문MC  및  진행 

 Actor.   이  덕  원 

호주 골드코스트 PCA생명 초청공연 

유럽저글링  컨벤션 한국대표 참가 

UNICEF 문화원정대 자선공연. 

제 10 회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퍼레이드  연출 

청계천 새물맞이 퍼포먼스 공연. 

용산 SPACE 9 퍼포먼스 연출. 

경주 문화 EXPO 캐릭터 뮤지컬쑈 연기자 캡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퍼포먼스 공연. 

이천,광주,여주 도자기 EXPO 연기자 캡틴. 

2000년 붐해드 창단. 

 

1996 ~ 1999년 에버랜드 공연단 연기자 캡틴. 

 

서태지와 아이들,김원준,현진영외 다수 백 

 

스펀지 2.0 실험맨 출연 
‘특명 아빠의 도전’ 시범맨 고정 출연 
MBC 문화사색 다큐멘터리  
            ' 젊은 예술인  촬영 
KBS 콤비쑈 출현. 대상 콤비왕 수상 
SBS X-맨 박명수와 함께 3회 출연 
SK 텔레콤 공중파 CF 촬영 
빠리바게뜨 ‘2PM과 춤을’촬영 
빠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시즌 CF 촬영 
삼성 스마트 TV 중국상해 프로모션 
여수 엑스포 LG기업관 마임 퍼포먼스 
 
 외 지역축제 및 방송출연 다수 
 
 
 
 

2-1. 배우 프로필 

 



 
 
 
 
 
 
 

   경력  :  4년                   전문분야 : 저글링 , 마임 연기,  마술  

 Actor.   나  일  준 

SBS 스타킹 출연 

몰벨 런칭쇼 저글링 공연                                                            
기흥 삼성전자 저글링 공연 
중국 상해 삼성스마트TV 프로머션 
인천공항 석고마임 면세점 프로모션 
삼성 르노자동차 가족한마음축제 저글링 공연 
남산 한옥마을 축제 공연 
독립기념관 8.15 행사 공연 
금산 한국타이어 내관 공연 
속초 중앙시장 전속 공연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전속 공연 
중국 상해 삼성스마트TV 프로머션 
인천공항 석고마임 면세점 프로모션 
웅진 플레이도시 2012 겨울시즌 이벤트 연출 
SBS 스타킹 개그킹 출연 
CU 편의점 CF 촬영모델 
조선TV 아이들을 웃겨라 출연 
EBS 서커스나라 저글링 출연                                   외 지역축제 및 방송출연 다수 
 
 
 
 
 

2-1. 배우 프로필 

 



투 맨 쇼 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있는 복합 퍼포먼스 형태의 공연으로서 , 
행사와 무대 특성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공연 시간 및 활용 소품 등 다양한 연출을 통하여  
본 행사에 최적화된 형태의 공연을 진행 합니다. 
 
 

3-2. 공연 소개 



2-3.  공  연  자  료 



2-3.  공  연  자  료 



코믹 매직/ 마임/ 저글링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