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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및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더블 익스포저 는 으로 탄생한 작품으(Double Exposure) Korea-Finland Connection
로 한국의 안성수픽업그룹과 핀란드의 비주얼씨어터단체 의 협업작품이다 공WHS .
연은 년 서울과 헬싱키 양 도시에서 초연될 것이고 안무는 안무가 안성수가2012 5
명의 무용수들과 구상할 것이며 는 비디오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무용수들이 움, WHS
직일 상상의 공간을 만들 것이다 이 비디오프로젝트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반응하.
는 환경을 제공하고 무용수들을 둘러싼 영상물은 무용수들과 같이 움직이며 애니메
이션적인 느낌도 줄 것이다 무용수들의 몸에 투영된 영상은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
진다.

이 프로젝트는 실연무용과 비주얼 오브젝트 극장과 디지털 시각예술이 새로운 방식
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런 신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예술적 발전과 이.
전까지 무용 오브젝트씨어터 컨템포러리서커스와 시각예술 등의 각각의 장르에 친, ,
숙했던 관객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경험들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수 픽업그룹은 안무가 안성수가 년 미 줄리어드시절 창단한 단체로1991 1998
년 국내에서 재결성되어 년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년 무용예2005 , 2010
술상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
고 년부터는 더 넓은 해외공연에도 주력하고 있다, 2010

WHS는 컨템포러리서커스와 시각극을 하는 핀란드 비주얼씨어터단체이다 마술사.
인 과 저글러 무대미술 및 의상을 하는Kalle Hakkarainen Ville Walo, Anne

이 같이 만든 단체로 이 그룹의 프로덕션들을 지난 년 동안 핀란드의 컨템Jams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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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리 서커스를 유명하게 성장시켜온 주역들이다 이 서커스그룹은 의 예술. Walo
적 저글링과 인형놀이 그리고 의 시각예술을 마술에 접목시키는 것으, Hakkarainen
로 유명하다.

안성수는 안성수픽업그룹의 예술감독으로 매해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
동을 하는 안무가로 매 작품마다 그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창
작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용안무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협력파트너찾기(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_7

공동프로듀서 및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Theatre of Operations>

프로젝트 소개

창작배경1)
아트센터는 프랑스의 안무가 피에르 리갈 과 공동으로 무용 신작LG (Pierre Rigal)

를 제작한다 피에르 리갈은 지난 해 한국에서 워크숍을 진<Theatre of Operations> .
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무용수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아 한국 무용수만으
로 출연진을 구성하여 새로운 작품 창작을 구상하였다.

시놉시스2)
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 사이에 대립을<Theatre of Operations> , ,

소재로 한 작품이다 피에르 리갈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차별 정치적 이. , /
념적 분쟁 개인과 집단의 갈등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현상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
조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는 모든 대립 이. ‘Theatre' ' ' ('Opertations')
발생하는 공간 혹은 영역을 의미한다.

향후 작품개발 일정3)
단계 한국 무용수 오디션 및 워크숍 년 월 일 월 일1 : / 2011 10 31 ~11 6
단계 워크숍 및 창작 년 월2 : / 2012 5
단계 연습 년 월 월3 : / 2012 7 ~9
단계 초연 공연 아트센터 년 월 일 회 공연4 : (LG ) / 2012 9 14~16 / 3
초연 후 아시아 투어 및 유럽 투어 조직 중*

아트센터LG 는 년 월 개관하여 세계 문화 예술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2000 3
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무대에 세우는 한편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다양한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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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의 공연작품을 소개해 관객들에게 폭넓은 예술 향유의 욕구를 충족시켜왔다 또.
한 국내의 경쟁력 있는 단체 육성을 위해 매년 연극 무용 음악 등 전 장르에 걸쳐, ,
국내 단체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쌓고 공연을 제작해 왔다 매년 여 개의 기획. 20
공연을 주최해 온 아트센터는 세계 각국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페스티벌 및LG ,
극장 프로모터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년, . 2005
에는 독일 피나 바우쉬 무용단과 공동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피나 바우쉬의 신작

을 제작한 바 있다<Rough Cut> .

컴퍼니 데르니에 미뉘트는 년 안무가 피에르 리갈에 의해 창단되었다 피에르2003 .
리갈은 수학과 경제학 영화 등 무용과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하던 중 빔 반데키부,
스 베르나르도 몬테트 등의 안무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용가로서 활동을 시작하,
게 된다 년에는 질 조뱅의 그리고 년에. 2002 <Under Construction> 2003 <The

창작에 참여한 바 있다 리갈은 안무가 의Moebius Strip> . Ariry Andriamoratsiresy
에 출연하였고 년에는 와의 공<Dans la Peau d'un Autre>(2005) 2006 Aurlien Bory

동작업으로 를 안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년에는 영국 게이트 씨<Arrts de Jeu> . 2008
어터 의 해외 협력 아티스트로서 를 공연하였으며 년(The Gate Theatre) <Press> 2010
부터 새로운 작품 로 세계투어를 펼쳐오고 있다 그는 안무가로 활동하는<Micro> .
한편 비디오 다큐멘터리 연출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컴퍼니 데르니에 미뉘트는 올, , .
해 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를 공연할 예정이다10 <Press> .

최정휘는 년부터 현재까지 아트센터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2000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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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디자이너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및, ,

해외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이철진의 천년 승무 이야기 최첨단 기술과 전통예술작품의 조우:
승무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 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 동‘ ’ ( ) , ‘ ( )獨舞 靜中動 •
중정 의 정수가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 )’動中靜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이다 무원 의 복장은 대개 날렵하게 걷어 올. ( )舞員
린 바지와 흰 저고리 흰 장삼을 걸쳤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
입었으며 양손에는 북채를 든다 북을 향하여 관객을 등진다는 점이라든지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을 확연히 볼 수 없게 한 점 등은 관객에게 아첨하지 않으려는 예
술 본연의 내면적인 멋을 자아내는 춤이다.
이러한 승무를 프랑스 현대음악 앙상블인 리네아 앙상블 재불 작곡가 조현1. Linea ,

화의 음악 반주에 맞추어 추는 새로운 방식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또한 승무의 긴 장삼이 공간에서 더욱 확장되어 표현 될 수 있도록 영상 작2. 3D

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전통예술작품이 현대 기술의 활용으로 더욱 그 표현을.
확장해가는 측면 뿐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통한 진정한 현 시대적 창조성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영상작품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전 세계에 교. , 3D
육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춤예술센터는 문화예술의 향유가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중예술에 비해 한국 전통예술이 소외되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모토를 갖고 한국 춤과 전통예술의 계승< >
및 발전을 위해 한국춤예술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대중과 쉽게.
소통하는 전통예술을 위한 공연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년 한국춤예술센터 제2007 1
공연장으로 대학로 명륜동에 성균소극장을 년 제 공연장 소극장 꿈꾸는 공작, 2011 2
소를 개관하였다 어려운 문화 환경에서도 공간의 제약상 대극장의 무대에서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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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전통예술가들에게 거품과 형식을 뺀 전통공연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소극장
의 공간을 제공하여 그 동안 전통예술계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법고창신 전통(2007),
극예술페스티벌 일간의 승무이야기 일간의 승무이야(2008,2009,2010), 30 (2009), 100
기 이원국의 월요발레이야기 춤으로의 여행 천년승무 이야기(2010), (2010), (2011),

여성국극 춘향전 국악극 조선시대 희로애락을 엿듣다 등 순수(2011), (2011), (2011)
예술의 장기공연 상설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기획공연을 통해, .
대학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성균소극장이 년 한국문화예2011
술위원회로부터 전통예술전용공간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민주는 한국춤예술센터 디렉터 및 소극장 대표를 맡고 있다 년 한국학 대학. 2003
원에서 한국문화를 전공하고 한국 전통예술의 계승과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춤
예술센터에서 공연 디렉터로서 일을 시작했다 년 중국 청도구 회의 중심 한국. 2007 ‘
문화의 밤 공연에서 해설을 맡은 이후 년부터 매년 한국의 중요 무형문화재인’ 2008
승무를 주제로 한 이철진의 승무이야기에서 해설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 전통 예술‘ ’
의 뛰어난 사상과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공연 예술로서 현대에 되살리려는 의도로 일
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균 소극장의 전통극예술 축제와 국악 상설공연의 디.
렉터로 일하며 대학로의 소극장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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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런던 사운드 아티스트 미디어아티스트 영상작가 및( ), , ( )

공연자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트래블링 홈타운 가제 은 디아스포라 예술가 두 명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동제작 프( )
로젝트이다 호프 치앙 마카오 거주 타이페이 과 양지원 런던 거주 서울. ( / ) ( /現 出生 現

은 최적의 예술 창작 환경을 찾아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 ,出生
이다 자발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선택한 예술가라는 것 외에도 양지원과 호프.
치앙은 연극 연출 오브제 씨어터 시각 예술에 대한 관심 등 비슷한 스타일의 작업, ,
을 발표한 공통점이 있다 동일한 삶의 태도와 작업 방식 때문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공동제작을 제안한 두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옛 새 집이 있, /
는 도시를 교환 방문하면서 현대 사회의 도시와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

식민시대 이후의 독립 세계 차 대전의 혼란기를 겪은 아시아 각국은 근대국가를, 2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신화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공동체 구성‘ ’ ‘ ’
원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치적 선택. ,
이었다 세기 글로벌 이민과 이주 인터넷 사회는 국가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빠르. 21 , ,
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 .
름에서 가장 예민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시,
아의 도시들이다‘ ’ .

트래블링 홈타운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다른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의 눈으로 관찰
한 도시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다 예술가들이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국경을 벗어나는 일이 오‘ ’ ,
랜 관성과 관습에 질문하고 세상을 인지하는 새로운 감각을 획득하는 일인 동시에, ,
세상을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뜬 거대한 이미지로서의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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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시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래블링 홈타운은 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2011
환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아트마켓 에서 트래블링. 2011 LIP
홈타운은 런던에서의 리서치와 프리젠팅을 책임질 프로듀서와 작업에 참여할 드라마
투르그 퍼포머 사운드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 , ,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홍콩프린지클럽 마카오 시티 프린지 소사이어티 타이페이, , ,

굴링실험극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공동 프로듀서는 작품.
창작 개발 투어의 전 과정에 대한 제작 책임을 함께 한다 서울 홍콩 마카오 타이, , . / / /
페이의 공동 프로듀서들은 지난 년 간 예술가 교류 레지던스 포럼 워크숍 등의10 , , , ,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시아의 독립 기획자와 예술가들을 지원해왔다.
아시아의 현대성이란 공동의 관심사 안에서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 넥스트,
웨이브 아시아 등의 프로젝트를 거치며 제법 굳건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단계 목표 도시 일정 기간

1 만남
서로 알아가기

서울 월2011/1 주1
지원의 고향도시 방문

2 컨셉
예술가 워크숍 비공개( )

타이페이 월2011/7 주2
호프의 고향도시 방문

3 발전
예술가 워크숍 공개 비공개( / )

마카오 월2012/1 주3
호프의 정착도시 방문

4 제작 회의
프로듀서 아티스트 미팅-

홍콩 월2012/1 일2-3제작 회의
계약

5 최종 점검
예술가 워크숍 비공개( )

런던 월2012/6 주1
지원의 정착도시 방문

6 제작리허설/ 제작 및 리허설 타이페이 월2012/7 주6
7 초연 초연 및 평가 타이페이 월2012/8 주1
8 투어 수정 후 재공연, 서울 월2013/1 주2
9 투어 재공연 마카오 월2013/2 주1
10 투어 재공연 및 평가 홍콩 월2013/1 주1
11 투어 수정 후 재공연, 런던 월2013/6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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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은 공연예술 기반의 독립기획자이자 리서처이다 트래블링 홈타운 가제 의, . < ( )
프로듀서이자 산울림 소극장에서 단편소설 극장전 극단 청년단의 지하철의 연, < >, <
인들 을 기획했다 예술가의 국제적 이동성이 예술가 정체성과 도시의 예술 환경 변> .
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릭 쾅(Erik Kuong)은 지난 년 이상 마카오 문화부 산하 조직에서 일해왔으10
며 마카오 컬처럴 센터 내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운영을 담당함과 동시에 마카오, ,
아트 페스티벌 마카오 프린지 페스티벌 월드와이드 아트 컬렉티브 페스티벌, ,

허쉬 풀 밴드 락 페스티벌 등 축제의 프로그래머로써 다수의 국제협업(WACfest), ( )
프로젝트 및 교류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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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자 및 극장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에리카 정 슈 프로젝트 및 창무회는 공동작업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공연할
작품 제작을 위해 협업중이다 신작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제.
작될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무용과 에리카 정 슈의 연극적 움직임 형상화가 스토리. ,
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잘 엮여질 것이다 이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페.
스티벌과 창무아트센터가 공동 제작하며 년에 초연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민간2013 .
인들이 제보한 정보가 담겨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된 잡지 임진강에 수록‘ ’
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려낼 것이다 영상 리포터들은 배낭에 미리 뚫은 작.
은 구멍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촬영하였다 에리카 정 슈 창무회 최지연이. ,
예술감독 김매자의 지도아래 연출될 것이다 두 단체 및 국가에 속한 무용수들과 디.
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매해 세계 각지의 예술가 및 관객들을 하나
로 모으는 예술 축제이다 이 행사는 인간의 의식 이해 공감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 ,
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선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만안 지역 예술가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가를 장기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각지의 획기적,
인 예술가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앤드류 우드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년 이상 생활하며 공연예술 산업에 종사20
했다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창시자로 이외 극장 수상생활 샌프. ODC , ‘ ’, ‘
란시스코 민족무용축제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연예술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예술경’ .
영자로 활동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마임극단 외 다양한 단체의 투어를 기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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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및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배우와 스태프가 함께한 일간의 인도여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인디아블로34 <
그 는 인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낯선 풍경들을 마치 블로그에 포스> ,
팅하듯 무대 위에 올린 로드씨어터이다 연극판 여행가이드라고 해도 무방한 본 작.
품은 사랑을 찾아 떠난 남자 혁진과 사랑을 잃어버린 남자 찬영의 디우에서 바라나
시까지의 인도 여행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여정은 그들이.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포스팅 되고 이렇게 포스팅된 기억들은 무대 위에
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게 된다 또한 본 연극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인 인도.
에서 우리 시대 청춘이 느끼는 젊음의 방황과 고민을 풀어낸다 사랑을 통해 드러나.
는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젊음의 단상은 관객들에게 배우들의 노래로 대사로 재,
치 있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시대 청춘에 대한 유쾌한 송가 이다( ) .頌歌

극단 연우무대는 년 연극소모임으로 시작했다 창작극 불모시대였음에도 불구1977 .
하고 창작극만 공연하겠다 는 선언을 하고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탐‘ .’ ,
구하고 탐색하여 창작극 전성시대의 도래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창작은 물론 한국‘ ’ .
연극의 독자적인 공연 양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에는 뮤지컬 시
장까지 진출하여 활약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연극 인디아블로그 이다< > .

박선희는 여행과 햄릿 을 사랑하는 인디아블로그 연출이다 그동안 태국 인도< > < > . ,
여행기를 연극으로 올렸으며 다음 여행지를 물색 중이다 또한 햄릿을 즉흥극으로.
만들어 내고 싶어 한다 인디아블로그 찰리브라운 판소리애플그린을먹다. < >, <’05 >, < >,
오늘 오늘이 눈을감으면 스테이지블러드 외 다수< , >, < >, <Play with Hamlet>, < >

박지환은 극단 연우무대 기획 팀에서 년간 꾸준히 기획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세5 .
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공연을 하고 싶은 프로듀서로 인디아블로그 를 통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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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뮤지컬 오당신이잠든사이 연극 칠수와만수 해무. < >, < >, < >,
길삼봉뎐 산티아고가는길 핼리혜성 외 다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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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예술가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사운드 디자인 무용 및 연( , , ,

극 등 프로듀서 및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시대의 변화하는 공연양식에 따른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21
작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예술가 개발 프로젝트이며 또한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공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인터렉티브 형태의 작품 개발을 위한 국제(Interactive)
레지던시 프로젝트이다 년 월 국제 컨퍼런스와 워크숍을 통해 만난 유럽과. 2011 7
아시아 예술가들과의 차 교류를 통해 년 월 특정공간 연극1 2012 9 , Arts &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주간의 워크숍 컨퍼런스 국Technology 3 , ,
제공동작업을 통한 아시아 컨템포러리 작품개발을 위한 국제레지던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일시 년 월 주 서울 및 광주 한국 교토 및 가나자와 일본: 2012 9 3 - ( ), ( )ㅇ
주요 프로그램 :ㅇ
워크숍 컨퍼런스 국제공동창작 쇼케이스* , * *
주요 참여예술가ㅇ
하이네 아브달 노르웨이 퍼포먼스 무용 비디오 설치미술* (Heine Avdal, ): , , ,
샘 트루브리쥐 뉴질랜드 퍼포먼스 예술과 과학 프로젝트 연출* (Sam Trubridge, ): ,
그라인더 맨 일본 퍼포먼스 미디어 사이트 스페스픽 아트* - (Grinder-Man, ): , ,

아시아 예술가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사운드 디자인 무용 및 연극 새로운 예술적( , , ,
창작에 관심있는 와 국제레저던시 새로운 예술작업에 관심 있는 프로듀서 및 국제) ,
레지던시 공동기획에 관심 있는 아트센터 축제 등을 파트너를 모집한다, .

아시아나우(AsiaNow)는 한국과 아시아 현대 연극을 해외 프로모션 국제 공동제,
작 그리고 국제 레지던시와 워크숍을 통한 창작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
또한 국제교류 및 해외투어 컨설팅과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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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며 아시아 프로듀서들의 지속적인 교류작업(Creative Producers’ Network)
에 힘쓰고 있다.

공연예술의 새로운 창작 실험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 Generating Now: (
제 레지던시)

국내 및 해외 예술가들과의 공동창작 작업 국제공동제작* Developing Now: ( )
한국과 아시아 현대 연극의 세계공연예술시장 진출 작업* Touring Now:

최석규는 아시아나우 프로듀서이자 대표이다 년에서 년까지 춘(AsiaNow) . 1994 2008
천마임축제에서 부예술감독으로 공연 프로그래밍과 예술가 개발 프로그램 국제워크,
숍과 컨퍼런스를 기획하였다.

년 영국정부 장학금으로 런던의 에서2003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석사과정을 마친 후 년 한국 연극의 국제 교류와 국제 공동Creative Producer , 2005

창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를 설립하여 극단 여행자 사다리움직임 연AsiaNow ,
구소 그리고 극단 뛰다 등과 함께 공연예술국제 교류에 힘쓰고 있다 공연예술 레지.
던시인 와 판소리를 기획하고 있으며Moving Space Project Sound+: , Asia Creative

을 주도하고 있다Producers’ Network .
서울예술대학에서 축제기획과 경영을 년간 강의 하였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2 ,
서 공연기획과 제작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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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기술 공연자 공동 프로듀서 및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호주의 산드라 파커 무용단 은 아츠 빅토리아(Sandra Parker Dance) (Arts Victoria)
및 포트필립 시 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 기록( ) ’ (The Recording)’市
을 년 월 완성했다 기록은 영화 제작과정을 다루는 전막 공연이다 호주와2011 4 . ‘ ’ .
국제적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무대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영화 촬
영장이 된다.

준비된 세 명의 공연자들은 배우들의 동작에 따라 장면을 준비하고 리허설하며 공‘ ’
연한다 한편 영화처럼 극장 전체를 둘러싸는 음향과 감성적이고 인상적인 조명이.
연기의 시작을 알리며 리허설이 영화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장면이 끝나면 어, .
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작품은 소극장에 적합하며 아래와 같은 기술사항이 요구된다, .
스크린- : Two panels, one television monitor
비디오- : Two cameras, vision mixer, computer playback
조 명- : House wash, three red heads
음 향- : Mic (voice) and sound system including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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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무자를 찾습니다.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년 독일 안무가 필립 버그만과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 계획으로 작품교류와 안2011
무가 양성 워크숍 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년에 세드라, . 2013
베 무용수인 콴 과의 교류로 안무자 워크숍 작품창작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첫 번째 결과물로 플라스틱 스킨이라는 작품이 만들어 졌다‘ ’ .

Cold lights and fake smiles. An urban story about loss, alienation,
solitude and melancholie.
차가운 불빛과 거짓 웃음 실패 소외 외로움 우울에 대한 도시이야기. , , , .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감춰진 인간의 진실성 일반적 삶의 스타일 이들이 주는, .
영감은 무한하다 오히려 현대 과학 문명이 우리네의 삶의 소박하고 인간다움을 포.
장해 버렸는지 모르겠다 거리 거리마다 본질을 잃어가는 차가운 불빛과 그 속에서. ,
희노애락의 거짓됨을 발견한다 내가 서있는 이 도시에 옆을 지나는 이들의 모습에.
서 점점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이 내 삶과도 너무도 닮아 있다 육신의 순.
화를 위한 성수와도 같은 비가 내리기를 도시를 바라보며 그린다.

댄스 씨어터 포피(4P)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공간 탐색의 무용을 통한 사, PLACE,
람과 세상과의 소통을 나타내는 지치지 않는 열정의 그리고PEOPLE, PASSION,
예술로서의 놀이인 를 뜻한다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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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프로듀서 프리젠터 및 공동창작자를 찾습니다, .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크립틱 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영국의 안무가이자 연출자인 테오 클링(Cryptic)
카드와 한국의 비빙 은 새로운 음악극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Be-Being)’ 2013
년 봄에 초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제작팀 연기팀 기술팀을 한국 및 영국에서. , ,
모집할 계획이다.

클링카드는 영국 남부 해변도시 브라이튼에서 무용가이자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
다 년 클링카드는 안토니아 그로브와 더불어 무용가가 운영하는 프로브 극. 2004 , , ‘
단을 공동 창설하였다 년 클링카드는 뉴질랜드 웰링톤에 소재한 뉴질랜드 무’ . 2010 ,
용학교에서 주간 연수를 받는 동안 하프 어 더즌 을 제작하였다2 ‘ (Half-A-Dozen)’ .
또한 브라이튼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파일럿이라는 단독공연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 .

년에 결성된 비빙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춘 한국단체로 비빙이 공동작업으2007
로 제작하는 음악은 모든 장르를 망라하는 것을 지향하며 한국의 전통예술을 다른,
문화요소와 결합하여 참신하고 현대적인 공연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복합.
적이고 다양한 선율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 장영규는 비빙
의 리더이며 비빙은 이를 통하여 기존의 음악활동의 경계를 깨고 있으며 한국의, ,
전통을 바탕으로 음악을 무용 영상 연극과 결합하여 모든 경계가 사라진 종합예, , ‘
술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비빙은 전통음악을 현대적 배경에 맞게 각색할 수 있는’ .
창의적 접근방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는 크립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참신하고 공연을 만들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크립틱은 테오 클링카드 비빙과 더불어 한국 영국은 물론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작하기를 기대한다 년 봄에 한국 또는 영국. 2013
에서 초연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건설적 비평을 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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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 단계와 교환 전속 프로그램을 통
하여 모든 참가자 및 주최국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년 월에는 영국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회동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당1) 2011 8 .
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개최 중이었는데 비빙은,
독창적이고 흥미로우며 재치있고 놀라우며 계속해서 즐거움을 주는 바리공주 공‘ , , , , ’
연으로 극찬을 받았다.
비빙은 년 여름에 주간 영국을 방문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이는 무용가들과2) 2012 4 .

클링가드가 비빙의 멤버들과 더 밀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방문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한다. .
마지막 공연은 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며 초연 직전 영국의 예술가들이 한국3) 2013 ,

을 방문하여 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국제 투어도 할 것이다3 . .

크립틱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공연예술 공간이며 혁신적인 작품들을 제작해오고 있,
다 예술감독 캐시 보이드 가 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창설한 크립틱. (Cathie Boyd) 1994
은 작품성 혁신 세계화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순회공연을 펼쳐 왔으며 창설, , ,
이래 개국에서 공연을 진행해 왔다 크립틱은 창설 이래 싱가포르 탕 사중창단17 . ‘

캐나다 수퍼뮤지크 등의 세계 정상급 공연단과(T’and Quartet)’, ‘ (Supermusique)’
공동 제작을 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 및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클레어 모런은 영국 왕립 스코틀랜드 음악 및 연극학교와 스코티시 발레단
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극단 및 문화기관에서 예술행사(Scottish Ballet) ,

강의 예술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모런은 년에 크립틱에 처음 입사, , . 1997
하여 년까지 근무하였으며 년 월에 재입사하였다 모런은 년2002 , 2005 6 . 1997 ~2002
년 년 현재 제작된 작품을 모두 제작하였으며 유럽 남미 아시아의 여러 지, 2005 ~ , , ,
역을 순회하면서 이들 작품을 공연하였다 년부터 년까지는 스코틀랜드 렌. 2000 2002
프루셔 댄스프로젝트의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글래스고에 기반을 둔 연극단 복스,
모터스 의 이사이다(Vox Mo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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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뉴미디어 아티스트 프리젠터를 찾습니다, , .

합작프로젝트 구상안◎

프로젝트 소개

신디 의 멀티미디어 잉크 아트와 통합된 이 공연은 전통적인 연극과 무용의 중NG
간지점을 표현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현대사회와 연관된 동양의 인본주의.
적인 정신 그리고 자연과 도시생활의 관계이다, .
이 작품은 마카오와 타이완 홍콩과 베이징 서울의 아티스트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
마카오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전통과 현대양식의 예술뿐만 아니라 무용과 연.
극 잉크의 대화를 탐구하였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미지는 끝없이 펼쳐져, .
있는 상상의 배경의 시리즈로부터 비롯된다. www.playinglandscape.asia

창작과정*
년 월2008 11

대만 공연 대만국립극장 실험극장(1.0), ( )
년 월2009 4

마카오 공연 수영장, ST. PAUL FINE ART ROOFTOP &PATIO(2.1), (2.2)
년 월2009 10

중국 베이징 공연 아트센터(3.0) 798 (706 factory space)
년 월2010 6

중국 쑤저우 공연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4.0), True color Museum( )
년 월2010 9

중국 원저우 공연 (4.1) The Seven Art Centre(Jiejiang Creative Arts Zone)
년 월2010 9

중국 상하이 공연(4.2) The NUT(Jingan Creative Zone)
년 월2010 10

홍콩 공연 (4.3) JCCAC(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re)
년 월2011 7

폴란드 비톰 공연 탄광으로 만든 대안공간(5.0) OLD GUILDHALL MINE ROZB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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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
년2012

월 마카오5
월 월 유럽 투어7 /9

포인트 뷰 아트 협회는 마카오에서 결성된 비영리문화예술협회이다 연극 연출가. ,
비주얼 아티스트 음악가 세트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배우 그리고 무용가들과, , , ,
같은 다양한 국가와 직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멀티미디어 씨어터는 작업에 있어.
서 가장 구체적인 목표이다 실험적인 공연을 통해서 그들은 극예술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해낸다 또한 관객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확장시킨다 그들의 작업은. .
예술을 생산해내는 것과 문화적 창조작업 예술교육 그리고 리서치를 포함한다 게다, .
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감성을 북돋우기도 하며 홍콩 중국본토 해외 여러, ,
나라의 그룹과 함께 예술교육의 교류와 협력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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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Producers and Presenters.

Speaker Sungsoo Ahn(Sungsoo Ahn Pick-up Group)▏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The project is an artistic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dance company
Sungsoo Ahn Pick-Up Group and the Finnish visual theatre company WHS.
The companies will rehearse and stage a performance together. The performance
will premiere in both Seoul and in Helsinki. Sungsoo Ahn will make the
choreography together with 5 dancers from his company. WHS will use video
projections to build an imaginary environment for the dancers to move in.
Magician Kalle Hakkarainen, juggler Ville Walo of WHS will be performing on
stage with the dancers. The work is about food and will be a feast of
movement, visual images, magic and contemporary circus.

WHS is a contemporary circus/visual theatre group from Finland, formed by
magician Kalle Hakkarainen, juggler Ville Walo and set & costume designer
Anne Jämsä. The productions of the group have been the propelling force
behind the rapid rise to fame of Finnish contemporary circus in the past decade.
Sungsoo Ahn Pick-up Group consists of dancers from various backgrounds,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dancers and back-up dancers for Korean pop
singers. Ahn's dance philosophy aims at balancing mind and body through the
integration of ballet and the body-control method of "body neutralization" with
modern dance techniques.

Sungsoo Ahn is the director of the choreography department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Born in Korea, Ahn received his
BFA in dance under the direction Benjamin Harkarvy from The Juilliard School.
In 1991, he established his own dance company called "Sungsoo Ahn Pick-u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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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Co-Producers and Presenters.

Speaker Junghui Gloria CHOI(LG Arts Center)▏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1) Creative background
LG Arts Center is co-producing a new dance called <Theatre of Operations>
with a French choreographer, Pierre Regal. Pierre Regal was deeply impressed
with Korean dancers when he conducted a workshop in Korea last year, and
from this he envisioned a new work consisting only Korean dancers.

2) Synopsis
The <Theatre Of Operations> is a dance that deals with conflict between man
vs. man, man vs. nature, and man vs. technology. Pierre Regal peers into the
phenomena of the world such as cultural discrimination, political/ideological
disputes, individual and group conflicts, violence and war,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harmony and coexistence. "Theatre" refers to all the space or
area where all "Operations" occur.

3) Schedule for developing future works
Step 1: Korean dancers’ audition and workshop / Oct.31-Nov.6, 2011
Step 2: Workshops and Creative work / May 2012
Step 3: Practice / Jul. ~ Sep. 2012
Step 4: Premiere performance(LG Arts Center)/ Sep.14-16,2012 /3 Performances
* Currently organizing Asian and European Tour scheduled after the premiere.

Compagnie Dernire Minute was founded by choreographer Pierre Regal in
2003. Pierre Regal started his career as a choreographer when he met
choreographers like Wim Vandekeybus and Bernardo Montet while he was
majoring in completely different field of study than dance such as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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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nomics. He had participated in the creative work of <Under
Construction> by Gilles Jobin in 2002, and <The Moebius Strip> in 2003. Regal
appeared in <Dans la Peau d'un Autre> by choreographer Ariry
Andriamoratsiresy in 2005, and choreographed <Arrts de jeu> in collaboration
with Aurlien Bory in 2006. In addition, he performed in <Press> as an overseas
collaborating artist of The Gate Theatre in U.K. of 2008, and he is active in
the world tour with a new work called <Micro> which began in 2010. While
he is a choreographer, he is also active as video and documentary director. The
"Compagnie Dernire Minute" is scheduled to perform <Press> at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this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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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Stage Designer, Multi-media/ Soud

Artists, Presenters.

Speaker MinJoo KIM(The Korean Art Centre)▏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Story of 1000 Years of Seungmoo by Lee, Chuljin
-Encounter of technology and traditional art

“Seungmoo” was originally from temple and sole dance, the most artistic dance
among Korean traditional dance classified into ‘Jeungjoongdoong,
Dongjoongjeong’. The costume of the dancer are pants and top in white, a cone
hat, a red badge across the shoulder, and two drum sticks on both hands. The
dance is facing drum and showing back of the dancer and wearing the cone
hat which covers the dancer’s face from audience; all these mean the dancer is
only trying to show the art.
1. On this 'Seungmoo', we attempt new method for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sm by playing modern French ensemble, Linea which is played by the
Korean-French composer Cho, HyunHwa
2. We are also trying new 3D media play to express spacious stage of the long
Jangsam from 'Seungmoo'.
Through this new attempts, the tradition meets modern technology to expend
the way of expression, also it will be our chance for step forward to global
market.
When out new 3D media play is completed, based on that we will also look
for the best method to apply this new attempt to education.

The Korean Art Centre was established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rt and culture with our motto ‘Korean is as worldwide’.
As we follow our motto, the first theatre, Theater Sungkyun f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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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dance was built at Myungryun-Dong in 2007, and the second
theatre, Dreaming Theatre in 2011 in order to communicate and educate
traditional art and culture to more audience easier way.
We provide our theatres for the traditional artists who have performed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music in too spacious theatres and places because
of difficult cultural environment and space pharmaceutically. We have performed
a lo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performance such as
‘Bubgochangshin’(2007), ‘Traditional play and art festival’(2008~2010), ’30 Days
of Monk’s Dance’(2009), ‘100 Days of Monk’s Dance’(2010), ‘Mr. Lee,
WonGuk’s Monday Ballet’(2010), ‘Travel for Dance’(2011), ‘1000years of
Monk’s Dance’(2011), ‘Chunhyang’(2011), ‘Music of Chosun Dynasty, happiness,
sadness, love, and haterd’(2011), etc. With all these effort, our Theater
Sungkyun was approved by Korean Art and Culture Committee as theatre for
traditional art and culture.

MinJoo KIM, Director at The Korean Art Centre. Representative at Theater
Sungkyun. After majored in Korean Culture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2003, she has started working as an art director of The
Korean Art Centre for succession and creativ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Since she took a place of the narrator/commentary for ‘the night
of Korean Culture’ in Qingdao China in 2007, she is taking part of a
commentary for one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Seungmoo
(Dance of Monk)’ which is performed by Chuljin Lee as “Story of Seungmoo”.
She puts all her effort and energy to make this outstanding history and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fits into modern art and performance. She is
now a head director and representative at Sungkyun Little Theater for Korean
traditional art and performance festival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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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Producer

(London), Sound/Media Artist, Performers.

Speaker Minkyung SHIN(Independent theatre producer/Seoul),▏
Erik Kuong(Macao City Fringe Festival Society/Macao)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homeland" has two meanings - one meaning refers to one’s native land, and
the other to the land where one’s home is at present .homeland is no longer……
a place that exists in one’s past but a place also relevant to one’s present and
future (Chinese-American novelist Ha Jin, The writer as a migrant).

Travelling Hometown (TBC) was proposed by two diaspora artists Hope–
Chiang(Taipei/Macao) and Jiwon Yang(Seoul/London). The producers joined to
their initiative with a belief - the artist’s nationality is ‘of secondary importance’
and the art is ‘his real passport.’

Hope and Jiwon, both left birth cities and settled in new cities where they
found good for developing artistic creativity. Besides working as voluntary
migrant artists, they also have common backgrounds of a drama, an object
theatre with strong interest on visual arts.

Since 2011, Jiwon and Hope are visiting old and new "home" cities –
Seoul/Taipei and Macao/London. On a journey, they are questio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a human in contemporary era. The outcome of
research will be conveyed in a form of multi-disciplinary arts and will be firstly
presented in 2012.

Travelling Hometown is currently support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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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3 years.

We are now looking for a co-producer from London and artists taking a role
of dramaturgy, performer, sound artist or multi-media artist (video/film).

Development Process

Brief Summary of Pre-Production
* Encounter (9 Jan-8 Feb 2011. Seoul)
The artists shared previous artistic works and paths each other.
Hope visited some places in where were Jiwon guided related to her youth days.

Jiwon says, "We simply say, ‘we can travel hometown.’ but, likely we can say,
‘a hometown travels now’. In other words, some traits of ‘hometown’ are
transferred with people’s movement trip, migration, exile, and so– on.

Process Purpose Location Year
/Month Period

1 Encounter
Knowing each other

Seoul 2011/Jan 1week
Research visit to Jiwon’s home-city

2
Concept

Stage

Workshop(internal)
Taipei 2011/Jul 2w

Research visit to Hope’s home-city

3
Treatment

Stage

Workshop(int/external)
Macao 2012/Jan 3w

Research visit to Hope’s new home

4
Development

Stage

Producer-Artist meeting

Hong Kong 2012/Jan 2-3 daysDiscussion for production

Signing a contract

5
Complete

Synopsis

Workshop(internal)
London 2012/Jun 1w

Research visit to Jiwon’s new home

6
Production

Stage
Production and Rehearsals Taipei 2012/Jul 6w

7 Premiere Premiere Season & Assessment Taipei 2012/Aug 1w

8 Remount (1) Remount after revision Seoul 2013/Feb 2w

9 Remount (2) Touring Macao 2013/Feb 1w

10 Remount (3) Touring & Assessment Hong Kong 2013/Feb 1w

11 Remount (4) Remount after revision London 2013/Jun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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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pt Stage (17-29 Jul 2011. Taipei)
Hope and Jiwon spent 5days for exploring Taipei, Hope’s birthplace.
Hope and Jiwon spent other 5days for object and movement workshop. The
purpose is to expand the use of objects which were found during a research
trip.

During a workshop, Jiwon mainly developed an idea of expanding. Referring
Georges Perec’s book, Species of Spaces and Other Pieces, she tried to visualize
an expansion of a space. "To live is to pass from one space to another". She
used Perec’s idea which begins material offering variations on the theme, then
proceeds from space to space in his book.

Also, Jiwon was keen on studyingcubism in visual arts. With photos gained
from Taipei trips, she tried to ruin a reality of photo and to reconstruct it in
workshop space.

Hope’s idea was to build her own space anywhere in a world - Anyone can
habitualise a foreign space homely with objects that her/his carry while
travelling. Especially, she is a great collector of turtle objects. The turtle object
represents herself during a workshop. Hope’s the other special object is an
umbrella. Umbrella in Chinese, ‘san’ sounds like farewell.

Hope suggested archiving the "remains". She was collecting dusts (remains of
where I am) in a personal space from friends over a world. To Hope, identity
of hometown is shifting. "When I come back to Taipei, I feel refresh and
energetic as if I became a tourist of ‘hometown’ where I come from".

To share a result of Taipei research trips, Hope and Jiwon invited producers,
Min, Erik and four Taipei-based artists to a short presentation.

Thanks to very positive feedback from a presentation, the artists and producers
were certain about a choice of theme travelling hometown. People in–
contemporary era all are temporary travelers and potential diaspora. Their living
style causes a question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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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and Jiwon primarily wanted to lead a production in a form of
autobiography.

All members agreed to have one more workshop at treatment stage. In Jan
2012, it will take a place in Macao/Hong Kong for 3 weeks. Mainly, artists
will develop artistic creation in Macao. Co-producers will discuss about a
production process in Hong Kong.

For a production team, the artists and the producers agreed to primarily find
Media artist, Dramaturgy, Sound Artist or Composer, Movement director. If
possible, the artists would like to invite them to Macao.

* Treatment Stage (2 and half weeks, Jan 2012. Macao)
The artists will explore Macao, Hope’s current hometown. The artists will
organize internal workshops and make a production development plan. The
artists should submit preliminary script and production design etc. At this stage,
the artists will begin work for the (public) presentation and peer group
assessment.

* Development Stage (3-4days, Jan 2012. Hong Kong)
It will take a place right after treatment stage in Macao.
All co-producers and artists will gather at Fringe Club and oversee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roject. The artists will propose how to organize production
members for creation. At this stage, Hope and Jiwon should identify their roles.
Producers will discuss about how to share a production budget.
Co-producers from different cities will be able to share their vision on
independent artists and platforms in Asia at a talk for the public.

Seoul Fringe Network, Fringe Club (Hong Kong), Macao City

Fringe Festival Society and Guling Street Avant-garde Theatre

(GLT, Taipei) are committed to this collaboration as co-producers.
Co-producers are responsible for the support of creation, development, and
touring. This project network of Seoul/Hong Kong/Macao/Taipei try to
edify(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producersand artists in Asia
based on the network which we have made through the workshops, 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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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program and invited artists for last 10 years. We have developed
thisreliable network with a common interest, Contemporariness of Asia, through
the projects such as Next Wave Asia and Little Asia Creators’ Meeting.

Erik(Macao City Fringe Festival Society/Macao) and Min(Independent theatre
producer/Seoul) of this co-producer network are closely working with the
artists. Erik has been working with Hope at sever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jects over 10 years. Min is keen on studying identity on the move:
contemporary diaspora artists in international performa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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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Theatre Presenters, Co-Commissioners.

Speaker Andrew Wood(SF International Arts Festival)▏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Erika Chong Shuch Performance Project and the Chang-Mu Dance Company
are collaborating to develop a new evening length work that will be presented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new work is inspired by stories arising out of North Korea. The work will
weave together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Shuch’s signature style of theatrical
movement and imagery with stories told in Korean and English. It will premiere
in 2013, produced by the SF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nd the Chang Mu Art
Center.

The work draws on images of North Korean daily life released by Rimjin-gang
Magazine, the only organized source of civilian reporting that gains access to
the North. The undercover video reporters gather footage through small holes
cut in their shoulder bags resulting in tiny fragments of lives revealed. The piece
will be directed by Ms. Shuch and ChangMu’s Choi Ji Yeon, with the guidance
and support of ChangMu’s artistic director, Kim Mae-ja. The work will include
dancers and designers from both companies and countries.

SF International Arts Festival celebrates the arts through an annual
gathering that brings together a global community of artists and audiences. The
organization presents and produces innovative projects that are focused on
increasing human awarenes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We develop
long-term relationships with Bay Area artist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and also present ground-breaking artists from around the



36 국제협력파트너찾기_ (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world.

Andrew Wood is a native of England and has lived and worked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for over twenty years. He is the
founder of SFIAF. Andrew’s other experience working for presenting
organizations has included ODC Theater, Life on the Water and the San
Francisco Ethnic Dance Festival. He has also been an artist manager and has
arranged touring engagements for numerous ensembles including the San
Francisco Mime Tr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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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a Co-Producers and Presenters.

Speaker Seon-Hui PARK(Director),▏
Ji-hwan PARK(Producer, Yeonwoo Theater Company)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The play <India Blog> is based on 34 days' journey from Diu to Varanasi that
actors and staff members experienced. After coming back from India, director
and two actors transformed their journey into stage by combining their memory
about India and their personnel history,
<India Blog>, 100 minutes' dynamic play is like a theatrical blog. On the blog
postings including performance, video images, pictures, music and stage settings,
audiences can get practical tips for India journey while enjoy a vivid narrative
of two travelers.
Two travelers in their late twenties, Chanyeong and Hyeokjin met in the airport
heading for India for the first time, accompanied on the trip, reminisced about
their past,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s decision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love. <India Blog> is a song in praise of youth on the road by
reconstituting memories in a theatrical way.

Yeonwoo Theater Company began as a small play study group in 1977.
Yeonwoo made a declaration that they were to produce only original
productions. For the last 30 years they have pursued to find a unique Korean
theater style and gained a prominent name in the main stream. Recently
Yeonwoo Theater Company manages a new play incubating system for talented
artists including musical theater. <India Blog>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roduction of the project.

Seon-Hui PARK is director who likes travel and the play <Hamlet>. She
took a trip to Tai and India. And from those travels she makes the play <Story
of Tai>,<India Blog>. Her next destinat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It's going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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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y text <Hamlet>. Her goal is to make a improvisational play of Hamlet
that evolving itself.
<India Blog><2005 Charlie Brown><Pansori Eat Applegreen>
<Play with Hamlet><When I Close My eyes><Stage Blood>, etc.

Ji-hwan PARK is a producer who wants to make a performance with foreign
artist. He may want the <India Blog> make his dream come true.
<Chilsu & Mansu><Haemu(sea fog)><Gill Sambong Jeon>
<Roads to Santiago><Halley's Com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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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Asian artists (Media-art,

Installation, Sound-design) Co-Producers, Presenters.

Speaker Kyu CHOI(AsiaNow)▏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y and showcase Project-New Approaches, New
Audiences
Under the theme of “New Approaches, New Audiences”, AsiaNow has
embarked on a new project emphasizing fresh, new ideas for performing arts
and new approaches to understanding theater. One of the main objectives for
AsiaNow productions is to draw new and young audiences to theater by
introducing them to a different world of theater that understands and excites
their twenty-first century artistic sensitivities. This program is an
artist-in-residency program for sound, video, dance, theatre, site-specific
performance, interdisciplinary, sculpture, technology/ media, photography,
community art, and installation artists. In 2011, July, AsiaNow commissioned by
Asian Arts Theatre organized three day conference and workshop where four
international artists from New Zealand, Norway, UK to meet Korean artists and
producers to develop new idea and to produce wonderful works in Korea.

New Approaches, New Audiences 2012
The New Approaches, New Audiences project is designed to share new and
fresh ideas of promising international artists with Korean and Asian artists. For
3 weeks in September, 2012, artists will share ideas and exchange workshop
and they will present their work-in-progress showcases. This program is
commissioned by The Asian Culture Complex Asian Arts Theatre and will be
association with Performing Arts Marketing in Seoul(TBC), Kyoto
Experiment(TBC, Japan) and 21st Century Museum of Art, Kanazawa(TBC,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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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3 Weeks in September
Venue:
For Workshop and Residency / Asian Arts Theatre in Gwangju, Mullae Arts
Factory in Seoul (TBC)
For Showcases /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TBC), Festival Experiment in
Kyoto (Tbc, Japan), 21st Century Museum of Art, Kanazawa (TBC, Japan)

Program: Residency for 3 weeks
- Workshop and conference
- Peer feedback for work-in-progress showing
- Showcase Presentation

What we are looking for?
1. Artists (Individual and group)
Open to emerging and experienced artists working with sound, video, dance,
theatre, site-specific performance, interdisciplinary, sculpture, technology/media,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community art.

2. Creative Producers and Partner Organizations
Producers and Organizations who ar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curatorial
process to select artists and co-hosting this project in the future.
Deadline for 2012 program: The application deadline is December 20, 2011

AisaNow is a company founded in 2005 to creatively develop, produce and
present innovative and exciting Asian contemporary physical theatre,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The company runs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and
workshop programs, does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is also strongly
involved in creative development, consultation and performing arts management.
Producing & Presenting: Producing and presenting Asian contemporary theatre,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works.
Creative Development & Collaborations: Artists’ Residency, International
Workshop,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rts Management & Consulting: Project Management, Strategic Planning for
international touring, Festiv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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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 CHOI’s professional carrier started with th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where he focused on programming and artist development,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he festival grow from a small event to one of Korea’s
best known performing arts festivals.
Kyu founded AsiaNow productions in 2005 in order to develop, produce and
present innovative and exciting Asian contemporary physical theatre,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including “A Midsummer Night Dream” (Yonghanza
Theatre Company) and “Woyzeck”(Sadari Movement Laboratory), both now
internationally acclaimed with extensive touring schedules.
He also works as a project director and facilitator with Moving Space Project,
Sound +: Pansori, New Approaches, New Audiences residency and workshop,
which are an artist residency program for hybrid performance which provides
artists with a new platform where they can work with international artists
across disciplines.
Kyu has developed the Creative Producers’ Network in Asia since 2007 and
organized the Creative Producers’Network Forum in Seoul 2009 in association
with 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He sits on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Asian Performing Arts Presenters’Network and an
international version of Time-Place-Space, an artist residency program for
hybrid performance arts in Australia. He has taught international touring and
producing theatre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and has worked
as a consultant for Korean arts management and theat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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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On-Stage Technicians, Performers,

Co-Producers, Presenters.

Speaker Sandra Parker(Sandra Parker Dance Company)▏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In February - April 2011 Sandra Parker Dance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a
new project The Recording with funding assistance from Arts Victoria and the
City of Port Phillip.

The Recording is a full-length performance about making a film. A dynamic
collaboration with leading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 stage becomes
a film set as cast and crew are placed on stage together. Three performers
prepare for, rehearse and perform scenes based on 'actor movement' while the
trick of immersive, full-blown cinematic soundscapes and emotional, dramatic
lighting transform the action a rehearsal becomes cinema but what– –
happens when the scene is over?

Technical set up: The Recording is suitable for small theatre spaces
Screens: Two panels, one television monitor
Video: Two cameras, vision mixer, computer playback
Lighting: House wash, three red heads
Sound: Mic (voice) and sound system including mixer

Artists:
Choreographer/Director: Sandra Parker
Composer: Steven Heather
Projection Design: Rhian Hinkley
Lighting Design: Jenny Hector
Dancers: Deanne Butterworth, Carlee Mellow, Phoebe Robinson
On-stage technician/performer: Annabelle Balh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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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RA PARKER DANCE is the dance company of Australian choreographer Sandra
Parker. Sandra Parker Dance made its US debut in January 2007 at the Joyce
Soho, New York, where she presented her highly successful 2005 work The
View From Here, aspartof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Dance Down
Under promotion at APAP where she was a featured artist. In late 2007 she
created Play house for the Guandong Modern DanceCompany, whilst on an
Asialink residency in the Chinese cities of Hong Kong, Guangzhou and Beijing.
In the same year Sandra began creating a new work Outo flight at Gas work
sin Melbourne, supported by Arts Victoria and the Besen Foundation. The work
was subsequently completed and premiered at Gasworks in March 2009 with
support from Arts Victoria, the Besen Foundation and the City of Port Phillip.
The work was nominated for five green room awards and was cited as "one of
the best works" for 2009 by Herald Sun critic Stephanie Glickman and only one
of two works "Commended" by M Magazine (The Sunday Age), in their end of
year wrap for 2009.

SANDRA PARKER is one of Australia’s most outstanding choreographic
artists whose work aim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of cross-art form, and
cross-cultural collaboration, creating intimate and rigorously detailed works for
audiences in Australia and internationally. Her work has been presented in
Australia, France, Portugal, Germany, China and the US. Since graduating from
Rusden College majoring in dance and drama, Sandra has persued a career as a
Choreographer, Performer, Teacher and Director. Working in the capacity as a
freelance artist,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iconic Australian company Dance
Works from 1998-2006, and now independently as the Director/Choreographer
of Sandra Parker Dance, her work has been supported by numerous grants from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rts Victoria, the Australia China Council,
the City of Melbourne, the City of Port Phillip and the Besen Family
Foundation. Sandra Parker's work has been presented in Australia at the Sydney
Opera House, Brisbane Powerhouse,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Salamanca Arts Centre (Hobart) and at the Melbourne International Festival for
the Arts 2000, 2002, 2003.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e an Asialink residency
to Tokyo, Japan with choreographer Kei Takei, and the creation of ‘Span’ for
Danspace, St Mark’s Church, New York with Choreographers Bebe Miller,
Susan Braham and Australian Shelley Lasica, the creation of Play house for
Guangdong Modern Dance Company, and a video installation for Red Gate
Gallery, Beijing. In 2005 Sandra pitched her work ‘The View From Here’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erforming Arts Presenters Conferenc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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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include a three-month, funded ‘Housemate’ residency at Dancehouse,
Melbourne, culminating in the presentation of a new wor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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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Co-choreographers.

Speaker Hyun-A SHIN(Dance Theatre 4P)▏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Dance theatre 4p & Landeshauptstadt Munchen Kulturreferat made international
dance project 'under the villa'. The title is PLASTIC SKIN. German
choreograghpy with korean dancers made performance during 30days with the
theme 'SEOUL'. The story is about individual lonesome. So they singing in the
black rain(korea traditional painting) "HAPPY BIRTHDAY TO ME".

* people+passion+place+play=DANCE THEATRE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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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Co-producers, Presenting festivals,

Artistic collaborators.

Speaker Claire Moran(Cryptic)▏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Cryptic is delighted to announce it’s collaboration with British award winning
choreographer/director Theo Clinkard and Korean music ensemble Be-Being on
a new music theatre work, premiering in spring 2013. The creative, performance
and technical team will be drawn from both Korea and the UK.

Theo is dance artist and designer based in Brighton, U.K. In 2004, Theo
co-founded the 'dancer run' company PROBE with Antonia Grove. In 2010
Theo created Half-A-Dozen, concealed nows (anag.) during a two week
residency at New Zealand School of Dance in Wellington, he premiered a new
solo work for Brighton Fringe Festival entitled P I L O T, and in November, at
the invite of the British Council, to Chile for three weeks to teach workshops
and create a new work and he has recently directed the movement for Ten
Plagues, a song cycle written by Mark Ravenhill, performed by Marc Almond
at Edinburgh Festival 2010.

Formed in 2007, Be-being is an inspiring Korean ensemble of the highest
calibre. Be-being’s collaborative music projects cross-genres, fusing traditional
Korean arts with a variety of other elements to create new, contemporary
performances. Led by composer Gyu-Young Jang, renowned for his beautifully
intricate and complex melodies, Be-being break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music practice, combining music with dance, video, and theatre to create an
entirely inter-disciplinary “total art”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 Be-Being
have an inherently creative approach in bringing traditional music alive within a
contemporary setting, which reveals synergies with Cryptic’s own wor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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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sing and presenting music in new and innovative ways.

Cryptic is looking forward to developing a project with Theo Clinkard and
Be-Being which will result in residencies and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South Korea, the UK and further afield. Time and preparation is required to
deliver quality and innovation and with this in mind we have agreed to
premiere in either Korea or the UK in Spring 2013. The creative process will
take place over three stages, to enable reflection and constructive criticism
throughout the making of the new work. The three stage, residential exchange
approach will also have wider reaching benefits for all participants and host
countries.

1) August 2011 UK and Korean artists met to exchange ideas. This meeting
coincided with Be-Being’s acclaimed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performances of Princess Bari: “ inventive, colourful, witty, surprising and…
uninterruptedly entertaining.” The Stage

2) Be-Being will be resident in the UK for four weeks in the summer of 2012.
This is a chance for the dancers and Theo to work closer together with the
musicians. This residency is supported by KAMS.

3) Final creative development stage will take place in 2013 in Seoul when the
UK artists will be resident for three weeks in South Korea, prior to the
premiere of the work followed by international touring.

Cryptic is an internationally-renowned producing art house, creating a lasting
artistic legacy by presenting high quality, innovative work. Founded in Scotland
in 1994 by Artistic Director Cathie Boyd, Cryptic has quality,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sm at its core. With a track record of producing award-winning
work, commissioning and presenting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Cryptic
tour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having presented in 17 countries. Since its
inception Cryptic has worked in co-production with world class organisations
including The T’ang Quartet (Singapore) and Supermusique (Canada) both of
which resulted in reciprocal creation periods and performances. Cryptic values
working in partnership with organisations such as Creative Scotland,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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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and international venues and festivals. This support is imperative for
the success of these collaborative projects and we would hope to further develop
these partnerships in the creation of this work of world class calibre.

Claire Moran has worked with a variety of theatres and cultural organizations
in Scotland including the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and Drama and
Scottish Ballet producing arts events, conferences, festivals and education
programmes. Claire first worked with Cryptic from 1997 2002 and returned–
to work with the company in June 2005. She has produced all of Cryptic’s
work during these periods which has resulted in tours across Europe, South
America and Asia. She also represents the company at many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ies Creative Missions
to Malaysia and Japan, Informal European Theatre Meetings,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Under the Radar and American Performing Arts
Presenters. From 2000 2002 she was also Chair of Renfrewshire Dance–
Project and now sits on the Board of Glasgow based theatre company Vox
M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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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looking for Dancers, New Media Artists, Theatre

Presenters.

Project Overview◎

Project Introduction

This performance presents an in-between expression of traditional drama and
dance, integrating with Cindy Ng’s multimedia ink art. The messages it delivers
are of oriental humanistic spirit concerned with modern societies and the
relationship of urban living to nature.

This work originates in Macau through joint efforts of artists from Macau,
Taiwan, Hong Kong, Beijing and Seoul. Together, they explore the arts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ms, as well as the dialogues of dance, drama
and ink. Images, collocated with performance space, originate a series of
boundless imaginary sceneries.

* Creative Process
2008, November•
Landscape in Taipei (1.0)
Taipei National Theatre (Experimental Theatre)

2009, April•
Landscape in Macao
ST. PAUL FINE ART ROOFTOP &PATIO (2.1)
SWIMMING POOL (2.2)

2009, October•
Landscape in Beijing, Chin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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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ART CENTRE (706 FACTORY SPACE)

2010, June•
Landscape in Suzhou, China (4.0)
True Color Museum (Artists Residency)

2010, September•
Landscape in Wenzhou, China (4.1)
The Seven Art Centre (Jiejiang Creative Arts Zone)

2010, September•
Landscape in Shanghai, China (4.2)
The NUT (Jingan Creative Zone)

2010, October•
Landscape in Hong Kong (4.3)
JCCAC (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re)

2011, July•
Landscape in Bytom, Poland (5.0)
OLD GUILDHALL MINE ROZBARK (Alternative space, Coal Mine)

* Up Coming Schedule
2012
May Macao–
July/ Sept Europe Tour–

* Staffs and Performers
Director: Hope Chiang
Ink Water: Cindy Ng
Music: Njo Kong Kie
Visual & Light: Gabriel Fung
Costume: Venessa Cheah
Production & Tour Manager: Nicholas Tang
Producer: Erik K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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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eographer & Dancer: Lee Yun Jung
Choreographer & Dancer: Anh Soo Young
Dancer: Chloe Lao
Performer: Johnny Tam
Performer: Cindy Ng

Produced by: Point View Art Association
In Partnership with: Out To (Taiwan)
International Representative: Creative Links Ltd.
Official Costume Design: VCSL Macao

Sponsors
Cultural Affairs Bureau of Macao S.A.R.
Macao Foundation

Point View Art Association is a non-profit art and cultural association,
formed in Macau. The members are from different nations and professions, such
as theatre directors, visual artists, musicians, set designers, costume designers,
actors and dancers. Multimedia theatre is the most specific aim in creations.
Through experimental performance, they discover more possibilities for theatre
art and expand new visions for audiences. Their tasks include producing art and
cultural creations, art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they boost art
appreciation in people and develop exchange and collaboration of art education
with groups in Hong Kong, Mainland China and more overseas countries.



www.gokam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