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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기 신 아시아 르네상스의 견인차, 21
년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 2012 ISPA( ) 개최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에 통일 제국을 이루었고 여러,
번의 문화적 융성기를 거치며 폭 넓은 지적 문화적 자산을 축적한 대륙이다 세.
계는 서양 중심 세계관의 한계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
과 희망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동양적 가치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을 부추기,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시아의 개방성 노력과 기술 미디어. IT , SNS
등에 기인한 급박한 글로벌화는 세계인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실제적
인 투자 및 소비에의 욕망으로 연결하는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콘텐츠 아시아에 대한 외부인의 증대된,
욕구와 함께 아시아 내부적으로는 서구 산업주의가 중심이었던 근대화의 세기,
를 지나 경제 성장 자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이해를 근간으로 자국의,
정신을 외부와 소통하려는 욕구가 분출하는 세기 즉 공감과 소통의 시대를 맞, ,
이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문화적 욕망과,
역동성을 대변하며 세계와의 소통에 가장 열렬히 나서고 있는 국가다 새로운, .
문화적 현상과 변화가 팽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울의 예는 세계 각 도시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서울은 세기 들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의 수도로 오늘날 세계20
금융자산이 몰려드는 국제도시 중 하나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
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이나 동시에 외국 문화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과 열망 그,
리고 경제 경영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따라잡으려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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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열망이 큰 국가이기도 하다, .

이 같은 개인과 도시 국가의 문화적 욕구는 여 개에 달하는 공연장 연간, 600 ,
만 여 공연 및 페스티벌 개최 내한하는 국제 예술단체의 증가 하이서울페스5 , ,
티벌 등 시민축제 관객의 증가와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가 창의경영 및 문화예
술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
한류라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파급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 대중문‘ ’ . ,
화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유, ,
럽과 북미로도 그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와 세계 전반에 불고 있는 문화적 변동을 목격하며 한국은,
년 국제공연예술협회 국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여2012 ISPA( ) . 60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공연예술계 연합체의 리더들을 서울로 모이게
하여 공연예술산업은 물론 아시아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호
기심을 해석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 세계와 보다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
고자 한다 즉 국제 공연예술계 리더들이 아시아 문화의 역동성을 대변하는 서. ,
울에서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를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단지 상.
상과 가정에 머물렀던 아시아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과 깊이 역동성 정서적 콘, , ,
텐츠의 풍부함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 .

회의는 문화변동 을 주제로 전통적 문화강국으로 대변되는‘ (Cultural Shifts)’
북미와 유럽을 지나 신흥 문화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불고 있는 다채로운 문화변동의 흐름과 징후들을 살펴보고 이 흐름이 대중문화,
를 넘어 공연예술 분야의 세계화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어떻게 적용 확대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현장의 무대를 매개로 예술가와 관객과의. , ‘ ’
소통을 추구해 왔던 공연예술계에 유비쿼터스 기술과 열풍 등 기술이라SNS ‘ ’
는 문화 변동의 동인이 공연예술의 창작 방식과 유통 향유에 있어 어떠한 변화,
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논의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공연예술협회 와 함께 국제 공연예술 지식교류의 장을 주관IS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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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동안 한국 등 아시아가 약점을 보였던 자국 문화 전달 유통 소통 방식, , ,
즉 국제 프로모션에 관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동서양이 함께 고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상호 호혜에 기반하고 외부와의 소. ,
통에 능숙한 문화예술 국제협업 국제관계를 구축하여 세계가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비하고 교류하고 싶은 문화적 욕구를 키우게 되기를 희, , ,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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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발 작품의 아시아 내외( )發
발신 을 모색하다( )發信
정부 주도와 다른 대안적 접근-

히사노 아츠코 세존파운데이션 프로그램 디렉터( )

기관소개

세존파운데이션은 이사장인 쓰쓰미 세이지가 년 사재로 설립한 민간의1987
지원형 재단이다 현대 연극현대 무용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
기본방침 하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지원 기관은 정부 기업 재단. , ,
등 세 분류가 있는데 세존파운데이션에서는 항상 민간의 특징을 살린 민간에, ,
서만 가능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①
신진중견 예술가의 활동을 공연 단위가 아닌 종합적 측면에서 지원- ․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예산지원뿐만이 아닌 복합적인 지원②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연습이나 워크숍을 위한 공간인- ,
모리시타 스튜디오 스튜디오 게스트룸 를 제공하며 재단의(Morishita) ( , )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정비와 개선을 지원③
보다 높은 수준의 창작활동이 가능토록 인재육성과 정보교류 등을 지원-
해외에서 예술행정가 를 비지팅 펠로우- (Art Administrator) (Visiting

프로그램으로 초청 국제교류를 위해 자국의 예술을 소개하고 일Fellow) ,
본 리서치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

아시아와의 협업 계기

국제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중요한 계기가 된 두 번의 체험이 있다.
개국 공동프로젝트 트라이앵글 아츠 프로젝트 인 댄스3 < >(Triangl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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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미국 일본간의 무용 관계자 교류 프로젝Project in Dance, , ,
트 작품 발표보다 창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
각하게 된 계기 년 년(1994 , 1997 )

년 유럽 투어 프로그램 국경을 초월하여 작품을 만드는 공동제작의2010 :

가능성 확인

아시아와의 협력 프로젝트

드림타임 인 모리시타 옹켕센< >(Dreamtime in Morishita) : (One Keng

과 씨 어터웍스 일본 신진예술가의 협업 년Sen) (Theatreworks), (2001 ),
모바일 네서세리 스테이지 의 아시아 이< >(Mobile) : (Necessary Stage)
주노동자 프로젝트 년(2006 )
예술가 간의 국경 이문화를 초월한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 레지던, :

스 인 모리시타 시작 년(Residence in Morishita) (2011 )
말레이시아의 파미 파질 과 야마시타 잔(Farmi Fazile) (Zan Yamashita)①
의 협업 쿠알라룸푸르와 도쿄를 순회하는 여행 란 무: <Tokyo Body
엇인가 년?>(2010 )
인도의 사비타 라니 와 마도카 오카다 의 협업(Savita Rani) (Madoka Okada) :②
가와이 귀엽다는 의미 를 둘러싼 토론과 창작 년“ ”(Kawaii, ) (2011 )

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

세계 경제의 퍼센트를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70

도 구미 중심으로 문화시장이 움직이는 요인 중 하나임 그러나, . 20-30
년 후에는 아시아 각국이 그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50 .
미래의 아시아에는 세계의 경제를 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발전

시켜나갈 책임이 있다.
일본문화청은 동아시아 문화수도와 동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서양 중심 사고로부터의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

으며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앞으로의 대안적 사고에 필요하다, .
아시아에는 문화적경제적인 교류의 역사 그에 맞닿아 있는 현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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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나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다.
개인적으로 세계화 속에서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현재에 관심이 있다‘ ’ .

그 현재에는 아시아 간에 작품을 창작하여 매력적인 아시아발 작품‘ ’ ( )發

을 아시아권 내외로 발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간재단이라는 특징을 살려 정부 주도와는 다른 대안적인 접근으로 아,

시아와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패널에 대한 질문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시아라는 문화권의 발신력은,

아직 약하다 공동제작이나 축제 간의 연계 노하우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 .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서구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다른 문화권과 상호작용을 미치고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의

컨템포러리를 만들고 발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아시아에는 무엇, .
이 부족한가 세계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문화예술을 위한 초국가단위의 문화정책이 아시아권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세존파운데이션은 젊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창작의 과정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세존 단독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 없고 발신도 불가. ,
능하다 예술가와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다. .
만남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언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통된 제작시스템이 필요한가 누가 공동제작자가 될 수 있는가 아시아, ,
협업작품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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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곳

- 아시아의 다양성 실험 플라잉 서커스 프로젝트-

테이 통 아츠네트워크아시아 디렉터( )

아시아와 아츠네트워크아시아 이하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 ANA)
아가도록 한다 아츠네트워크아시아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극단 시어터웍스. ‘ ’
로부터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년에 설립된 시어터웍스는 현재 예술감독 옹켕센이 운영중이다 전통 공1985 .
연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재구성해 예술적 우수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극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어터웍스는 전통 및 현대 예술가들 사이의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절충과 예술적 교류를 반영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교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옹.
켕센 감독이 년에 개발한 플라잉 서커스 프로젝트1996 ‘ ’(‘Flying Circus

가 있다 플라잉 서커스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이 세계Project’) . ‘ ’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구 및 실험의 장
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가 설립되었다 는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ANA . ANA
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차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는 아. ANA
시아 지역 예술가 및 커뮤니티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공동 작업
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예술가 및 커뮤니티들은 서로.
의 차이점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경계가 없는 것이 아시.
아다 아시아 지역 내에선 비교적 자유로운 왕래와 소통이 가능하다 전통부터- .
동시대의 도시생활까지 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곳 역시 아시아이다 이러한.
문화적 교차는 개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 및 커뮤니티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은 개개인이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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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는 국제적 대도시에서 사투를 벌이고 아시아의 전통과 함께 연속성과 혼’ ,
돈을 살아가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게 해준다, .

중요한 사실은 아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고와 개념의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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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유럽에존재하는존중 전통과미학속, 모험
아시아 유관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확장-

마리 안 디블리그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사무총장( )

왜 아시아를 이야기 하는가

나는 아시아가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과 문화 전문가들에게 흥미로
운 이유를 묻기보단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보고자 한다 아시아.
는 예술 예술가 성향 양식 동향 역사 및 동시대 예술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 , , ,
거대한 공간이 아닌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직 소위 아시아 예술을 탐구하는. ‘ ’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이하 와 같은 네트워크 기관이 회원들( IETM)
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스로 하나의 네트워크 기관으로써 아
시아 내의 다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년의 역사를 가진 은 전 세계 여 개국의 여 개의 회원 기관들30 IETM 60 560
이 활동하고 있는 현대공연예술 네트워크이다 의 회원들은 대부분 연극. IETM
및 무용 시각 음악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복합 장르 등 여러 전문성을 갖춘 기, ,
관 및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장 문화센터 축제 및 예술단체 프로듀서, , , , ,
프로그래머 큐레이터 등 도시 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 단위로 활동 중인 협회, , ,
및 공공 단체들을 포함한다.

의 목표는 회원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기술을 습득하고IETM , ,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 확보에 가장 최선의 환경을 만드
는데 조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회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전문가.
들에 의해 공유된 정보를 통해 영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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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협력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의 수요 또는IETM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적 필요1.
은 범세계적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IETM .
정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자금- ( , , ,
또는 자원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술 어떻게 진행했고 공동제작은 어떠했는지 프로그래밍은 또 국제 투- ( , , ,
어 조직은 어떻게 했는지 등 은 완성된 공연의 유통보다 공동제작) IETM
프로젝트에 기반한 장기간 협력 프로젝트 설계를 지향한다.
지식 업무를 더욱 용이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
전략을 수립하며 평가하는 방법)
연락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현 시점에 내 조직에 필요한 사람- (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제공동제작 매뉴얼을, IETM ‘ ’
함께 작업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적 필요2.
은 예술 분야에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에 존- IETM

재함을 확신하고 있으며 대중들이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공연예술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리학자인 에이브.
러함 매슬로 는 이것을 자아 실현으로 표현하였으며 사(Abraham Maslow) ‘ ’ ,
람들은 교육과 예술을 통하여 그들의 지적 정신적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 이러한 점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이들도. IETM ,
이를 이행할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파트.
너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맥락과 세계관 그리고 접근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흥미를 일으킴과 동시에 역사와 도시 공연 예술. ,
장면 현 정치 상황 등과 같은 파트너에 관련된 연구를 독려할 것이다, .
우리가 인류 행동 방식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 ,
류에 속해있음을 자각하며 의 전문 분야인 예술적 그리고 상징적 표, IETM
현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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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기술뿐 아니라 가치에 따른 분별-
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필요로 한다 아시아 파트너들과 긴밀한 작.
업을 함으로써 은 새로운 가치 체계에 눈을 뜨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IETM ,
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비평적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문화간 소통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으며 지역 사회들의- ,
문화적 융화와 동시에 세계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초국가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 또는 도덕적 필요3.
세계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을 단지 상업적 거래나 투자만을 위해- ,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진면목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일 것이다 문화적 과정과 컨텐츠를 교환하며 컨템포러리. ,
아시아 예술 작품들과 예술인들이 유럽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 달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철학자인 마르타 누스바움 은 예술과 인류 그리- (Martha Nussbaum)
고 민주주의 간의 관련성에 관해 저술한 바 있다 누스바움은 특히 공연예.
술 및 문학과 같은 예술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
인 공감을 잘 하며 비판 의식이 강한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예술인 문화인 그리고 대중이 함께. , ,
모여 문화적 이해 풍부한 감성 및 비판적 의식을 배양하는 공연 예술에 다,
양한 스토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술과 예술가들은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에 반영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제안.
으로 일본 의 히로미 마루오카 씨는 지난 월에 발TPAM (Hiromi Maruoka) 3
생한 지진 쓰나미 및 핵 재난을 겪은 후 예술의 이러한 역할에 관하여 웹,
진에 기고한바가 있다 이러한 예술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시.
각이나 표현은 종교 또는 정부 당국의 교리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
유럽 파트너들은 아시아 예술가들의 비평적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함으로
써 자신들의 예술적 능력과 감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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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술가 개개인이 자신의 관. ,
점을 표현할 권리와 이러한 권리 행사에 동참하기 위한 대중의 권리를 보,
호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션 참가자들은 이런 말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4. “
말 같은데 특별히 아시아에 관련된 내용은 없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 ?”
다 맞는 얘기이다. .

아시아는 거대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륙이라 내가 운 좋게 함께 만나고
작업했던 활력 넘쳤던 일부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연극과 음악극 일본의 연극과 무용에 등장한 새로운 작법 인도네시아, ,
의 현대무용 사회 전환과 사회 혁신에 대한 필리핀의 예술 인도 및 홍콩의 새, ,
로운 창작 프로듀서 그룹과 기후 변화에 대한 활동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장소들에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의
활력이 엄청 났었다는 것이다 앵글로 유럽인인 나에게 무척이나 즐거웠던 것. -
은 비슷한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 간.
의 관념적인 차이는 진부할 수 있고 인격 차이나 개인적인 선택을 애매하게 만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에 존재하는 존중 전통 및 미학의 핵심 개. ,
념으로 들어서면 끊이지 않는 모험이 있으며 이러한 모험에 이 함께하기IETM
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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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통해 이문화간 이해를 넓힌다
아시아국 대상 아티스트 레지던시- ,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션드 휴즈
비지팅아츠 프로그램 디렉터( )

비지팅아츠는 예술을 활용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비지팅아츠는 다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가 및 문화전
문가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
자들의 예술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의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들을 해외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들과 작업하게
한 비지팅아츠의 활동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평방마일1 (1mile2)
평방마일은 예술가들이 작업장을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와 더불어 활동하도‘1 ’

록 하는 다지역 예술가 해외거주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시를 지.
정한 뒤 각 도시에 국제 예술가를 한 명씩 배치한 뒤 이들로부터 주위 평방마1
일 약 구역의 문화적 생물적 미적 다양성의 특징에 대한 피드백을( 2.6km2) , ,
받는 동시에 해당 구역의 공동체들로 하여금 각자의 동네를 탐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 구역의 예술가 및 공동체들이 다른 구.
역의 예술가 및 공동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년에는 비. , 2009
지팅아츠가 영국 내에 개 외국에 개의 평방마일 구역 상하이 뉴델리 다카4 , 6 ( , , ,
카라치 개의 평방마일 구역을 운영했다 예술가들은 세계 여러 도시에 지정) 10 .
된 평방마일 구역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예술가들이 인도 뉴델리 및 영국 런던과 연락 중인 영국 브래드퍼드 소재
예술가들과 연락을 하는 등 언제든지 긴밀한 상호 연락이 가능하다 항상 그렇.
듯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국제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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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공통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 간의 연관성을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제교환프로그램(International Exchange Placement Programme)
비지팅아츠는 문화분야 전문가들이 영국문화원의 해외지사 및 지역 파트너들
과 협력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한 기술이나 지식을 연마하고 습득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리더십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국제 교환 프로그,
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을 갖춘 문화기관들이 예술가들이.
다른 문화의 작업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들 간에 지속 가능한 관계를 확립,
하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특히 중간관리자들을 파견하여 개월간 해외 기관에서 근무할3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실습에 의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 .
다음 해외로부터 중간관리자들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3
있다 제 회 프로그램에서는 리버풀 비엔날레 와 상하이 미. 1 (Liverpool Biennial)
술대학 센트럴 세인트마틴 미술대(Shanghai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
학 과(S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p3 art & environment and

을 연계하여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Beppu Project Japan .
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관,
점에서 사물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교환 프로.
그램에 참가한 기관들은 이후 각 기관의 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
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개인 및 기관 모두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솔력이.
향상되었으며 세계의 다양한 리더십 모델을 습득하기도 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
주관하며 각 기관은 주최기관과 참가기관 모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
제 교환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일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각 기관의 역. ,
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기관 내에서 원하는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
적 감성 및 문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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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작업의 모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
여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기관별로 각 부문의 조직적.
지식이 증대하여 기관 및 부문 간 네트워크 추가도 구축되고 소통이 증가했다.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문화기관 간의 조직적 관계 발전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다 예를 들어 리버풀 비엔날레와 상하이 미술대학의 성과는 다음. ,
과 같다.

중국인 예술가가 중국 본토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최초로 존무어스 페인팅•
상 을 수상했고 작품은 존무어스 페인팅상(John Moores Painting Prize) ,
수상작으로 영국에 전시되었으며 리버풀 비엔날레 전속 예술가로 지정됨,
상하이 대학교와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 간 교수 및 직원 교환실시•
블루코트 센트럴 주최로 공공미술 등의 토픽에 대한(Bluecoat Central)•
전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

멘토링 방식 방문 리서치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문 리서치는 창의성으로 무장된 예술가들이 각
예술작품의 맥락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고 예술작품 및 예술작품 제작과정을 더
욱 깊이 이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향후 공동 작업을 진, .
행할 수 있는 뛰어난 예술가 및 예술 문화기관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
비지팅아츠는 창설 이래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왔지만 지난 년, 2
간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구축해온 협력관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년에는 한국과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명의 공연예술 제작자2010 , 5
들과 교류활동을 실시하였고 에든버러 축제 기간에는 한국 예술가들이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비지팅아츠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교류를 통하여.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관심분야 이외의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분명한,
목적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조적 틀에 따라 교류활동을 진행하였다, .
이에 따라 영국 및 한국측 예술가들 모두가 각 국가에서 예술작품이 제작되는
과정과 이들 국가의 제작지원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22_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

엑하드 티에만 은 년 버밍엄 국제무용축제(Eckhard Tiemann) 2012•
에 상영할 한국 전통무용을 제작함(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rmingham)

크립틱 비빙의 작곡가 장영규 씨가 년까지 작품을 공동(CRYPTIC), 2012•
으로 제작하여 년에 공연할 예정임2013
한국의 아시아나우와 영국의 드림씽크스피크 가 아시아(Dreamthinkspeak)•
의 문화도시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회공연을 할 예정임

비지팅아츠는 올해 공연예술 축제를 위주로 활동해 월에는 한국 측 참가자7
들이 맨체스터인터내셔널페스티벌 참석차 맨체스터를 방문하였으며 에든버러
축제 및 글래스고 축제 감독들과도 회동을 했다 이번 방문에는 워크숍 라운드. ,
테이블 네트워킹 및 공연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영국 대표단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저와 함께 참가,
한 예술경영자들을 소개하면

뎁 애쉬비 맨체스터 무용 위원회1. (Deb Ashby), (Dance Initiative Greater
회장Manchester)

제니퍼 클리어리 맨체스터 국제축제2. (Jennifer Cleary), (Manchester
창조학습 부장International Festival)

키티 로스 템즈 페스티벌 디렉터3. (Kitty Ross),
주디 크리스티 프로4. (Judie Christie), Centre for Performance Research
듀서

올해 에든버러축제에서 주목을 받은 지역은 아시아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
으로도 한국 및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제작한 작품이 영국에서도 오랜 기간 공
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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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문화의,
무게중심이 실리다

년 한국 내 폴란드 문화 프로젝트 개최- 2012

마르신 자코비
아담 미츠키에비츠 협회 아시아( 담당)

폴란드 문화의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폴란드 정부 기관인 아담 미츠키에비츠
협회에서 아시아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공식적인 역할은 아시아 파트너와 연결.
하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아시아에서 폴란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아시아 지역,
에서 기관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아시아 문화 행사에서 폴란드 예술가들,
의 참석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회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위치하고 전세계적으.
로 폴란드의 외교적 임무와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년 아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협회는 현재까지 상하이엑스포 년2009 (2010
에 상하이에서 개 주요 프로젝트 진행 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많은 프로젝트14 )
를 수행했다 또한 폴란드가 문화 의장국으로 지정되며 관련된 여러 문화. EU
프로그램을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했다 현재 협회는 년 한국에서 있을 문. , 2012
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여러 폴란드.
문화 행사가 전국적으로 주요 문화 센터 및 예술 축제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왜 아시아인가?
아시아의 유럽 문화 기관에 대한 관심 특히 극동 지역은 당연히 새로운 이슈,
가 아니다 수년에 걸쳐 명성을 쌓아온 국가들이 이미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
지했고 폴란드는 늦게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폴란드는 다른.
우선순위 및 목표가 있었다 년 민주적 탈바꿈 이후 년대의 경제적. 1989 , 1990
참해 및 끊임없는 개혁은 머나먼 아시아에서의 문화 홍보를 계획할 수 없는 상
황으로 이어졌다 정치인들은 권력 강화 및 계승의 전략적 목표 특. , NATO EU ,
히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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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들이 달성되고 정치적 및 재정적으로 안정화된 후에 폴란드의 의사결정자,
들은 자신의 앞마당을 넘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극동 지역에 관심을 갖게‘ ’
되었다.
폴란드 및 동유럽 전체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세력 균형에서 중요한
거시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과 동시에 일어났다 한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지.
위가 흔들리는 것과 경제적 위기를 보았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의 이례,
적인 성장 및 인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을 보았으며 우리는 현재 한국의 점차,
중요시 되는 국제적 존재를 깨닫고 있다 폴란드 의사결정자들은 년 베이. 2008
징올림픽 및 년 상하이엑스포의 경험을 통해 중국이 어떤 국가이고 어떤2010
지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 ,
제적 및 기술적 효용에 대한 인식은 자동차 산업 조선업 및 휴대폰 기술( , , IT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개인의 활발한 국제적 역할 그,
리고 년 월드컵 년 정상회의 년 여수 엑스포와 같은 큰 규2002 , 2010 G20 , 2012
모의 행사 등과 함께 한국을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로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도
움을 주었다 이는 마치 동유럽의 수평선이 구 유럽 및 북아메리카를 넘어 아시.
아로 향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원칙적으로 극동 지역에서 폴란드 정부 기관에 대한 증가한 관심은 이러한
요소들과 발전으로부터 유래된다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문화는 스스로를 홍보하.
는 도구이고 경제적 용어로 그들의 비용은 납세자들에게 정당화되어야 하고 설
명되어야 한다 문화적 홍보는 관광 산업 및 교육의 홍보와 함께 무역과 해외.
투자를 조성한다 이는 우리 협회의 해외 활동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또한 아시.
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게 된다 간단하게 폴란드. ,
의사 결정자들은 극동지역과 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있고 지
금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아시아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 아시아이다 문화예술 기관들 예술가, . ,
들 그리고 제작자들의 측면에서의 관점은 약간 다를 것이다 아시아는 우리 문, . ‘
화적 산물의 점점 더 흥미로운 목표라고 느끼고 있다 특히 클래식 음악 부분’ .
에서 아시아는 음악가들이 명성과 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활발한 시장이다 일본과 홍콩 클래식 음악 시장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었.
고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곳은 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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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본토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 예술 부문에서는 비록 경제적 개념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 별로 없지만 많은 예술가 및 기획자들은 아시아가 새로운‘ ’
네트워킹 및 관객개발의 기회가 있는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라고 믿고 있
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홍콩 예술 축제 혹은 일본의 페스티벌도쿄 등은 명성. , , /
있는 아시아의 축제들이 늘어나면서 동유럽 공연단체들은 아시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시각 예술에서는 미디어 도시 서울 광주 및 부산 비엔날레는. ,
일본 중국 혹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비슷한 행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 ,
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 예술가들은 이 주요한 한국 행사에 참여해. ,
오고 있다.
이 현상은 한국의 활발한 셀프 프로모션 과도 일치한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 ’ .
를 포함한 최근 한국 문화 센터의 설립은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더욱더 많은 한국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
으며 한국의 대중문화 등 는 청소년들에게 점차적으로 알려, (K-pop, B-boys )
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한국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자. ‘ ’
극 시킨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관심은 상호 생성되고 또한 재생성된다. , .
협회의 관점에서 아시아에서 폴란드 문화의 홍보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이다 컨텐츠 및 예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우리의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 ,
에 있으며 유럽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의 문화 산업 선두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는 큰 지역이라‘ ’
고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 삶의 비중은 유럽 및 미국에서부터 아시아를
향해 교체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류를 따르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
다른 국가 문화 언어 문화 영역에서 충분한 이해 없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 ,
폴란드 문화를 홍보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왜 아시아를 여행하고 분석하. ,
고 보고 듣고 읽는 이유이다 아시아를 이해하고 더 잘 대화하고 협업하기, , , . , ,
위함이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 예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기
를 바란다 이는 잠재적 파트너와 그들의 수요 및 관심사 폴란드와 같은 나라. ,
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대를 알기 위해서다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상호 이해 및.
관심에 기초한 장기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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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미지의 땅 상상의 땅,
년 아시아 유럽 주간 프로그램 편성- 2012 -

미하우 메르친스키 말타페스티벌 디렉터( )

폴란드 포츠난 말타 페스티벌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특히 공연예술에 초,
점을 두고 있는 축제로 필자는 년 이상 이 축제의 디렉터로 활동해왔다 다20 .
양한 유형의 연극 장르를 중심으로 예술적 가치와 창작가들의 진정성을 추구해
왔고 이와 관련된 노력들은 축제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관객들, .
이 자신감을 얻고 미적 매력을 느끼며 지적도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랜 역사를 지닌 폴란드 포츠난 말타 축제는 년 폴란드 민주화가 시작된1989
지 년 후인 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 극작품에 대한 이해와2 1991 . ,
문화축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와 더불어 말타 축제도 변해왔다 처음 년. 10
동안은 거리 연극에 집중을 했으며 이후 프로그램의 구조를 하나의 특정 주제,
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의 집합인 이디옴 관용어 을 바탕으로 한 다원‘ (IDIOM: )’
적 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관용어는 문자 그대로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것에. ‘ ’
의존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축제를 통하여 당대 관객 또는 시민.
들의 예술적 사회문화적 현상을 은유적으로 정확히 묘사하고자 한다 년, . 2010
말타 축제는 벨기에 플라망 주간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년의 주제는 소외, 2011 ‘
된 이들과 소외현상이었다 년 축제는 유럽과 아시아 주간 프로그램을 계’ . 2012
획하고 있다.

본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필자는 년 행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2 .
이 과정에서 공동 예술작업이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고 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필자의 질문 및 탐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디옴 유럽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대도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 및 문화를 수용하는 아시아 문화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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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아시아에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
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대도시가 많다 이디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 , .
리적인 특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기류에 발맞춰 발전하는 유럽 아, -
시아 관계를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다 비록 이들은 동일한 세계 안의 다른 지.
역에 위치하여 이들의 관계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들 지,
역의 상호 발전 및 자극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은 다문화 아시아로 칭할 수 있다 본 프로젝, ‘ ’ .
트는 아시아와 유럽 모두 각각 획일적인 문화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
따라 진행된다 아시아 및 유럽이 각각 갖추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이들 문화.
가 상대 지역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국,
제화 시대의 문화 간 관계 및 갈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이디옴 프로.
젝트는 다양한 언어 표현방식 패러다임을 동시에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프로젝트 진행 시 도시 사회 작품 및 문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접근방식의, ,
구체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 도시 사회 작품 및 문화는 유럽. , ,
지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대도시의 지역사회가 쟁취한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출신 예술가들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유럽 출신 예술가들
의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양측은 상대 문화의 문화적 차이.
를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유럽 주민들은 아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리?
스 단어 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폴란드어와 영어 모두에 존재하는 단‘phantasia’
어 판타지아 환상곡 는 아시아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fantasia ( . )’ ‘Asia ( )’
것을 파악하였다 이 상징적인 우연의 일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즉 무한한 장래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한편 현실과의 괴리를 암시하기도 한다, , , .
유럽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기심 동경 고, ,
정관념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상을 좀 더 단순하게 이.
해한 뒤 현실과 비교하여야 하며 개인은 무엇에 대하여 환상을 품고 있는지 깨,
닫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나 경제 분야에서 성공하기보다 더 많은 위험이 따르고 노력이 요구된다 예술.
가들은 최고 수준의 통찰력 상상력 비판적 인지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유럽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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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시아의 참 모습은 무엇이며 아시아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인식
하려면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인 소위 유럽인의 기질 의 문제점‘ (Europeanness)’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유럽 지역 주민들은 아시아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아시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하거나 심지어는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유럽인의 기질이라는 표현. ‘ ’
자체나 유럽인의 공통적 정체성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럽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현실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
나 유럽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미만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설명을 바탕10% !
으로 필자는 아시아라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거대한 문화유산으로만 생각할 뿐, ‘ ’
다양하고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새로운 도전요소이자 협력자라는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이유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아시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 ’
고는 있지만 아시아를 통하여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세하게 상상.
할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상황이다 국제화와 여러 가지 디지털 사진 및 영상.
의 범람으로 유럽인들은 아시아에 대한 자신만의 인상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 .
높은 수준의 표현방식을 활용하려면 아시아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여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디옴 아시아 유럽-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경이 사실상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또한 시 공간을 초월하. ,
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람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해당 작업 장소에 직접 가,
지 않고도 원격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개인 간 문화 간 경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필자는 이를 가장 가. ,
까운 곳에서 관람하고 이에 관한 토의에 참가하는 현지 관객들이 상대 문화에
대하여 좀 더 수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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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을 통해 아시아를 보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교 아시아 포커스 축제- -

마씨아 파봉
나폴리연극페스티벌(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프로덕션 매니저, )

기관소개

마씨아 파봉은 무용 음악 연극 페스티벌의 기술 및La Biennale di Venezia , ,
및 진행 책임자로 년 재직 후 의 아시아5 ,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NTFI)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나폴리에 기반을 둔 는 년에 시작된 이탈. NTFI 2008
리아의 첫 번째 국제 연극 페스티벌이며 이탈리아의, Ministero per i Beni e le

이 후원 및 홍보한다Attività Culturali .

는 문화창조 독창적인 연극 관련 자료 대본 및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 (
무대 커미셔닝 및 국내외 새로운 연극창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년부터) . 2008

년까지 단 년 만에 젊은 페스티벌 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전세계 각국2010 , 3 “ ”
의 저널리스트와 예술인 연극계 그리고 페스티벌들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레나토 꾸아글리아 의 예술 지도가 있었기에(Renato Quaglia)
가능했다 년부터 가 새로운 예술 감독으로 부임했고 본. 2011 Luca De Fusco ,
페스티벌이 국제적으로 문화 생성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이행할
것이다.

본 페스티벌은 전 세계 감독들과 젊은 예술인들 그리고 새로 생긴 극단들에
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그들이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제작
하고 시연하는 공연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는 아래의 페스티벌들과 함께 연극과 무용 음악 그리고 시각 예술 공연NTFI ,
들을 공동 제작한다 이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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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싱가포르-Singapore Arts Festival,

영국-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칠레-Festival Stgo a Mil in Santiago,

루마니아-Festival International de Teatru of Sibiu,
기타 축제-

년에 열린 제 회 에서는 젊은 독립 연극 단체들을 위한 독립적2009 2 NTFI “
인 페스티벌인 이 열렸다 본 페스티벌은” E45 NAPOLI FRINGE FESTIVAL .
국제 최대 비주류 페스티벌들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처음부터 현재까“ ” ,
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의 독특한 전략이자 도전 중 하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배우들과NTFI
스태프들이 서로 다른 전 세계 파트너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서 모여 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각국의 언어로 소통하게 된다. .
이러한 무대에서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 는 언어 장벽 을 극복할 수 있었NTFI “ ”
다 자막 사용은 관객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여 집중력을 분산되게 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들이 연극의 요소를 활용하여 전 세.
계 공용 언어를 가미함으로써 관객들이 연극에 더욱 더 몰두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이것은 그 작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

페스티벌은 계획과 공유를 통해 작품과 이 도시의 예술인들 그리고 주변 지역
에 유익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홍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만남과, ,
대면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무대이고 해외 파트너십의 발돋움 장이다, . 이
는 다른 파트너들과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파생되는 의 고유성을NTFI
보여준다.

아시아 프로그램의 예.

처음 년간 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 중 하나는3 NTFI Singapor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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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은 에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문화Festival . Singapore Arts Festival NTFI “
가교 를 의미한다 는 이러한 아시아 예술의 개방 을 이끌어내었으며” . NTFI “ ” ,

년부터 여 년간 의 디렉터 직을 맡아2000 10 Singapore Arts Festival Festival
에 문화와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었던 고칭리of Naples (GOH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Ching-lee) .

과거에는 특정 몇 작품을 공동 커미셔닝 했으며 와, NTFI Singapore Arts
은 각각 페스티벌에서 공동 제작 및 프리젠팅을 해왔다Festival .

연출 싱가포르 연극- Temple (Natalie Hennidige , ) ( ) (2008)
연출 이탈리아 작- Le città visibili (Giorgio Barberio Corsetti , / Chay Yew

가 중국 싱가포르 연극, - ) ( ) (2009)
연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ootball, football (Haris Pasovic , - / Philip

작곡 싱가포르 무용극Tan , ) ( ) (2010)
비디오 예술- Devo partire. Domani, Teorema(Pier Paolo Pasolini / Ming

감독 구성 싱가포르Wong , Tang Fu Kuen , ) (2010)

위 작품들은 본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행사임을 증명한다 은 세계 각국“ “ , NTFI
의 배우들 외국인 작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가 연출하는 등 공동 제작의, ,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다 이탈리아에서 가.
장 잘 알려진 감독 중 한 명인 조르지오 바르베리오 꼬르세티(Giorgio Barberio

는 와 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 배우들로Corsetti) NTFI Singapore Arts Festival
구성된 작품을 연출하기도 했다 가 중국계 미국인 작가인 에. NTFI Chay Yew
게 커미셔닝해서 만들어진 대본으로 작업하였으며 이 단체는 이탈리아어 영어, , ,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작품을 공연하였다Le città visibili .

또 다른 중요한 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 연출한 무용Haris Pasovic( - )
극인 이다Football, footb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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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은 아래의 단체들과 공동 제작되었다:

이탈리아-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싱가포르- Singapore Arts Festival,

벨기에- Les Ballet C de la B,
보스니아- East West Theatre Company,

슬로베니아- Flota Institute, .

본 작품 제작에서 배우들은 각국의 프로듀서 이탈리아 싱가포르 보스니아( , , ,
슬로베니아 가 속한 나라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창작팀은 작곡) , (
가 조명 및 무대 디자이어 는 싱가포를 출신이고 가 안무, ) , Le Ballet C de la B
를 맡았다.
본 단체는 명의 이탈리아인 그들 중 한명은 에서 태어남 과 명5 ( Burkina Faso ) 5
의 싱가포르인 명의 보스니아인 그리고 명의 슬로베니아인으로 구성되었다, 1 , 1 .
본 제작은 문화적 교류의 생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제작 팀은.
여개월 간 개 대륙을 넘나들며 함께 작업하였다 본 작품은 년 월부터5 3 . 2010 4
월까지 싱가포르에서 제작되었으며 바로 이곳에서 초연 공연을 가졌다 이후5 .

은 나폴리와 사라예보에서 년 월에 공연되었으며 이후Football, Football 2010 6 ,
년 월 년 월드컵이 열린 기간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2010 7 2010 Africa

에서도 공연되었다National Arts Festival .
본 단체는 무대에서 이탈리아어와 영어 중국어 보스니아어 슬로베니아어 그, , ,
리고 아프리카어를 포함하는 다양한 언어로 공연되었다.

더불어 는 다음과 같은 아시아 연극들을 초청하여 비중 있는 작품들을NTFI
공동제작 및 공연하였다:

연출 일본- Electra (Tadashy Suzuky , ) (2009)
와 연출 일본- Tokyo Notes The Yalta Conference (Oriza Hirata , /

이탈리아 협업Santarcangelo Festival, ) (2011)
연출 베트남- Sécheresse et Pluie (Ea Sola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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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집중하는 만의 이유 실용적 시장적 근본적NTFI ; , , ,
철학적 또는 미적적 관점

아시아에 집중하기로 한 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반NTFI
한다:

우선 를 전 세계적 발돋움의 장으로 성장케1. ,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의 세 번째 해의 중요한 목표는 시각2. “ ” NTFI
예술가와 무용 그리고 연극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는 등 아시아 관련 세션을 만
드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싱가포르 기관들이.
높은 전문성과 의욕을 가지고 예술가들을 위해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에
접근하는 방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예술 감독인 레나토. ,
꾸아글리아 는 그녀의 새로운 에이전시 로 하여(Renato Quaglia) “Culture Link”
금 아시아에 중점 을 두는 페스티벌을 에서 개발하고 창작하기 위해 고“ ” Napoli
칭리에게 의 예술 자문역을 맡도록 하였다 고칭리는 싱가포르와 한국 대NTFI . ,
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의 수많은 단체들과 예술가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 , .
예술문화분야에 대한 공공 지원 감소로 인해 본 페스티벌은 공연의 수를 줄이,
고 결론적으로 아시아 관련 페스티벌 개발을 임시적으로나마 축소하는 등 예술,
프로그램에서의 커다란 감축을 겪었다.

게다가 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 기관들이 사회적 성장의3. , NTFI
한 도구로써 교육과 문화를 사회적 문화적 개방의 기회로써 국가의 교육적 문, , ,
화적 유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양 세계의 시각에서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장려 및 관심은 매우 흥미로우며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의 부분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공연과 공연 예술의 구체적 스타일과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는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태생과 종교에 경외심을 가지려고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의 공연 예술들은 성실함과 정확함을 바탕으로 깊.
이 탐구되어 무대에 올려진다 따라서. ,
문화적 교류는 다른 이론적인 접근이나 스타일 언어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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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통적 의미와 색깔 관습 음악 극작법에 근본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아, , , , ,
시아 세계를 이해하는데 단순히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도움을 준다 이것은 다.
른 국가의 공휴일과 유사한 경우이다 다른 대륙으로부터의 공연과 같은 아시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극에서는 글을 통한 작가들과의 대면과 음악의 뜻과 활용법 신체. ,
움직임 그리고 연극과 댄스의 교류를 의미한다.

아시아의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전통적인 춤은 그것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색 그리고 관습을 담고 있어 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유사하게도 전.
통 춤이 현대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현대 춤으로 변모하면 이러,
한 변화는 여흥과 오락의 서로 다른 점들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여전히 자신들.
의 전통을 존중하는 아시아 스타일은 서양인들에게 어떤 흥미롭고도 패셔너블
한 모습으로 비춰져 큰 관심을 얻는다.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문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는 자신들만의 기술과 전문•
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상생하는 문화적 성장을 기.
대할 수 있으며 자원을 공유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라는 공통의 목, .
표를 위해 사회 및 정치적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은 경제적 자원들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결과물은 공유된 경험들을 통해 획득된 문화.
적 상품일 것이다.

아시아에 관한 질문

당신은 왜 아시아의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1. ?
당신의 페스티벌 또는 연극 참석 후 반응은 어떠했나2. ?
연극이나 댄스 또는 음악 공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문은 무엇인가3. ?
아시아 예술가들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아시아의 예술 자4. ?

문 에이전트 혹은 제작자를 통한 것인가, , ?
당신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아시아 예술 단체 초청 또는 제작에 관5.

여하는 지역기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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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 Driver of a New Asian Renaissance
in the 21st Century:

The 2012 ISPA Congress in Seoul
Ho-sang AHN

(CEO,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istorically, Asia established a unified empire before classical times, and
has built up a wide range of intellectual and cultural assets over numerous
cultural golden ag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West-oriented world
view, the world, as a resistance to such view, is seeking new order and is
bringing about hope on this order. This seems to have attracted interest
of westerners in oriental values. Moreover, the rapid globalization resulting
from Asia’s internationalization efforts, advanc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NS media has powered people worldwide to develop their
curiosity about Asian culture into actual investment and spending on it.

Asia’s long history, rich cultural contents and enhanced international
interests in Asia, combined with its economic growth after the
modernization of the 20th century oriented to the Western industrialization,
and with Asian countries’ self-confidence in and new understanding of their
own cultures, have now opened a new century of the desire to
communicate one’s own cultural spirit with the world. This is an age of
commun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such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s, Korea represents Asia’s
cultural desires and dynamics and passionately takes the lead in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Seoul, where new cultural phenomena and
changes occur continuously, shall be an ideal case which will enable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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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throughout the world to examine their past and present and to prepare
a century of new culture.

As a capital city of the country which achieved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growth in the 20th century, Seoul is now one of the cosmopolitan
cities to which financial assets are flowing from all over the world. While
Korea is a single-race nation and has deep-rooted nationalism, it also has
strong political and social aspirations to surpas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curiosities about foreign cultures and all aspects of the society
such as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and culture.

Such cultural desires of individuals, cities and the nation are being
demonstrated though the nation’s 600+ performing arts centers,
performances and festivals exceeding 50,000 in number,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art organizations visiting Korea, increasing number of
audiences to community festivals such as the “Hi Seoul Festival”, as well
as its local governments basing their policies on creative administration and
cultural art promotion and the increasing support on cultural art from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businesses. In addition, Korea is recently
experiencing the phenomenon of global cultural spread through the “Korean
Wave.” Currently, the Pop culture of Korea is causing a sensation in
Japan, China, Sou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and it is also expanding its
presence and preferenc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t this juncture where we are witnessing the cultural changes in Asia and
across the world, Korea is going to host the general assembly of 2012
ISPA in Seoul. This opportunity will gather the leaders in the world of
performing arts associations, a history of 60 years, to the city of Seoul.
This meeting in Seoul will provide a place for analysis and discussions of
performing arts industries as well as new focus and interest in Asian
society and the overall culture. Through this, the aim is to have 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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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and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In other words, I hope the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can feel and experience new
cultural energy in Seoul that represents the dynamic Asian culture. I also
hope, at this site, they can witness, hear, and understand the richness in
Asian and Korean culture's diversity, depth, dynamism, and emotional
contents, which have been only considered as an imagination or assumption.

The meeting, "Cultural Shifts" as the topic, is set to observe the diverse
flow and signs of cultural shifts that are occurring in Asia, especially in
Korea, where it is newly emerging as a cultural powerhouse going passed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cultural powerhouses like North America and
Europe. In addition, the meeting will discuss how this trend will apply and
expand to globalization of performing arts sector an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as well as popular culture. In addition, there will be discussions
on what kinds of changes "technology" such as ubiquitous technology and
SNS craze which have been used as a mediating tool for the "onsite stage"
between artists and audiences will bring in the performing arts’ creative
methods and distribution.

I hope there can be a mutual contemplation on the self cultural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method of Asia and Korea
where the most weakness was shown by organizing the upcoming ISPA
meeting which is a place for exchanging knowledge i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In other words, I hope there can be discussions on
practical methods for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promotion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Thus, I hope there can be a foundation of mutual
benefits now rather than the future, and also create cultural arts well
versed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 so that the world
can further its desire for Asian cultural understanding, empathy,
consumption, and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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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the "Transmission" of Asian Creative
Work Inside and Outside Asia:

The Morishita Studio Project, an Alternative to
Government Initiative

Atsuko HISANO
(Program Director, Saison Foundation)

SAISON Foundation

The SAISON foundation is a private supporting foundation that was
founded with personal funding from the President of the foundation,
Tsutsumi in 1987. Seiji contemporary theater and contemporary dance are
its main focus, and the foundation supports these genres with basic policies
that will be mentioned below. There are 3 supporting organizational sectors
in Japan, which are government, corporate, and private foundations. The
SAISON foundation has its focus o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governmental aspects, and creating supporting programs that are possible
because it is part of a private sector.

Long-term support for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①
- Comprehensively support activities of emerging and mature artists,
not only supporting based on performances.

- Create international projects through artists and arts companies.
Not only creating funding, but also provide compound② support
- Not only providing funding for the creators, but also provide Morishita
Studio(studio, guestroom) as the space rehearsing, training, workshop
and staying. In addition, provide network information of the foundation.
Provid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③
supporting the a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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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cultivating human resources or exchanging information in
order to enable higher level of creative activities.

- Invite overseas arts administrators as a visiting fellow. Support
introduction of homeland and research in Japan for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s.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s.

Personal Introduction

2 important experiences for considering international projects

A joint project from 3 countries Triangle Arts Project in Dance

(collaborative project among Indonesia, U.S., and Japan): Found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ocus in the creative process of the project
rather than the presentation of the work in 1994 and 1997.
Training tour program in 2010 Europe: Found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ve production of artworks going beyond the limitation of
borders

Projects with Asia

Partnership sith Asian Cultural Council

Dreamtime in Morishita (collaborative work of One Keng Sen, Theatreworks
and young Japanese artists) in 2001, Mobile (the project of migratory
workers in Asia by Necessary Stage) in 2006
Making personal relationships among artists that goes beyond the

difference in nationality and culture: Begin the Residence in Morishita
in 2011
Collaborative work between Farmi Fazile from Malaysia and Zan①
Yamashita: Travel tour of Kuala Lumpur and Tokyo- "What is

Tokyo body?" in 2010
Collaborative work between Savita Rani from India and Madoka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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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da: Discussion surrounding Kawaii and creation work in 2011

The Reason for Focusing on Asia

The cultural market's movement towards the West is related to the 70%
of the world economy being centered on the movement of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ian countries are expected to take
over 50% of the world market in 20 to 30 years.
As the future Asia will shoulder the world economy, it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cultural aspects as well.
Actually, Cultural ministry in Japan is considering about East Asia

Cultural Capital and East Asia Community.
There is a movement away from the Western thoughts, and the necessity
of new perspectives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in various
alternative view points of Asian thoughts.
Asia has a history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and also the

current times that is following in its steps. And within this time,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sustainable projects and birth of new
artworks.
We should know more about each other within Asian countries.

Personally, there is interest in NOW where exchanges among young

generation are being made within this globalizing society.
By creating artworks in NOW within Asia, it is possible to transmit the

attractive artworks originating from Asia to the outside world.
By utilizing the nature of private foundation, the exchange among Asian
countries will continue in the alternative perspective rather tha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Questions to Other Pane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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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Asia has rich cultural resources, its ability to radiate from

Asia is still weak. The know-how in co-producing and festivals
also seems to be weak. Because we are learning a lot about
networking from the West, we are confident in learning things.
What do we need for the Asian transmission to continuously create

contemporary artworks that impact the interaction with other cultures
and radiate to the world? What is lacking in Asia? What is needed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world?
Isn't there a need for cultural policies in Asia for arts and culture that

transcends borders?
For example, SAISON foundation is interested in supporting young

artists and the creative process of artworks. There is a need for
partnership with the artists.
How can we create a place of meeting?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of language barrier? Is there a need for a unified system? Who will
collaborate with whom in production? How can we raise the interest
of the viewers in Asian collaborative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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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団セゾン について

文化財団 理事長 堤清二 私財 設立 民間 助成型財セゾン は ・ の によって された の、
団 現代演劇 現代舞踊 主 助成対象 以下 基本方針です ・ を な とし のような をもっ。 、
支援活動 展開 日本 支援団体 国 企業 財団て を しています には として という。 、 、 、
三 文化財団 常 民間 特つのセクターがありますが セゾン では に であることの、 、 、
徴 活 民間 支援 作 考を かした だからできる プログラム りを えています、 。
芸術家 創造活動 長期的 支援の を に①
若手 中堅 芸術家 活動 公演単位・ の の を ではなくトータルにサポート── 、 。
芸術家 芸術団体 国際的 助成による なプロジェクトへの── ／ 。
資金助成 複合的 支援のみではない な②
助成対象者 助成金 稽古 空間には だけではなく やワークショップのための── 、
森下 提供 財団として スタジオ スタジオ ゲストルーム を また のネット（ 、 ） 。 、
駆使 情報提供 行ワークを した を う。

芸術活動 支 整備 改善を える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の ・ をサポート③
高 水準 創造活動 可能 人材育成 情報交流等 支援より い の を にするための や を──

海外からアーツ・アドミニストレーターをヴィジティング・フェローとし――
招て へい。国際交流 推進 自国 紹介 日本 国の のための の でのリサーチをサポート、 。
際交流 基盤 強の を 化。

自分について

国際 考 重要 二 体験プロジェクトを えるうえで な つの

Triangle Arts Project in Dance三 国共同か プロジェクト インドネシア「 （ 、

アメリ 日本間 関係者交流 作品発表 創作過カ のダンス プロジェクト よりも、 ）」：
程 重要にフォーカスすることが

2010年 視察研修 国境 越 作品 生 出 協働製作ヨーロッパでの を えて を み す の：

可能性

アジアとのプロジェク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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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time in Morishita 日オン・ケン・センおよびシアターワークスと（

Mobile本 若手の アーティスト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 ネセサリーシアターの）、 （
移動労働者アジアの のプロジェクト）

間 国境 異文化 超 関係作アーティスト の を えたパーソナルな り レジデン、 ：

森下 開始ス・イン・ を
Farmi Fazile Zan Yamashita 協働作業マレーシアの と との クアラルン① ：
Tokyo Body東京 巡 旅 何プールと を る とは か―

Savita Rani Madoka Okada ”kawaii”協働作業 巡インドの と の を るディス② ：
カッション

理由アジアにフォーカスする

70世界 経済 先進国 欧米 中心 先進国 動の の パーセントを が を とした が かしてい

欧米中心 文化 動 理由ることも で マーケットが いていく のひとつ しかし、 。 、
20-30 50年後 諸国 占 言にはアジア がその パーセントを めると われている

世界 経済 担 同様 文化 発信これからのアジアには の を っていくのと に を して、

責任いく がある
西洋中心 思考 脱却 新 視点 必要の からの しい が になってきており アジアに、 、

alternative多様 視点 思考 必要ある な が これからの な に、
文化的 経済的 交流 歴史 連 現在アジアには ・ な の と それに なる がある そ、 、 。

持続可能 作品 生 可能性こには なプロジェクトや が まれるたくさんの がある、
個人的 中 若 世代 共有 現在には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 い が している に、 、 「 」

関心がある
現在 間 作品 創作 魅力的 発 作品その は アジア で を することで なアジア の「 」 、

圏内外 発信 可能性をアジア で する がある
alternative民間財団 特質 活 政府主導 異であることの を かし とは なる なア、 　

交流 継続プローチでアジアとの を していきたい

他 質問のパネリストへ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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豊 文化 文化圏 発かな のリソースがありながら アジアというひとつの からの、

信力 弱 協働製作 間 連携 未熟 感はまだ い やフェスティバル の のノウハウも に じ。
欧米 学 多 私 学る ネットワークづくりについては から ぶことは いし たちは ぶこ。 、

得意とは だ
発 持続的 相互作用 及 現代作品 生 出 発信アジア の で を ぼす を み し していくた、

何めには が必要 足 足並なのか なにがアジアで りないのか みをそろえるためには。 。
何 必要が なのか

国 超 芸術文化 文化政策 圏 必要を える のための がアジア においても なのではな

いか
例 文化財団 若 支援 作品創作えば セゾン は いアーティストへの と のプロセ、 、

関心 作品 作 発信スに がある セゾンだけでは は れないし もできない アー。ｎ 、 。
必要ティストとパートナーが

出会 場 作 言語 問題 解決いの をどうやって るのか の をどのように するのか、 、

制作 共通化 必要 誰 誰 製作面システムの は か と が でのコラボレーターになれるの、
観客 協働作品 向 関心 高か のアジア に けての をどうやって めていく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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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n Need of Philosophical Thinking
Beyond Geographical Borders:

Flying Circus Project,
an Experiment in Asian Diversity

TAY Tong(Director, Arts Network Asia)

To understand why Asia and why Arts Network Asia, it would be
imperative to go to the basics. ANA is started at and is hosted by
TheatreWorks (Singapore), an international performance company that is
based in Singapore.

Established in 1985, it is led by Artistic Director Ong Keng Sen. It is
known for its reinvention of traditional performance through a juxtaposition
of cultures, along with its cutting edge productions that set new
benchmarks for artistic excellence. Its works reflect a concern with cultural
negotiation and artistic exchanges with artists, through a network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ists from different disciplin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xchange programme in the arts in Asia and
beyond, is Keng Sen's FLYING CIRCUS PROJECT which was established in
1996. The Flying CIrcus Project is a lab, an incubator, a free space for
dialogue and exchange between artists from Asia and beyond.

Building on this philosophy, ANA was founded. The ANA recognize and
believe in the cultural diversity of Asia as well as the multiple realities of
Asia. ANA celebrates the differences within Asia. We are motivated by
the philosophy of meaningful collaboration, distinguished by mutual respect,
initiated in Asia and carried out together with Asian artists and arts
communities. We believe that by engaging with differences and the other,
the various communities within Asia will gain from each other. The



46_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

porosity that is Asia -- with easy access in travel across borders, and the
communication - allows for the examination of the continuum that is Asia,
from tradition to contemporary urban life. We believe that the intersections
of cultures can enrich an individual. Exchanges and dialogues within Asia
provide tools to the individual to engage with the global Asian urban
metropolis, the continuities and disruptions with Asian tradition, the multiple
contexts of everyday life in Asia.

Importantly, we should see Asia as a way of thinking, a concept, rather
than just limit it to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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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in Asia and Europe, Adventures in
Tradition and Aesthetics:

Expanding Partnership with Asian Organizations

Mary Ahn DEVLIEG
(Secretary General,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IETM)

Asia: Why? Why Not?!

Instead of asking the question why Asia is an interesting place for
European (or any other) artists and cultural operators to work, I would
rather ask the question, “why not?” Isn’t Asia a vast and extremely
diverse space with a huge variety of arts, artists, tendencies, forms,
movements, histories and contemporary practices? One could spend a
lifetime just learning about so-called “Asian arts”.

So why is a network like IETM interested to build bridges for its
members and to collaborate ourselves as a network, with Asian partners?

IETM, for those of you who do not know it, is a large, 30 year old
network association for the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which brings
together around 560 member-organisations from about 60 countries. Our
members are mostl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professionally involved in
theatre, dance and interdisciplinary forms including visual arts, music or
new technologies. Our members include theatres and cultural centres,
festivals, performing companies, producers, programmers and curators,
associations and also public authorities on city,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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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our mission is to help create the best possible conditions for
our members to meet and network, exchange information, learn skills, find
partners with which to make collaborative projects across national borders.
Above all, the network exists to inspire our members from the good
practices shared by these professionals.

I would say there are three needs or responsibilities of a network like
IETM which would lead it to work with Asia.

1. professional needs
In order to encourage more and higher quality transnational collaborations,
IETM facilitates exchange of:
- information (who is doing what, where, when etc, who is offering
funding or other resources supporting this type of work?)

- skills (how do they do it? how to co-produce? how to programme?
how to set up an international tour?) IETM promotes a certain kind
of collaborative project-design, which is not so much selling a
ready-made show, but working on a longer term basis to co-conceive
and co-create projects.

- knowledge (how to analyse cultural policy and advocate for what you
need to make your work easier or better? how to make a strategic
plan, how to evaluate?)

- contacts (who is a key contact for my organisation at this point in
our development?

You can understand from this why we were delighted to work with
KAMS on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 Manual’.

2. human needs
- In the arts sector, we believe that there is more to life than satisfying
our material needs, and if that is true for the public we wis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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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 then it is also true for the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performing arts sector. Psychologist Abraham Maslow called this
self-actualisation, the human need to expand one’s intellectual and
spiritual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and the arts for example. I
believe we have a duty to do this, and to encourage others to do it.
For a European to work with an Asian partner on a project means

having to understand a different working context, world view, approach
to undertaking tasks. It’s exciting, and also encourages a study of
the particular context of your partner - history of their country,
city, performing arts scen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so on..

- the more we can enlarge our own understanding of the range of
human behaviours, the more we can say that we belong to the
understanding artistic and symbolic expression - which is our profession.

- Working in the arts also demands critical skills, the ability to make
judgements based on values. Working closely with an Asian partner
can open other value systems to me, other ways of seeing things,
which in turn enlarges and deepens my critical skills.

- a lot has been said of intercultural competence, but this is what our
future lives depend upon as local communities become more culturally
mixed at the same time that globalisation requires us to collaborate
across national borders as a normal everyday activity.

3. political or moral needs
- Speaking of globalisation, i also think its a duty of our sector to show
the human face of this and not leave it only to commercial trade or
financial speculation. Exchanging cultural processes and products,
making contemporary Asian arts and artists accessible to our local
populations in Europe one is of the best ways to do this (and vice-versa
of course)

- Martha Nussbaum, an American philosopher, has written about the
link between art, the humanities and democracy. She maintain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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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arts, especially performing arts and literature,
creates empathetic, critical citizens - and this is a requirement for
a democratic society. In this respect, bringing Asian and European
artists, cultural operators and publics together to enter into the
kinds of stories and reflection processes inherent in the performing
arts, means raising capacity for cultural understanding, empathy and
critical awareness.

- We also say that art and artists offer an outside eye, reflecting on
society as they see it. In response to an invitation by a Korean
colleague, Hiromi Maruoka from TPAM in Japan wrote about this
role of art following the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disaster
last March. In order to fulfil this role, artists need to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 what they see and say may
not always please religious or government authorities. Working to
understand the Asian artists’ critical standpoints can only enrich
their European partners, and again vice-versa. And globally, we all
have to work to defend artists’ rights to express their perspectives
and the public’s right to participate in this.

4. To end, you might be saying to yourself, “Well, she could be talking
about any place in the world, isn’t there something specific about
Asia?” Yes, that’s quite true, I am an internationalist!
In terms of Asia specifically, as it is such an enormous and diverse
continent, I can only speak of the vitality of those places and people
I’ve been lucky enough to work with: the Korean theatre and music
theatre scene, Japanese new writing for theatre and for dance,
Indonesian contemporary dance, art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social innovation in the Philippines, the new creative producers groups,
art actions for climate (and therefore political) change in India and Hong
Kong... what is exciting to an Anglo-European like me is to look at
familiar issues but from a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 The stereo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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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can be boring and also obscure
personality differences and personal choices. However, going deeper
into more central concepts of respect, tradition and aesthetics in Asia
and Europe, is a continuing adventure, and one that I truly hope IETM
can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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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en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Art:

Residency and Research Programs for Artists in
Asian Countries

Sioned HUGHES
(Program Director, Visiting Arts)

I am Sioned Hughes and work as an Arts Manager at Visiting Arts. You
already have a biography for Visiting Arts in your pack, so you will see
that our mission is to strengthen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the
arts. We do this is three way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to assist people to engage in intercultural activity; 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to explore new connections; and
through expanding the knowledge of artists and cultural players.
For this session I though t it would be useful to provide three Asian case
studies that demonstrate our work in creating opportunities for connection
and engagement between UK artists and cultural operators and their
overseas counterparts.

1mile2

This is a multilateral artist residency programme which takes artists–
out of the studio and into the community. This programme places an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in a city and asks them to respond to the
cultural diversity, bio-diversity and aesthetic diversity within a nominal
square mile, while simultaneously inspiring communities to explore their
neighbourhoods through artistic engagement. What makes this programme
special however is the online platform that allows artists and communities
in one square mile to connect to their counterparts in another square mile.



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_ 53

For instance in 2009 we ran 10 square miles, involving 4 UK cities and 6
overseas cities including Shanghai, New Delhi, Dhaka and Karachi. By
having artists in different cities across the world simultaneously looking at
the same questions, meant that Shanghai was able to connect to Bradford,
who were in contact with Delhi and London, who were in contact with
Karachi and so on. As always with these kinds of programmes, differences
were minimised and commonalities underlined, as different communities in
different cities dealt with the same global issues - gain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and global environment
issues, and increasing trust a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communities.

International Exchange Placement Programme

Visiting Arts have delivered many different opportunities for cultural
operators to expand their knowledge such as skills building in-country
workshops, delivered in partnership with British Council overseas offices as
well as local delivery partners. We have also delivered placement
programmes, and I would now like to highlight the International Exchange
Placement Programme delivered with support from the Cultural Leadership
Programme - the exchange allows cultural and creative organisations to
develop their intercultural expertise through experiencing a culturally
different working environment and procedures, helping to foster sustainable
links for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programme provides UK mid-career leaders with the
opportunity to work in a matched overseas organisation for a period of
three-months, offering that leader the opportunity to 'learn through doing'.
The UK organisation then reciprocates by hosting an individual from the
overseas partner for three-months. The first programme saw two out of
three exchanges take place with Asia Liverpool Biennial with Shanghai–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 and Central St Martins College of A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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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with p3 art & environment and Beppu Project Japan. The
programme successfully demonstrated increase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llowing the opportunity to see things from a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
with the result that working relationships were improved. All three
organisations were better placed to work again with each respective culture
following the placement. Leadership competencies were enhanced on both
a personal and organisational level, together with new knowledge of
different leadership models globally. Hosting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gramme, and was explored as both recipient and as host. The art of
hosting has many facets and in an international exchange includes cultu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as much as practical issues around defining a role
and responsibility and ensuring access to the relevant hierarchies of an
organisation.
Other learning developed through the programme included the experience
of new models of working, providing an opportunity to change thinking and
to apply new working techniques. Organisational knowledge of their own
sector was enhanced with significant networking and new contacts being
made. For the smaller organisations involved, participation in the programme
enhanced their status and profile locall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 deep organisational relationships developed
have shown a rich legacy, for instance, in the case of Liverpool Biennial
and Shanghai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 following the exchange

for the first time the John Moores Painting Prize was also be• awarded
in a competition in China (open to artists resident in mainland
China). The Chinese winners’ paintings were exhibited in the UK
as part of the UK John Moores Painting Prize, and the Chinese prize
winners were also awarded residencies in Liverpool
Faculty staff exchange between Shanghai University and John Moores•
University
Regular e-conferences between Shanghai and Liverpool with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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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Public Art, hosted by the Bluecoat Central

Mentored Research Visits

Mentored research visits allow creative practitioners to see work in
context and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work and
its creation; whilst also providing an opportunity to meet exciting artists
and organisations for potential future collaboration. While Visiting Arts
has provided these opportunities throughout its history,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partnership we have developed with KAMS over the past two
years as a case in point. 2010 was our first Korea-UK Connection, and
saw the exchange of five performing arts producers, with the Koreans
visiting the UK during the Edinburgh Festivals. By delivering this exchange
with KAMS we were able to ensure the producers not only saw work
specific to their interests, made the right meetings and most importantly,
put the exchange within a structural framework so that both sides–
understood the context of how creative work is funded and produced in
both countries. Legacy from that first connection includes:

Korean dance work programmed by Eckhard Thiemann during th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rmingham in 2012
A co-production between CRYPTIC and Be Being music ensemble•
and their composer Jang Gyu-Young, with development in 2012 and
performance in 2013
A commission for the inaugural performance at the National Asia•
Culture Complex in the Asian Cultural City Gwangju, a collaboration
between AsiaNow Productions and dreamthinkspeak (UK).

This year the focus has been on performing arts festivals. The Korean
delegation came to Manchester in July in the context of the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and also travelled to meet festival directors in
Edinburgh and Glasgow. The time was spent in workshops, roun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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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networking and performance viewing.
I am here this week in the company of the UK connection delegation, and I
hope it will be possible for you to meet them all this week. They are

Deb Ashby, Director, Dance Initiative Greater Manchester
Jennifer Cleary, Head of Creative Learning,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Kitty Ross, Programme Director, The Mayor's Thames Festival
Judie Christie, Creative Producer, Centre for Performance Research

Asia was a focus for th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this year. My
hope is that the connections made through this partnership will continue to
showcase Korean and Asian work in the UK for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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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ing the Center of Cultural Gravity to
Europe, the U.S., and Asia:

The 2012 Polish Culture Project in Korea

Marcin JACOBY
(Project Asia Manager, Adam Mickiewicz Institute)

Self-introduction

My name is Marcin Jacoby and I represent the Adam Mickiewicz Institute
a Polish government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Polish–

culture abroad. As Manager of the Institute’s Project Asia, my official
duties lie in building co-operation ties with Asian partners, organising
Polish cultural events in Asia, increasing awareness of our institution in the
region, and assisting Polish artists in their presence at key Asian cultural
events. The Institute is based in Warsaw, Poland, and co-operates closely
with Polish diplomatic missions around the world.
As part of Project Asia, established in 2009, the Institute has to date
carried out numerous projects in China in connection with the Shanghai
Expo (14 major projects in Shanghai in 2010), and in China and Japan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 Cultural Programme of the EU Polish
Presidency (a series of events now held in Beijing and Tokyo two key–
Asian capitals designated as such by the Pol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 present, the Institute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rich
cultural programme for 2012 in Korea. We hope that next year, thanks to
our joint efforts with Korean partners, a number of Polish cultural events
can be held in major culture centres and art festivals around the country.

Why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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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est of European cultural institutions in Asia, especially in the
Far East is, of course, by no means new. I have to admit that Poland
comes into the picture as a late guest, with much of the market already
taken by those who arrived earlier, and who had many years to build up
their name and prestige. Why is that so? Frankly speaking, there were
other priorities and other goals for Poland on the way: after democratic
transformation in 1989, the period of economic havoc and constant reform
during the 1990s didn’t cater for such targets as cultural promotion in
faraway Asia. Politicians preferred to concentrate on the consolidation of
power, and strategic goals of NATO and EU accession, or th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Russia. It was only after these goals
had been met and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tability was restored and
cemented, that decision-makers in Poland started looking a little further
than ‘their own backyard’. And the Far East, of course, came into the
picture.
It so happened that these changes in Poland and the whole of Eastern
Europe coincided with important, macro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global balance of power. On the one hand we witnessed America’s
status wavering, and its economy in crisis, on the other, we saw the
unprecedented rise of China, the dynamic economic growth of India, and we
are now also noticing the increasingly important international presence of
Korea. Polish decision-makers began to understand better what China is
and strives to b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Beijing Olympics in 2008,
and the 2010 Shanghai Expo. As for Korea, the awareness of economic and
technologic prowess of the country (car industry, shipbuilding, IT and
mobile technologies), coupled with the active international role of
individuals such as Mr. Ban Ki-moon, and President Lee Myung-bak, and
also large-scale events such as the 2002 World Football Cup, the 2010
G20 Summit in Seoul or the upcoming 2012 Yeosu Expo, all these helped
arouse interest in Korea as an attractive partner. In this light it seems
natural that the horizons for Eastern Europeans widen beyond ol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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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th America, and towards Asia.
In principle, the increased interest of Polish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Far East stems from these factors and developments. Culture is, after
all, in the eyes of politicians principally a tool of self-promotion, whose
expenses need to be justified and explained to the taxpayer in economic
terms. Cultural promotion, together with the promotion of tourism, and
education, can foster, as it is hoped, trade and foreign investments. This is
the justification for our Institute’s activities abroad (and even for me
standing here before you), and must necessarily be also for what we do
and intend on doing in Asia. What does it all mean? Simply, that Polish
decision-makers are interested in closer economic ties with the Far East,
and hope for such, starting now. And this, in turn, enables us to act in the
field of cultural exchange with Asia on a bigger scale than before.
This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From the side of cultural
institutions, artists and culture animators, the picture, or perception angle,
is perhaps slightly different. We feel that Asia is an increasingly interesting
target for our ‘cultural products’. Especially in classical music, Asia is a
very vibrant market, with wonderful opportunities for musicians to gain
fame and earn money. With Japanese and Hong Kong classical music
markets already very well developed but also quite saturated, it is
principally Mainland China and Korea where new opportunities are now
open. In performing arts, even though there are far fewer chances for
‘lucrative business deals’ in purely financial terms, many artists and
organisers believe that Asia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laces to be,
with opportunities for new professional contacts and new audiences. With
the increasing prestige of such festivals as the SPAF in Korea, the Hong
Kong Arts Festival, or Festival / Tokyo in Japan, Eastern European groups
are more and more drawn towards Asia. In visual arts, the three Korean
biennales: Media City Seoul, the Gwangju and the Busan Biennale attract
more attention in Poland than similar events in Japan,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In the last few years, some top Polish artists have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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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ch of these key Korean artistic events.
These phenomena coincide with the active self-promotion of Korea,
which does not remain unnoticed. The recent establishing of the Korea
Culture Cent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Warsaw, Poland, is one
important factor dramatically changing the awareness of Korean culture in
my country. Also, more and more Korean films are viewed and appreciated
by Poles, Korean popular culture (K-pop, B-boys etc.) is gradually
becoming know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creation of such
‘Korean brands’ in the field of culture, while doing a lot to promote Korea
in Poland, also stimulates an interest in the presence in Korea by Polish
artists and institutions. As we can see, the interest is generated and
re-generated mutually.
From the perspective of my Institute, the promotion of Polish culture in
Asia is one of our strategic objectives. Content-wise and budget-wise, our
activities in Asia are still in their early phase, as we still do far more, on
a far larger scale in Europe than we do in Asia. However, working at the
forefront of the cultural industry in Poland, we believe that Asia is ‘the
next big thing’ and that the weight of cultural life as we know it will
gradually shift from Europe and America towards Asia. It would be unwise
not to react to this.
And how to promote Polish culture in Asia withou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countries, cultures, languag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cultural field? This is why we travel, we analyse, we
watch, listen, read about Asia, so as to understand, so as to better
communicate, so as to relate.
I sincerely hope that during PAMS 2011 I can learn and understand more
about performing arts in Korea, so as to get to know my potential partners,
their needs and interests, and also their expectations towards co-operation
with countries such as Poland. In today’s world, one-way promotion
becomes an outdated notion. We hope, rather, to build strong, long-term
co-operation ties, basing on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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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Land of Unknowns and Imagination:
Idiom Asia/Europe at Malta Festival Poznan 2012

Michał MERCZYŃSKI
(Director, Malta Festival Poznań)

For over 20 years I have been creating and programming Malta Festival
Poznań, an artistic event that encompasses many disciplines but is, in its
essence, focused on the performing arts. We are interested in various
forms of theatre; nonetheless the major factor has always been their
artistic quality and the creators’ genuineness. These comprise the basic
reason for us to take the risk and effort to include a given project in the
festival programme. Behind each programme-related choice there is our
conviction that in a given project the Malta audience will find courage,
beauty or an intellectual challenge.

Malta Festival Poznań is an event of longstanding history: its first edition
took place in 1991, only two years after Poland regained democracy in
1989. The festival transformed together with the social changes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theatre and of the role that a
cultural festival could play. After our first decade of, during which we
presented mainly street theatre, we decided to redefine the programme
structure and to turn the festival into a multithreaded, polyphonic discussion
in which the guiding theme would be the IDIOM, a group of projects
focused around a chosen theme. An idiom is a concept that does not yield
to literal translation into another language. Our intention was to present it
as a metaphor that accurately described original artistic or sociocultural
phenomena which were significant to the contemporary viewer/citizen. In
2010 we began with an extensive presentation of Flemish dance and
theatre. In 2011 we reflected upon the theme of the exclu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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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2012 will be dedicated to European and Asian relations.

As I stand here before you, I would like to take the liberty to announce
this project, because it responds to my own explorations and the questions
I would like to ask Asia as I point to the possible directions of artistic
collaboration.

The IDIOM Europe/Asia will be the first attempt to carefully look, within
the context of Malta Festival, at the cultures of Asia and their European
transformations, especially those which are apparent in metropolitan
environments and which absorb numerous national and cultural minorities. It
is in Asia that the world’s largest cities are located gigantic metropolises–
that play a leading role 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not only on
national, but also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e Idiom will not be
restricted to a geographical framework its goal will be to capture the–
fascinating European and Asian connections that are developing in
concurrence with the global phenomena. These connections display a
growing intensity and a mutual stimulation of development, albeit there is
also a degree of ambiguity as they evolve in a difficult environment of a
concurrent sense of displacement from and belonging to a given world. Just
as Asia is multicultural it is possible to say that Europe, in its
multiculturalism, is ‘multi-Asian’. As we embark on this project our
premise is that neither Asia nor Europe is a monolithic, culturally or
civilizationally cohesive organism. It is their diversity and the continuous
diffusion of mutual influences that may provide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s and tensions between the
many civilizations which are growing closer in an age of globalisation and
communication that make boundaries indistinct. The dialogue in this IDIOM
will be, therefore, held concurrently in a variety of languages, aesthetics
and paradigms. Within the artistic projects we will be reflecting upon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Asian approach to the city, society, 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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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values and phenomena that are much appreciated by Europeans–
and the accomplishment of which, especially in the large European cities, is
in the hands of the multicultural European-Asian communities. We will
show the projects of Asian artists based in Europe and of European Artists
based in Asia. These will provide a creative perspective on the cultural
differences that both sides may learn from.

What can the citizen of Central Europe say about Asia? To my mind
comes the word ‘fantasia’ which both in the Polish and English language,
but also in its Greek source (phantasia) contains the word ‘Asia’. This
symbolic coincidence discharges two meanings. Firstly, unlimited promise, a
possibility, but also an envisioning of something that bears no relation to
reality. This approach, filled with curiosity and fascination combined with
stereotypes, is widespread in the European view of Asia. The reduction of
the world’s complexity to fantasies should be confronted with reality and
one should individually make a cognitive effort to find out who the subject
of these fantasies is. Culture is an area which demands the taking of such
a risk and effort to a higher degree than politics or economics. Artists are
required to display the highest level of insight, imagination and critical
awarenes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o Asia is and why it is worth
one’s while to want to encounter it may be fuller if the European who
poses it becomes aware of their own problem with their collective identity,
their so-called ‘Europeanness’. The latter may be considered a value that
is common to most of the resident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has,
however, often become obvious that it is a construct one often used–
instrumentally or with bad intentions. Nonetheless, the word itself, or
rather a shared sense of being European, is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and determines the framework of a cultural reality in which several hundred
million people exist and grow. But they comprise only a small share of the
global population! This basic reflection situates me, as I am faced with this
question, in a completely different position, since I must ask myself h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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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not think of Asia as a challenge and a partner seeing that this
sociocultural space, apart from its gigantic and invaluable civilisational
legacy, is also the most diversified and dynamically developing region in
the world. I know ‘something’ about Asia. This is merely a small fraction
in comparison to the magnitude of what it can surprise me with, of what it
can teach me and what it can fascinate me with. And this is an
outstandingly creative situation to discover something that is unknown but–
quite thoroughly imagined. Due to globalisation and the continuously
circulating electronic images each of us holds their own image of Asia.
This, however, is only a representation of what is real. One should step
beyond this representation by means of experience. The intention to learn
about each other in reality is also the foundation of the IDIOM Asia/Europe
project.

We live in a world that seems to have no boundaries. We are capable of
communication that overcomes space-time and of remote collaboration that
does not require any shared presence or contact with the living person or
their environment. It is, therefore, a paradox that the boundaries in our
minds are growing tighter and are determining new divisions between–
people and between cultures. I believe that the artistic projects which
analyse this threat and which are, concurrently, aimed at local audiences
(who are the closest viewers and discussion partners), may open many
minds and prevent our seclusion in mutual 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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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Asia Through Theater:
Developing Asia Focus Festival as Cultural Bridge

between Europe and Asia

Mascia PAVON
(Asian Program Manager/Production Manager,

Napoli Teatro Festival)

Brief introduction of the organization background

After 5 years as Technical and Logistic Responsible of Dance, Music and
Theatre Festival of La Biennale di Venezia, since 2008 she is Production
Responsible of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NTFI).

NTFI, which is based in Napoli, is the first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created in Italy (2008), supported and promoted by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of Italy. The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aim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production of culture, commissioning original dramatic
material (plays and sets), promoting and supporting new national and
international theatrical creations.

Just in three years from 2008 to 2010 this “young festival”, thanks– –
to the artistic direction of Mr. Renato Quaglia, has really reached an
international position, acclaimed and recognised by journalists and artists,
theatres and festivals, from all over the world.
Since 2011 the new artistic director of the festival is Mr. Luca De Fusco
who will continue the challenge of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ultural role
of the festival.

The festival wants to give the opportunity to international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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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rtists and new companies to have a platform of visibility, where
create and present their shows in Italy and in Europe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NTFI coproduces shows of theatre, dance, music and visual arts for
example with (among others):

-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Scotland;
- Singapore Arts Festival, Singapore;
-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England;
- Festival Stgo a Mil in Santiago, Chile;
- Festival International de Teatru of Sibiu, Romania;
- Others

In 2009, during the second edition of the festival, the direction created
E45 NAPOLI FRINGE FESTIVAL, an "independent" festival dedicated and
focused on the youngest and independent theatrical groups. This festival is
based on the model of major international “fringe” festivals and, during
these years, it has obtained a great success.

One of the specific strategy and challenge of NTFI was to create
international companies, with an international cast (artistic and technical) in
order to present shows produced by different international partners,
involving actors and performers coming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o speech, on stage, different languages.
With this game of different languages on stage the NTFI has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s”. Sometimes, the use of subtitles can distract the
audience, which became bored and tired.
But we experienced that on the stage actors can create a common
language, a dramatical one in which the audience is magically involved and
which helps him to understand th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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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festival is a precious international platform, a launching pad of
foreign partnerships, in the logic of real encounters and confrontations, of
planning and sharing, with a long term commitment to privilege and
promote the work and the artists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areas.
This represent a peculiarity of NTFI, which is following these goals with
other partners.

Cases of Asia Program which have been presented or
organized by our organization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 of the
NTFI was Singapore Arts Festival. Singapore Arts Festival represented for
NTFI a “cultural bridge” between Europe and Asia. NTFI had to thanks for
this “Asian artistic opening” Ms Ching Lee Goh, the former Director of the
Singapore Arts Festival for a decade from 2000 where she has infused the
Festival of Naples with an innovative aspect for inter-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interests.

In the past, sharing in the specific commission the artistic line, NTFI and
Singapore Arts Festival coproduced and presented in their own festivals:

- on 2008 the theatrical show Temple, directed by Natalie Hennidige
(Singapore);

- on 2009 the theatrical show Le città visibili, directed by Giorgio
Barberio Corsetti(Italy), written by Chay Yew (China Singapore);–

- on 2010 the Dance-Theatrical show Football, football directed by
Haris Pasovic(Bosnia-Herzegovina), music composed by Philip Tan
(Singapore).

- on 2010 Devo partire. Domani, video installation inspired on Teorema
by Pier Paolo Pasolini / directed by Ming Wong / organized by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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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Kuen(Singapore).

These shows witness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the festival.
Moreover the NTFI experimented a new way of coproduction: commissioning
to foreign writers plays to be directed by Italian artists with multicultural
groups of actors.

Following the list pointed above, some of these shows represent this
strategy. It is the case of one of the most known Italian Director, Giorgio
Barberio Corsetti, who was invited by NTFI and Singapore Arts Festival, to
direct a company composed by Italian and Asian actors. They work on a
script which the NTFI commissioned to the Chinese-American writer Chay
Yew.
The company presented the show Le città visibili playing different
languages on stage: Italian, English and Chinese.

Another important example is Football, Football a theatre-dance show
directed by Haris Pasovic (Bosnia-Herzegovina).

In this case the show was coproduced by:
-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Italia,
- Singapore Arts Festival, Singapore;
- Les Ballet C de la B, Belgium;
- East West Theatre Company, Bosnia;
- Flota Institute, Slovenia.

For the production of this show, the cast was selected by public
auditions organized in the different countries of the producers (Italy,
Singapore, Bosnia, Slovenia) and the creative team (composer, light designer,
set designer were coming from Singapore) with the choreography realized
by Le Ballet C de l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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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y was so composed by 5 Italian (one of them was birth in
Burkina Faso), 5 Singaporean, 1 Bosnian, 1 Slovenian performers.
This production represents an important occasion of cultural interchange.
The team worked together for more than 5 months touring in 3 different
continents. The show was created in Singapore from April to May 2010
where it had its debuts. Then Football, Football was presented in Napoli
and Sarajevo on June 2010, and then in South Africa during the Africa
National Arts Festival, that took place during the FIFA World Cup 2010, on
July 2010.

The company played on stage many languages: Italian, English, Chinese,
Bosnian, Slovenian and African.

Furthermore, NTFI invited, coproduced and presented some other
important shows, coming from Asian theatre, such as:

On 2009: Electra, directed by Tadashy Suzuky (Japan);
On 2011: Tokyo Notes and The Yalta Conference, directed by Oriza Hirata
(Japan), in collaboration with Santarcangelo Festival (Italy);
On 2011: Sécheresse et Pluie, directed by Ea Sola (Vietnam).

Own reasons to focus on Asia; viewpoints from practical,
marketable, fundamental, philosophical or aesthetic value

NTFI decided to focus on Asia for different reasons:
1) First of all in order to develop the Napoli Teatro Festival Italia within
an international platform.

2) In this “international” perspective, an important aim of the third year
of the NTFI was to create an oriental session, presenting visual
artists, dance and theatrical performances. In the recent years we
travelled to Singapore and we appreciated so much the approa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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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an Institutions towards the arts: the sensibility for the
artists, the support of their ideas, with enthusiasm and high
professionalism. For this reason, the former Artistic Director Renato
Quaglia involved Ms Ching Lee, with her new company “Culture Link”
to become an artistic advisor of the NTFI, in order to develop and
create in Napoli an “Asian Focus” festival. Ching Lee proposed many
companies and artists from Singapore, Korea, Taiwan, Vietnam, Indonesia,
Japan…
Due to financial cuts in cultural departments, the festival has
suffered the major cuts in the artistic program, reducing the number
of performances, reducing so, temporarily, the idea of developing an
Asian Session Festival.

3) Furthermore, the NTFI noted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of most of
the Asian Countries highly support education and culture, as an
instrument of social growth, educational, cultural heritage of a country,
as an opportunity of cultural and social opening up. The western world
looks at this Asian promotion and attention, with appreciation, interest
and sometimes also with envy. This support to culture is part of a
country's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e specific style and methods of general Asian shows and
performing arts, we noted that the Asian artists try to respect their
origins, their religions. Asian performing arts are presented and studied
hard, with diligence and precision. So:

The cultural interchange, the comparison with other theatrical methods•
and styles and languages, due to the approach on originally historical
and traditional means, colors and customs, music and dramaturgy, help
to understand the Asian world, more that simply reading books. This is
similar to an holiday in another country. To see an Asian performance,
such as performances coming from other continents, give the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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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ds to improve and assess themselves. Specifically, the theatre
means to confront the authors of the texts, the use and meaning of the
music, the body movements and its communication with the dance.

The traditional dance, with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ts colours and•
costumes, helps to understand the Asian world, in their different
countries and peculiarities. Similarly, when the traditional dance is
transformed into a contemporary dance moving closer to a contemporary
audience, it satisfies the different needs of leisure and entertainment.
The Asian style is still respecting its tradition and for this reason it
is so interesting for occidental eyes, representing something interesting
and fashionable.

The idea of supporting culture, from west to east, can improve our•
own skills and professionalism. The mixing of cultures leads to a
mutual cultural growth, as well as to share resources and economic
commitments. Going over the social and political barriers, for the same
goal which is culture, permit to share economic resources. So the
result will be a cultural product, obtained with shared experiences.

My question about Asia

1) Why are you interested in Asian performing arts;
2) How is the reaction of your festival or theatre audience.
3) What are most appreciated between theatre, dance or music

performances?
4) How do you approach the Asian artist. Are you involving some artistic

advisor, some agent or producer coming from Asian?
5) Do you have any local institution that support in economical terms,

the invitation or production of Asia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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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사이에 선 중극장

이규석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한국( ) /

최근 한국연극계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이른바 중극장시대의 개막에 따른‘ ’
연극 제작환경 변화에 관한 것이다 기실 한국 현대연극의 현재적 위상과 역동.
적 에너지는 여개가 넘는 대학로 지역의 소극장을 기반으로 한 민간 극단의160
왕성한 창작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년대 이후 한국 현대연극의 생산적 에너지를 공급해준 것이 소1980 ‘
극장과 민간 극단인 셈인데 지난 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명동예술극’ ‘ ’ , 2009
장 한국공연예술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산예술센, ․
터의 개관을 계기로 연극계에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의 중극장 현상은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을까‘ ’ ?
우선 공공극장의 역할론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년 이후, . 2009
등장한 중규모 공공극장들이 제작극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기존,
공공극장의 대관 위주 소극적 운영모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의 결과로 소극장 연극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기존 풍토에 중대, ‘
형 작품의 창작 견인 역할을 함으로서 한국 현대연극의 미학적 다양성을 확장’
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극장 시대의 전환기적 증상을 우려하는 연극계의 목소리, ‘ ’
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제작형 공공극장을 필두로 공.
공부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는 것과는 달리 소극장 기반 민간극단의,
공연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작형 공공극장의 중대형 연극과 민간극단의 소극장 연극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전속단체없는 제작극장으로 운영되고. , ‘ ’
있는 중극장들이 우월한 제작환경을 앞세워 역량있는 극작가연출가배우스태프, , ,
들을 과점적으로 흡수함으로서 가뜩이나 열악한 민간극단의 창작기반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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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극장현상의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교차하는 관점은 한국 현대‘ ’ ,
연극의 못자리와도 같은 민간 극단의 소극장 연극과 공공부문의 중극장 연극이
발전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극장시대의 본원적 의미가 소극장시대의 이후 혹은 소극장‘ ’ ‘ ’ , ‘
연극을 대체하는 중극장시대로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 없’ . ‘
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소화는 잘 안된다 기왕이’ . . .
면 이도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해야 소화도 잘될터 한국연극계는 민간 극단의.
소극장연극과 공공부문의 중극장연극이 이와 잇몸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모색해
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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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자력과 함께 탈 자아를 외치다‘ ( ) ’ ‘ ( ) ’脫 脫

오자와 야스오 포스트 메인스트림(
퍼포밍아츠페스티벌 프로듀서 일본) /

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본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3.11
다 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의 공연예술계를 대표할 입장이 아” . ,
니니 잘못된 섭외인 것 같습니다 일본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비평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주류에서 벗어난 것을 옹호하고 대안적인 퍼포먼스를 만. ,
들어왔습니다 그 작품들을 민간 공공을 불문하고 소위 극장이라는 시설이 아. , ,
닌 창고나 라이브하우스 등에서 공연해 왔습니다 또한 같은 전력을 소비. , LED
하지 않는 조명만 사용한 작품이나 전체시간의 절반을 암흑 속에서 공연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을 지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싼 업계에 존재해온 물리적 제약을 부.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해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
을 작품 제작의 유일한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선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작품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극장이나 조직 등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
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진과 원전사고가 있었다고 이제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조금 우스
꽝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먼 옛날부터 지진대국이라고 일.
컬어져 왔고 역사상 많은 지진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나 흔들리고 있, . ,
는 배에 탄 채 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핵에너지와 관련해서도. ,
전쟁 중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전후에는 태평양에서, ,
이루어진 수소폭탄실험으로 방출된 방사능에 피폭된 선원이 사망한 럭키 드래‘
곤 사건이 있었으며 세기말에는 도카이무라의 핵연료시설에서’(Lucky Dragon) ,
임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만큼 핵과 인연이 깊은 나라는 없다.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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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년에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일본에서 반, 1986 ,
원전 운동이 일시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시절 관련된 책을 읽거( ) . ,反

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은 약TV . 25
년 전에 원자력발전 반대파가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이야기했던 일들로( ) ,
그때 이미 모든 문제는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본 척 해왔고. , ,
그 대가가 한꺼번에 우리를 덮친 것입니다.

원전 추진 혹은 탈 원전에 관계 없이 우리의 생활은 전력으로 유지되고, ( )脫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을 폐지하라고 외치는 동시에 자신. ,

을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그대로 두면서 원자력발전으로( ) . ‘ ’自身
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삶에 대한 사. , ,
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제 일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지진 전과 후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
다 아니 오히려 지진 전부터 걸어온 길을 계속 관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제작자로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적이.
고 권력적인 사물의 결정방법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에 있고 싶다는 바람 때
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표현형태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 ,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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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예술적 임무는
잊혀진 기억에 저항하는 것

우원광 차오창디 워크 스테이션(
아트센터 공동대표 중국) /

지난 년 중국의 독립극단인 리빙 댄스 스튜디오는 북경에 워크1. 2005 , ‘ ’ ‘CCD
스테이션을 창설하였다 창설 이래 리빙 댄스 스튜디오는 중국 독립극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을 통한 교환 프로그램 강연 신예 안무가, , , ‘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한편 기타 두 가지(‘Young Choreographer Project’)’
축제 메이 페스티벌 크로싱 페스티벌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 .
리빙 댄스 스튜디오는 일반인들이 공연예술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이에2.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긴밀
하게 협력하여 워크숍 및 공연을 통한 교환 프로그램을 조성하였다.
중국의 독립극단은 정부 또는 예술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3.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독립예술가들은 항상 자금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
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 독립예술가들은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작품을 제작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난 년 리빙 댄스 스튜디오는 년대의 문화혁명에 대한 개인적4. 2008 , 1960
기억을 엮은 공연 기억 을 제작 상영하였다 년 뒤‘ (‘Memory’) , 2 ,

년에 발생한 중국 대기근을 다룬 기억 시리즈1959~1961 ‘ (‘Memory’)’ 2
탄인 기억 굶주림 을 제작 상영하였다 년‘ 2: (‘Memory 2: Hunger’)’ , . 2010
부터는 민족적 기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젊은 예‘ ’ ,
술가들을 촌락으로 파송하여 지난 년간 기근을 겪은 경험이 있는 고령30 ‘ ’
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예술가는 모두 년대에. 1980
출생하였으며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전에는 기근에 대한 이해가 전혀 또,
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사 탐구가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때 자신들이 본‘ ’ ,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의 차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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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사회상을 보면 역사는 가려진 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빙 댄스 스튜디오의 임무는.
기억상실에 저항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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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극장,
주류를 전복하는 아방가르드로 채워지다

야오리춘 굴링실험극장 프로듀서 대만( ) /

본문은 괴담이 아닌 소극장 산업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소극장은 이제 죽었다 대만의 왕모린 은 년대 초 한 홍“ .” (Molin Wang) 1990
콩 잡지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년 대만의 계엄령 해제 이후 년간 진행된, 1987 5
소극장 운동에 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신체와 동‘ ’ .
작 하나하나의 관계를 예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지난 년, 1991
신체기상관 을 설립하였다 왕모린 자신도 공연예술을 자기(Body Phase Studio) .
표현의 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학제간 담론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년간 는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극장에20 Body Phase Studio
필적할 만한 비주류 소극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들 소극장은 짜.
임새 있는 국제 규모의 문화 프로젝트 기획으로 대만 공연예술계에서 그 진가
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만의 예술가들이 국제 규모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년. 2005 Body Phase

가 대만 유일의 공공 아방가르드 극장인 굴링실험극장Studio (Guling Street
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수한 것은 대만 예술분야의 발전Avant-garde Theatre)

에 대한 희망에 다시 불을 지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년간 굴링실험극장 는 타이페이 시 당국으로부터 연간예산을 지6 (GLT)
원 받지 않고도 현대미술 전위예술 및 혁신예술 작품 전시공간을 모두 보유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는 굴링실험극장을 모든 유형의 예술 활. Body Phase Studio
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로스오버 공연 및 예술 및. (
진행 중인 공동 작업 그리고 문화에 초점을 둔 지역 사회의 행동 등 이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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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굴링실험극장은 연기자 사상가 예술가 관객들의 마음을 끄는 공연의 중, , ,
심지로 자리를 잡아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공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년 왕모린은 과거 년대 초에 소극장 운동에 대하여 평가한 발언과2010 , 1990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문화그룹의 보편화에 따라 소극장은 과거. “
주류 극장보다 더 뛰어난 미적 특징을 바탕으로 전위적 예술을 표현하는 동시
에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을 표현함으로써 문화그룹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소극장 운동에 대한 왕모린의 평가는 대만의.”
현재 상황을 매우 현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의 다른 지( ) ,
역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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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공연예술 커뮤니티:
비극적 과거는 이제 저 너머로

프레드 프럼버그
암리타 퍼포밍 아츠 국장 캄보디아( ) /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미국인 예술가이자 년간 캄보디아 예술 커뮤니티14
의 정회원으로 활동해 온 필자는 매일 서양 예술(Cambodian Arts Community)

가들과 아시아 예술가들 간의 공동작업에 관하여 매일 자문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공동작업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문 딜레마 및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아시아 예술의 맥락에서 보면 캄보디아는 여전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전쟁 이후 진행된 복원 및 보존이라는 특징을 담고 있는‘ ’
희귀한 고대 공연예술 작품 제작활동을 통하여 캄보디아 예술가들의 공동작업
을 이끌어 내었다.

캄보디아에는 암리타 공연예술단 크메르 예술앙상블, (Khmer Arts
파레 폰루 셀팍 에픽 아츠Ensemble), (Phare Ponleu Selpak), (Epik Arts),

타이니 툰스 센터 캄보디아 리빙아츠(Tiny Toones), (Cambodian Living
등 다양한 기관들이 캄보디아의 무용 및 공연작품을 제작 상영 중이며Arts) , ,

이들 작품은 캄보디아의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동정이 아닌 예술적 가치로 세
계 무대에서 당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아시아 전체는 물론 호주 미국 유럽 지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 .

암리타 공연예술단은 캄보디아의 최신식 현대무용 및 연극작품을 통하여 창,
의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고대 공연예술의 전통을 미래와 접목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젊은 예술가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암리타 공연예술단에서는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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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공연예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안무가 및 감독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공동 작업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 초반에 제작 진행한 현대 공연작품은 메콩 강 및 동남아시아 지,
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이.
들 작품은 이들 예술가들의 출신 지역의 전통 기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예술가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적 능력이 증
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암리타 공연예술단은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공동작업 예,
술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하여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크메르 캄보디아의 주요 민족 계 프랑스 안무가 엠마뉴엘 푸온, ( )

독일 안무가 아르코 렌츠 토론토 안무가(Emmanuèle Phuon), (Arco Renz),
피터 친 호주 안무가 페아 레아 등 뛰어난 예술가(Peter Chin), (Paea Leah)
들을 여럿 양성하였다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들의 작품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고전무용과 달리 현대무용 작품은 적은 수의 인원이.
공연을 펼치고 현장 연주가 아닌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암리타 공연예술단은 공연 제작 및 진행 시 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암리타 공연예술단은 캄보디아 안무가들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예술단에서 가장 유능한 안무가 중 한 명은 에서. UCLA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안무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다른 세 명의 안무가들,
은 년 월 한 달간 집중과정 워크숍에서 세 명의 국제 안무가들로부터2011 11
멘토링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 예술가들이 제작. 100%
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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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정체성,
과거의 유토피아와 모호한 미래사이

게오르기 마메도브
회 베니스 비엔날레 센트럴 아시아 파빌리온 공동 큐레이터(54 )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상 개의 구소련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5 ,
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의( , , , , )
이름은 모두 스탄으로 끝난다 이들 국가는 년 전 구소련 붕괴에 따라 모‘ ’ . 20
두 독립되었다.

볼셰비키 세력 혁명 후 정권을 잡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일원 은 년( ) 1917
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에 이은 적백 내전 과 심각한 경제위기에(1917~1922)
대하여 농업 공영화 등의 정책을 을 공영화는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
로는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상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무
산계급의 첫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실생활에서 신. ‘
남성 신세계 질서 창출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 구현을 시도할 장은 얼마든지’, ‘ ’
있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이 바로 그 장의 역할을 할 지역으로 대두되었다, .
또한 붉은 동쪽은 소련 현대화 사업 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 .

모스크바의 신흥 혁명세력은 처음에는 이 세계혁명을 러시아 동부 지역 투‘ ’ (
르크메니스탄 이나 러시아 제국의 지배 하에 있던 부하라 또는 키바) (Bukhara)

로 전개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세(Khiva) .
계혁명을 지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년에는 이미 이들 두 개의 지역1918 (state)
에서 혁명이 전개되었다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대한 볼셰비키의 열망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던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이들 지역은 결국 부하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이 독립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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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하라 지역은 아무 저항 없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되었다 년대, . 1930
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은 모두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으며 이 지역은 개5
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분되었고 통상 붉은 동방 또는 동부 소비‘ ’ ‘
에트라는 별칭이 붙었다 소비에트 중앙공화국은 동양의 저개발 낙후지역의’ . ‘ ’
부르주아적 고정관념을 모두 배척하여야 했다 구소련의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
아시아는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년 소련 붕괴 당시. 1991
여실하게 드러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지도 현재를 제. ,
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지난 년간 많은 변화가20
일어났다 우선 이들 다섯 국가들은 과거와 달리 공통점이 많이 줄어들었다. .
그렇다면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는 경제위기 정치적 침? ,
체 혹은 이와 반대인 정치적 격동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년 제 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중앙아시아 전시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2011 54
역의 현재 상황을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관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공용어‘ ’

라는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예술가들과 큐레이터들은 현재(‘Lingua Franca’)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당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및 소통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가까운 과거에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당대에 발생하는 문제와 모호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희망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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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과학 휴머니티와 테크놀로지는,
분리해 논쟁할 대상이 아니다
인도 의 심장부 방갈로르에서부터IT ,–

프라카쉬 벨라와디
방갈로르 영화 드라마 센터 공동설립자 연극연출가 인도( , / )

몇 가지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 하겠다 나는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
인 방갈로르 시 출신이다 카르나타카 주는 인구가 천만 명이 조금 넘으며 방. 6 ,
갈로르에만 거의 천만 명이 살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가 이번 회계연도의 문화.
분야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천만 미국 달러를 조금 상회한다4 .

물론 이 금액은 인구 천만 명의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6
있다 인도 전체의 문화분야 예산 규모는 억 천만 미국 달러로 억 명이. 1 8 , 12
넘는 인도 전체의 인구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다.

그러나 인도는 문화분야 발전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년 월. 2010 10 ,
영국 의 뉴스 및 오락사업부는 인도 등 여러 나라의 문화분야 지원 실태에BBC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외국의 예술분야 지원현. ‘
황이라는 제목의 기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인도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예술분야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이는 민간 부분에서 극장 영화관 안무가 공연자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 , ,
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회계연도에는 인도 연방정부의 문화부에서 총 억. 2

만 미국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예술 분야 지원에 투입하였다1,700 .”

국가 경제규모가 조 달러에 이름에도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 및 교육 수준“ 1
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로서는 정부의 예술분야 지원활동이 사치로 여겨질 수



86_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억 만 달러는 적지 않은 비중에 해당한. 2 1,700
다고 할 수 있다.”

카르나타카 주를 비롯하여 인도의 각 주는 주 정부 별 문화관련 부서에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 및 주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실.
제로 문예아카데미 공연 예술 민속 수공예품 박물관 도서관 등을 건립 운영, , , ,
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인도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문화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텔.
레비전 방송 및 영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인도의 공연예술은 적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적인 자문회사 는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와 더불어 인도의 미디어KPMG
및 오락산업 현황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년. 2010
한 해의 인도의 텔레비전 산업과 관련된 광고 및 구독수익이 나 증가하15.5%
였으며 이 수익규모는 년까지 무려 억 미국 달러에 이를 것이고 발표2015 120
하였다 이는 인도의 미디어 및 오락산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결국 인도 정부의 문화분야 예산 규모만으로는 인도 텔레비전 산업의 엄청난
규모를 간과하기 쉽다 의 보고서에 의하면 년까지 인도에서 억. KPMG 2015 1 5
천만 가구가 텔레비전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필자는 살이던. 21 1982
년에 인도의 첨단 과학기술 수도인 방갈로르에서 를 처음 구경하였다 인도TV .
의 지상파 방송인 도르다르샨은 여전히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년까지, 1991
인도의 유일한 채널이었다 현재 인도에는 무려 개가 넘는 텔레비전 채널. 515
이 방영되고 있다 단 라디오 방송은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운영. ,
중이다.

인도 당국에서 운영하는 중앙 영화 인증국(http://cbfcindia.gov.in/html/uniquepage.aspx?unique_page_id=54)

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년 인도의 셀룰로이드 장편극영화에 대하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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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디오 장편극영화에 대하여 회의 인증서과 발급되었다 단편 및1,275 , 850 .
외국 영화까지 합하면 이 수치는 총 편을 넘어선다 개나 되는 텔레13,500 . 515
비전 채널에서 오락 리얼리티 쇼 뉴스가 매일 시간 방영되는 상황에서 인, , 24 ,
도의 예술 공연 분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술 공연 분야에 투자.
될 여가 시간과 자본이 부족하다 쉴 새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
로그램이 범람하고 이들 프로그램은 물론 장편극영화도 가지가 넘는 다양한, 30
언어로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예술공연 분야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

이 문제는 인도의 도시화와 맞물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인도의 급속한 경.
제발전은 많은 인도 주민들을 도시로 내몰았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민속의례를 바탕으로 한 인도의.
예술공연에는 관심이 없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만 빠져들고 있다.

인도는 점점 더 완벽한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각 주의 독립적.
자치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세기 중엽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20
당시 지니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적 기반 공업 및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
격히 발전하고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인도 국민들은 문화를 점점 더 외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고유의 활기와 다양성이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
이 다양성은 유럽의 다문화주의와는 매우 다르며 인도의 전통은 수백 년간 여‘ ’ ,
러 지역에 걸쳐 형성되면서 타문화 를 수용하거나 용인하거나 배타시하게 되는“ ”
중심문화 또는 주류문화 가 없다“ ” “ ” .

자와할랄 네루 정권 시절인 인도 독립 초창기 특히 년대에는 국립연극, 1950
학교와 인도 영화 및 텔레비전 학교는 물론 수많은 국립 문예아카데미도 설립
되었다 전국 단위로 열리던 공연예술축제는 표현예술과 문화교류의 명실상부.
한 장의 역할을 하곤 하였다 또한 유일한 국영채널이었던 도르다르샨에서 다.
양한 공연 예술이 방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 개나 되는 채널 중에서는. 500
단 한 편의 예술영화 무대연극이나 고전무용도 방영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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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협력이라는 개념도 년 네루 정부 시절 인도 문화관계협의회를‘ ’ 1950
창설할 당시 생성되었다 오늘날 세 미만의 인도 국민들은 아마 이 협의회가. 40
무엇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국가를 문화적 산물의 동등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
현재 국제적으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능인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국가간 문화협력을 승인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서로 다른 나라의 기
관 및 개인들이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기획 진행 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소,
통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모든 지폐가 무려 가지 언어로 표기될 만큼 인도에서 언어는 예술적 공동16
작업에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 편견 불관용 성급함이야말로 인도 공연예술. , ,
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것이다 공연예술을 통하여 예술적 표현.
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와 기술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또한 인간은 문화 분야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 ,
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다른 예술가들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람.
들이 역사가 죽었다고 주장하기 전 공연예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이
상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는 죽지 않았다 변화의 과정에서 길을 잃었을 뿐. .
이다 우리는 여전히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심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감동하. , ,
는 것에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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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신비주의와 문학의 나라
모하메드 헤이다리

화지르 국제 연극 페스티벌 예술감독 이란( , / )

아시아 대륙은 세계의 보물이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어떠한 대륙도 아시아만.
큼 풍부한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생성과 화합 역사의 변동과정을 가진 나라는, ,
없다고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데 중국 인도 그리고 이란을 예. ,
를 들어 생각해보자 전 세계 국가들 역사 전체를 비춰보았을 때 숭고한 문화. ,
와 이국적인 문화재들은 작품의 발자취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표현방식들을 가
지고 있다 인도의 신은 주춧돌을 세우고 극장을 건설하여 종교적인 의식을 보.
여주거나 종교의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춤과 음악을 보급한다 인도와 중국.
과 비교해서 이란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은 겉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종교의식이 발.
달했다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유럽의 모습 또한 보이.
지 않았다.

이란은 신비주의와 문학의 나라이다 이란의 역사는 오랜 시대 속에서 한 일.
가가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시인 문학이 어떻게 정상에 도달했는지를 말해준, ,
다 오늘날 세계는 샤너메의 저자 페르도시를 서사시의 대가 중 한명이라고 칭.
호를 붙였고 문화적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란 문명의 전체적인 특성은 오래된 문명과 같다는 점이다 영토와 자연과.
관계가 있고 이란의 각 지방에 널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년에 문명을BC.900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문명은 빠른 시간 내에 이란의 본질과 다른 문화 문명과의 다양한 대화방,
식들을 만들고 정착시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 속도와 원동력 을. ( )
세워 대화방식을 만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란은 그들의 자연자원 때문에 거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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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대화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진화들은 이.
란의 교류를 증가시켰다 역사적인 진보는 이란 경제력의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지식의 창출을 가져왔다 실크로드 국가들과 이란. .
의 결합은 이란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보여준
다.

오늘날 그들의 베일을 벗겨내면 우리는 돋보기 아래 숨겨져 있던 예술작품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다른 지역들을 생각한다 이란 또한 특수한 위치로 인.
해 중동에서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태고의 수많은 문명들 마찬가지로 신념들, ,
외국의 종교의식들 그리고 좋은 예술작품들 앞서 나갈만한 배우들에 대해 경험,
을 하게 된다.

여기에 언급된 다른 나라들처럼 오늘날 이란의 공연예술은 예측가능하지 않
다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는 기후와 종교가 결합된 모든 나라의 취향을 한데 모.
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역사를 통해 이 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현재 이란.
은 많은 경험들을 겪음으로서 아시아에서 다양한 생각의 방식 취향들을 만들어,
내었다 오늘날 이란 공연예술의 전성기는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숙지. .
하여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아시아의 배우라면 높은 이해도와 다양함을, ,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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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Sized Theater,
Stand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Gyu-Seog LEE
(Director, Namsan Arts Center / Korea)

One of the hot issues in recent Korean theater industry is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theater production due to the emergence of what they
call "era of mid-sized theaters." The fact is Korean contemporary theater
owes its current status and dynamic energy to over 160 active private
theaters’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small-sized theaters near Daehangno
region.

In short, "small-sized theaters" and "private theaters" have provided
productive energy to the Korean contemporary theater after 1980's. In
2009, there are sparks of small changes in the theater industry with the
opening of new theaters starting with Myeongdong Theater in affiliation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and Namsan
Arts Center operated by City of Seoul/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hat kind of positive changes were brought by "mid-sized theater
phenomenon" which is leading the private sector?

First, it's the fact that it provided a new turning point for the role of
public theaters. As the mid-sized public theaters began to actively
advocate the role of production theaters since 2009, a new alternative is
being proposed for the generally passive operating model of the existing
public t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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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aesthetic diversity of Korean contemporary theater was
expanded as it played the leading role in creativity of the existing cultural
climate's "mid to large-sized artworks" which were too focused on
small-sized theaters before the change.

However, there is a ne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ater industries that
worry about the "effects of transition" that comes from the “era of
mid-sized theaters.” They are concerned tha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re is strengthening in support and policies starting with
production based public theaters, whereas the support and policies for the
performance activities based in small-sized private theaters are being
slowed down. Their concern lies in the intensified polarization between
mid-sized performances of production based public theaters and
performances of small-sized private theaters. Another concern is that the
mid-sized theaters which are being operated as "production theaters
without exclusive organization" will monopolize by using its superior
financial environment to employ many talented playwrights, directors,
performers, and staffs that will shrink the already poor creative foundation
of private theaters.

The point that crosses the proper function of "mid-sized theater
phenomenon" and the aspect of its adverse effect is that there needs to be
a mutual development and coexistence between small-sized private theaters
and mid-sized public theaters, which are all like the cradle of Korean
contemporary theater. In that sense, the original meaning of "era of
mid-sized theater" shouldn't be only limited to the meaning of "after the
era of small-sized theaters" or "era of mid-sized theaters as an alternative
performance to small-sized theaters."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says
"Chew with your gums if your teeth are missing." (Do whatever it takes)
This saying isn't incorrect. But, the food isn't going to digest too we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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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way to stay healthy is to have strong teeth and gums. The Korean
theater industry has reached an age where it needs to search for a
cooperative and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small-sized private theaters
and mid-sized public theaters just as healthy teeth and gums are needed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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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ost-Atomic Power"
and "Post-Self"

Yasuo OZAWA
(Producer, Postmainstream Performing Arts Festival / Japan)

I received a request to tell a story about Performing arts after the「
earthquake on Mar. 11 in Japan . I am not in the position to represent the」
Japanese performing arts. Therefore, I believe there was a mistake in
casting. Overall criticism of Japanese performing arts is not what I do. I
am rather an advocator of performing arts that are outside of the
mainstream, and have been producing alternative performances. These
works, regardless of being private or public, weren't staged in theaters, but
were performed in warehouses or live house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y used LED lighting that doesn't consume a lot of power and some
performances were carried on in darkness for half of the show, in
conclusion, now come to think of it, were about saving energy and
protecting the ecology. I didn't produce those performances just to negate
the physical limitations of pre-existing settings of the business world that
is all around us. Also, I didn't set saving energy and protecting ecology as
the only main goals of my work. I think alternative selection about the
current things that stand always result in creation of new artworks and
new formats. This is because I believe the reason for my existence is in
creating new roads that no one has traveled, by being independent and not
being tied down to any theaters or organizations.

I think it is a little ridiculous and redundant to create all this clamor
because of the earthquake and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t's because, Japan is already known as an earthquake nation, and the



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_ 95

country has experienced many earthquakes in its history. In other words,
it's like living on a constantly rocking ship. Also, considering nuclear issues,
there was the dropping of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After
the war, there was radiation exposure incident, Lucky Dragon, from
hydrogen bomb testing, and there was a criticality accident of the nuclear
facility in Tokai-mura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It's safe to say, there
is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deeper ties with nuclear issues.

In addition, due to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in 1986, the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temporarily reached its height. I read
about such events in books and saw them in TV programs when I was a
student. The Fukushima accident is a reoccurring issue that was pointed
out until weariness by the opposition about 25 years ago, and this problem
is now resurfacing. However, we turned our backs on them, and as a
result, we are paying the price all at once.

Nuclear propulsion, regardless of anti-nuclear power plant advocates, has
been maintaining our lives through its power. This is a fact. Thus, if we
want to shout in favor of anti-nuclear, we must become anti-self at「 」
the same time. It doesn't make sense to advocate the lives of self and「 」
push for anti-nuclear. In other words, this is impossible without changing
the lifestyles of the selves.

However, I am unshaken in my position about the work of the self
before or after the earthquake. I believe it is rather more important to
carry on with the path that I've been walking before the earthquake.

I've been working as an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y in this industry.
This is because I want to be far away as possible from political and
authoritative decision making of matters. I also believe it is my work to
actively criticize the yet undiscovered and new forms of expressions.



96_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

/ 3.11日本 研究所 小沢 申 日本 興 震バフォーマンス アート の と します に で った。「
災以降 日本 舞台芸術 話 欲 事務局 受の の の をして しいと からオーダーを けまし」 、
私 日本 舞台芸術界 代表 立場た は の を する にありません ですからミスキャスト。 。
思 日本 舞台芸術全般 批評 私 仕事 私だと います の の は の ではありません はどち。 。
言 外 擁護らかと えばメインストリームから れたものを し オルタナティブなパ、

作品達 民間 公共問フォーマンスをプロデュースしてきました それらの は わ。 、
劇場施設 上演 倉庫 使用ず いわゆる で することはせず やライブハウスなどを し、 、

LED 極力電力 消費 照明 使 作品てきました また のような を しない だけを った。 、
上演時間 半分 暗闇 進行 今思 結果的 省や の は で するものなど えば に エネル、 、

目指 言 私 我 取 巻 業界ギー エコロジーを したものだったと えます は 々を り く の、 。
既成 物理的制約 否定 実行 訳の を するためだけにそれらを した ではありません ま。
省 作品作 目標 訳た エネルギーやエコロジーだけを りの にした ではありません、 。

常 現状 対 選択 結果的 新 作品 新に に してオルタナティヴな をすることが に しい を、
生 出 言 思しいフォーマットを み す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 えると います そ。

劇場 属 生 行れは やオーガニゼーションなどに さず インディペンデントで きて く、
人 通 道 開拓 存在意義ものとして が ることのないもうひとつの を していくしか が、

思ないと っているからです。

私 今回 震災 原発事故 言 今更大騒は の と があったからと って ぎするのはいささか
滑稽 気のような がしています。

日本 國 大昔 地震大国 言 歴史 振 返 多それは という は から と われ を り るだけでも、
震災 体験 揺 船 乗 生活くの を しているからです つまり いつも れている に って し。 、

核 戦中 広島 長崎ているようなものなのです また エネルギーについても に に。 、 、
=原爆 投下 戦後 太平洋 水爆実験 第五福竜丸 船籍 中部 被爆を され は での で が、 （ ）

世紀末 東海村 核燃料施設 臨界事故 起 世界中見し には の で が きています てもこ、 。
核 縁 深 国 言 思れほど と の い はないと えると います。
86年 原発事故 起 日本 反原発運動 一時的また にはチェルノブイリ が こり での 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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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盛 上 私 学生 時 本 読 番組 見に り がりました は の にそれらの を んだり を ました。 。
25今回 福島 起 約 年前 反対派 口 酸は で こったことは に が を っぱくしていってきたと

起 時 問題 提出おりのことが こったのであって その に はすべて されていたので、
私 見 一気 降 掛 来す しかし たちは ないふりをしてきた そのつけが に り かって。 、 、

たのです。

原発推進 脱原発 我 生活 電力とにかかわらず 々の は でまかなわれてきまし、 、
脱原発 唱 私 同時た それはまちがいありません だから を えるなら たちは に。 。 、 、

脱自分 自分 推進 原発 脱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までの は したまま だけ「 」 。 「 」
自分 生 行 上するというのはありえない つまり のライフスタイルを きて く で。 、 、

考 方 改の え を め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

私 震災 前 後 自分 仕事 対 揺ただし は の と では の に してのスタンスはまったく ら、
震災前 来 道 尚 貫 行ぎがありません いや むしろ からやって た を いっそう いて く。 、

大事 気ことが なことのような がしています。

私 業界 活動はインディペンデントのプロダクションでこの で しています それ。
政治的 権力的 物事 決 方 遠 考はあらゆる な な の め からできるだけ くにいたいと えて

未 発見 新 表現形態 積極的いるからです そして だ されることにない しい を に。 、 、
評価化 私 仕事 考していくのが の だと え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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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rtistic Duty is to “Protest Amnesia”

Wen Guang WU
(Co-Founder, Caochangdi Work Station / China)

1. Living Dance Studio, as an independent performance company in
China, found the art space CCD Workstation in Beijing in 2005. Since that
time, to aim to contribute the situation of the independent performance art
in China, to programmed a series training and exchange workshops,
lectures, including the Young Choreographer Project and two festivals (May
Festival and Crossing Festival) in every year.

2. Since 2005, for step up the knowledge and conception of the
performance art, we have had many cooperation with the art organization
and artists in Europe and Asia, to created the exchange program by
workshops and performances.

3. As situation of independent performance in China, of course,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the art foundation,
but the “money problem” is the question for the independent artists always,
we understand that why we have to create the art and how to affect the
sociality and reality has been become the main question for the independent
artist in China now.

4. In 2008, Living Dance Studio created the performance Memory, a
collection of personal memories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during the
1960s. Two years later, we have the second performance of our Memory
series, Memory 2: Hunger, this time covering the Great Famine from
1959-1961. To following the performance, we found the Folk Memory



Asia, partner for Creative Cooperation_ 99

Project since 2010, to called young artists go back to the villages, to
interview the old people who spent “dark time” in last 30 yeas. Most of
participants were born in 1980’s, and had little to no understanding of the
famine before embarking on this project. Now, not only have they become
‘history seekers’, but after those young artists to create their new works,
their experience of pursuing history will collide with the memories they’ve
caught through their lenses.

In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in China, history is to be hidden and the
people are busy, crazy about moving forward. Our aim is to “protest
am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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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 Crisis-Stricken Small Theaters with
Avant-Garde to Subvert the Mainstream

Lee-chun YAO
(Director, Guling Street Avant-Garde Theatre / Taiwan)

I don’t mean to tell a ghost story but a story of being reborn.

"Little Theatre is dead," talked a pioneer Molin Wang( ) in a王墨林
interview by a Hong Kong magazine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to the
"Little Theatre Movement " that took place in Taiwan during the 5 years
around the martial law was lifted in Taiwan in 1987. Therefore, he
established the Body Phase Studio( ) in 1991, in attempt to身體氣象舘
return to body and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action, artistically and
socially. He himself makes performance art a way of self-expression, and
construct fully an interdisciplinary discourse through practice.

Since its establishment for 20 years, in spite of limited resources, Body
Phase Studio has been insisting on a model of non-mainstream little
theatre to confront the festival model in cultural industry. It has been
recognized by the performing arts scene in Taiwan for all of its
well-organize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It also take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aiwanese artis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vents. So, when in 2005 this pioneering art organization took over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o run Guling Street Avant-garde Theatre, the
only public avant-garde sphere on the island, hope reborn.

Over the past 6 years, without an annual budget from Cit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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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GLT does have a space that exemplifies the contemporary, the
experimental and the progressive. Body Phase Studio aims at making it
where all is happening: crossover performance and art, collaborative work in
progress, community actions with a cultural focus etc. So that it can truly…
be the locus of action, attracting performers, thinkers, artists and
audiences, ultimately gathering very diverse crowd to participate in the
action.

“As cultural group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little theatre could become
an avant-garde art subverting the aesthetics in mainstream and showing a
even stronger resistance to the politic stance of being institutionalized by
contemplating deeply performance in relation to body,” interpreted critic
Molin Wang in 2010 regarding to the declaration he made before. And, his
statements still suggest something very realistic to the present time in
Taiwan, if it has not yet been so true in other area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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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Community:

Breaking down preconceived notions of its tragic past

Fred FRUMBERG
(Executive Director, Amrita Performing Arts / Cambodia)

As an American arts practitioner living in Cambodia and an active
member of the Cambodian arts community for fourteen years, I am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western / Asian collaboration on a daily
basis; with a myriad of questions, dilemmas and contradictions that
constantly challenge perceptions for anyone involved in the discourse.

Within the Asian context, Cambodia remains a particular situation. For
many years, most efforts to collaborate with Cambodian artists were born
out of a fascination with an ancient and nearly annihilated performing arts
heritage, the hallmark of which was the phenomenon behind its post war
‘revival and preservation’.

Amrita Performing Arts, Khmer Arts Ensemble, PHARE Ponleu Selpak,
Epic Arts, Tiny Toones and Cambodian Living Arts are some of the arts
organizations in Cambodia that are creating works of Cambodian dance and
theater that challenge these perceptions, restoring Cambodia’s rightful pla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the merit of its artistry and not out of
sympathy for a tragic legacy. Works from these organizations are in
demand not only throughout Asia, but also 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mrita Performing Arts is committed to the creation of cutting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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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n contemporary dance and theater, responding to the creative drive
of a young generation of artists who have taken on the task of ushering
Cambodia’s ancient performing arts heritage into the future. Our work is
developed through workshops based on intensive dialogue with international
collaborators, as we nurture a new generation of Cambodian choreographers
and directors.

The contemporary work we implemented in the early stages of this
program, were highly effective collaborations with artists from within the
Mekong and Southeast Asia region. The resulting works were strongly
rooted in the traditions of their classical training from both sides of the
divide.

As the Cambodian artists have revealed greater technical ability with a
passionate artistic zeal, we have lowered the ‘safety’ net by bringing in
collaborators from further afield. Highly successful workshop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new and exciting repertory with such artists as Khmer /
French choreographer Emmanuèle Phuon, German choreographer Arco Renz,
Toronto based choreographer Peter Chin and Australian choreographer Paea
Leah to name a few. These works have played to an eager and curious
Cambodian audience as well to extremely receptive audiences on
international stages around the world. The nature of the contemporary
work is such that fewer dancers participate and the music, unlike in the
classical repertory, is recorded. To that end we are also attempting to
meet the demands of an every challenging financial climate.

The next phase of this process is underway and focuses on the creation
of new repertory created by Cambodian choreographers. One of our
strongest artists is now pursuing her masters in choreography at UCLA as
a Fulbright Fellow, with three other young artists about to be mentored by
three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in an intensive workshop throug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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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of November 2011 which will conclude with our first showcase of
new works entirely created by Cambodian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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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utopia of the past and
ambiguity of the future

Georgy MAMEDOV
(Co-Curator, Central Asia Pavilion, 54th Venice Biennale / Tajikistan)

Central Asia a geo-political region constituted by five post-Soviet–
states, often referred to as ‘stans’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All five countries gained independence 20
years ago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ever civil war, deep economical crises which followed Russian
Revolution of 1917 and Bolsheviks responses to them, such as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al sector, which turned the bigger part of the
population into enemies ruined all the utopian aspirations of the first
proletarian revolution, in Russia itself. However there was still an arena for
attempts to bring the utopian aspirations of creating ‘new man’ and ‘new
world order’ into real life. And this arena was Central Asia. ‘Red East’ is–
probably the most ambitious Soviet modernization project.

At first, new revolutionary power in Moscow was reluctant to expand
‘world revolution’ to the east of its Asian territories (Turkestan) to the–
feudalistic protectorates of the Russian Empire Bukhara and Khiva.–
However this reluctance didn’t last long, and already in 1918 the
revolutionary fire ran high over these two states. For a very short while,
probably due to both utopian ideals of the first years Bolsheviks and–
general chaos, former imperial protectorates gained the real independence
under the name of Bukharian Soviet Socialistic Republic. This independence,
again, didn’t last long, and without much debate or resistance Buk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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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part of Soviet Russia. By 1930-s the process of sovietization of
Central Asia was completed and there were created five Soviet republics,
often labeled Red or Soviet East. Soviet Central Asia was supposed to
disapprove all bourgeois stereotypes of’ undeveloped and non-progressive
East’. Unlike the rest of the USSR, the modernization project in Central
Asia was never completed, which became far too obvious in 1991,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new truly independent states of Central
Asia occurred in between of not fully overcome past, not completely
understood present and absolutely unforeseen future.

After twenty years of independent development many things changed, and
first of all unity and integrity between the five states who shared so much
in the past and so less and less in the present. What is for the future? -
This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r the people in Central Asia asked
on the background of economic crisis, political stagnation (or opposite –
turbulence).

The project Lingua franca/ presented in the Central AsiaФранк тили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in 2011 is an attempt of
interdisciplinary reflection over the status quo of Central Asia. Artists and
curators bring together different viewpoints on the issues of identity and
dialogue that can be marked as the most significant for contemporary
Central Asia. In this project we tried on one hand to trace back to the near
past of the region as a source of contemporary issues and ambiguity, and
on the other hand somehow mark the space for future, if not to say,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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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nd Science, Humanity and Technology:
Things That Should Not be Debated Separately
-From Bangalore, the Heart of Indian IT

Parkash BELAWADI
(Co-Founder/Theater Director, Centre for Film and Drama in

Bangalore / India)

Let me start with some numbers: I come from Bangalore city, capital of
Karnataka, which is a state in south India, with a population of just over
60 million. Bangalore itself has a population close to 10 million. The
Karnataka government’s budget for culture, this financial year, is a little
over 40 million USD.

Now, that may not seem much for a population of 60 million, but the
Government of India’s budget for culture this year is only about 180 million
USD, and that for a population in excess of 1.2 billion.

So, how far does that go? Answer: Quite a distance, actually. In October
2010, BBC’s News and Entertainment division, responding to spending curbs
on culture, did a comparative study of countries, including India. In its
article, “How the arts are funded outside the UK,” its correspondent wrote:

“In India, the government takes its responsibility of funding arts rather
seriously. One reason is that there is very little private support for theatre,
museums, dance and performing artists. So last fiscal year, the federal
ministry of culture spent more than $217m (£141m) on supporting arts in
the country...

“In a trillion dollar economy where there is still a great press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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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 on fundamentals like health and education spending government
money on the arts may appear to be wasteful to some people. In that
context, a $217m outlay for arts and culture may not be very paltry.”

The states of India, as in Karnataka, provide funds to their individual
departments of culture. A large part of these central and state funds
actually go into the national and the states’ academies of letters,
performing arts, folk and traditional arts and handicrafts, museums and
libraries and so on.

We can therefore say that India, not so badly wounded by the economic
troubles of the world, is actually spending more than before on culture. But
the performing arts in the country do face a common and dangerous
challenge and that is from television and cinema entertainment, largely
owned and managed by private corporate interests.

Let me supply you with some more numbers, an Indian temptation (given
our huge numbers): The consultancy firm KPMG, in association with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puts out an
annual report on the state of the media and entertainment business of
India. This summer, it reported that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revenues
for the television industry grew by 15.5 per cent in 2010 and is expected
to exceed touch 12 billion USD by 2015, which is nearly half of all
revenues of the media and entertainment business in India.

Again, the revenue figures fail to show how big television is in India.
The report says more than 150 million homes in India will have TV by
2015. I saw a television set for the first time in 1982, when I was 21
years old, because television was introduced to Bangalore, already known as
India’s science and technology capital. Doordarshan, still own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was the only channel available till 1991. Now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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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ver 515 television channels. Radio is yet to be fully freed from
government control.

According to the annual report of the government-run 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http://cbfcindia.gov.in/html/uniquepage.aspx?unique_page_id=54), nearly
1275 certificates were issued to Indian feature films in 2010 in the
celluloid category and another 850 to features in the video category. When
short films and foreign films are included, the total number of releases
exceeds 13,500 films and videos. Combined with 515 TV channels running
24X7 entertainment, reality shows and news, often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categories, the performing arts are faced with a real problem:
where’s the time, the leisure, the money especially when a lot of the–
television fare is free to air? And the performing arts get challenged even
locally, because the channels and feature films come out in 30 or more
languages.

The issue gets complicated with urbanisation. The new economic system
is forcing Indians out of their villages. Young people in the villages are
moving into urban areas, seeking jobs. Without the traditional
community-based involvement in the performing arts, where folk practices
are part of ritual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they turn passively to
television fare and mainstream cinema of Bollywood and its regional
language clones.

India has gradually assumed its fuller federal character, with the states
asserting their financial and governmental independence, and the
Government of India has lost its central, overarching control established in
the founding years of the mid 20th century when India gained political
freedom from the British.

And, in the new economic regime largely pursued at the cent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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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tat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ustry and commerce have–
pushed culture out of the mainstream thinking. The marketplace rules.
There is a monotony emerging in cultural expression that is completely at
odds with India’s natural and vibrant diversity. I wish to emphasise that
this diversity is different from the European notion of ‘multi-culturalism’;
the Indian traditions have evolved simultaneously over hundreds of years,
across vast geographies, and there is really no ‘central’ or ‘mainstream’
culture that needs to accommodate, tolerate or abandon ‘other cultures’.

In the founding years of India, under Jawaharhal Nehru, especially in
1950s, institutions like the National School of Drama, the Film and
Television Institute of India and the national academies of letters and
performing arts were established. National festivals of the performing arts
were prestigious grounds of expression and cultural exchange. Doordarshan,
India’s sole television channel, presented an India with all its diversity,
showcasing a variety of the performing arts. Artistic and experimental
cinema was shown on the national channel. Today, not one of the 500 odd
television channels will show a single artistic film, a staged play or
classical dance or musical performance.

Even the idea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came out of the
Nehruvian policy with the formation of the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in 1950. Today, I don’t think anybody below 40 years of age has
heard of this organization.

So where do we go from here?

To start with, we must begin to interrogate the notion of countries and
nations as homogeneous ‘markets’ for cultural products. Although we must
acknowledge that, in the give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free
movement of artistes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some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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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bersom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between countries must start to
talk to each other to engage, influence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
small projects, rather than wait for governments to agree on bilateral
cultural cooperation.

Language has never been a constraint for artistic collaboration. In India,
which has denominations printed in 16 languages on every currency note,
this has never been a serious issue. I suggest that the real barricades are
of prejudice, intolerance and impatience. If we must find expression in
performance, we need to argue against the divide between art and science,
humanities and technologies. We must believe that in culture, people are
participants and producers, not merely consumers. We must return to the
idealism that charged the performing arts before some people decided that
history is dead. History is not dead. Some of us have been lost in
translation. We still feel the need to speak, to reach out, to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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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ntry of mysticism and literature
Mohammad Haydari

(Artistic Director, Fadjre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 Iran)

The Asian continent is a treasure of the world. We believe there is no
other continent with richer cultural diversity, creation and harmony of
cultures, and transitional process of history than Asia. There are plenty of
evidences for such claims, but let's consider examples from China, India,
and Iran. When looking at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ir history,
sublime and exotic cultural assets of each country have diverse forms and
expressive method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ir artworks. The gods
of India shows religious awareness as they lay the foundation stones and
build theaters to provide dance and music to the people. Because Iran
monotheistic, compared to India and China, Iran's spirit to express their
artwork is revealed on the surface. In fact, the religious rituals for showing
is more developed than other countries. This aspect is unique and wasn't
able to be seen in any other cultures including Europe.

Iran is a country of mysticism and literature. The history of Iran reveals
how one writer wrote within the long period of history, and how the poetry
and literature reached the summit. The literary world of today labels
Firdawsi, the writer of Shanāmeh, as one of the masters of epic poets, and
this fact holds a historical value in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The overall characteristic of Iran is that it has the qualities of an old
civilization.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erritory and nature, and the
people who are scattered across the land were able to acquire a civilization
that goes back to 900 BC.

This civilization, within a short amount of time, created and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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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means of conversing between the essence of Iran and other
cultures and civilizations. While most nations create a means of conversing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speed and driving force), Iran was able to
organize the rough and smooth dialogue because of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is kind of evolution of history increased the exchanges in Iran. This
is because the historical progress of Iran is the result of its economic
strength. And this brought the creation of knowledge. The combining of
Silk Road countries and Iran shows the continuous dialogue between Iran
and the countries with non-Iranian cultures.

If we are to unveil the hidden aspects, we will be able to discover the
mystical artworks that were hidden under the microscop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nk of other regions. Due to Iran's
special position, it is leading the culture in the Middle East, and it
experiences countless ancient civilizations, beliefs, foreign religious rituals,
artworks, and leading performers.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performing arts of today's Iran unlike the
other countries mentioned here. Iran's dialogue with other countries is
becoming stronger as it is concentrating the preferences of all the countries
that are combined with the countries' climate and religion in to one place.
Iran has been creating diverse ways of thinking and preferences in Asia
through gaining many experiences through history and whatever the reason
for this dialogue was for. Today, Iran's golden age of performing arts is
still in full motion. And if the performer, especially Asian performer, can
gain full knowledge of Iran's performing arts and want to implement it
professionally, then the performer must also have deep understanding and
the ability to take on the diverse roles within Iran's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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