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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지원사업 

APAP 공모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9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북미권역 <APAP 진출지원사업- 재팬소사이어티 

동북아 현대무용 쇼케이스> 공모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심사개요 및 선정결과

2009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북미권역 <APAP 

진출지원사업- 재팬소사이어티> 공모에서는 총 11개지원신청서가 접수되

었고, 1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 심사일정 

공모기간 : 2009년 5월29일(금) ~ 6월10일(수) (총 12일간)

심사기간 : 2009년 6월15일(월) ~ 7월09일(목) (총 25일간)  

2) 선정결과 

3) 기타사항 

2009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지원 북미권역 APAP 공모(2009년 5월 29일)

의 일환인 언더 더 레이더 페스티벌(Under the Radar Festival)의 연극

단체선정 결과는 해외예술감독의 사정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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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및 선정 혜택

공통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사항

 ‣ 지원금(25,000천원)

   :항공 및 장비 운송비, 숙박비 지원원칙

 ‣ 쇼케이스 선정단체 홍보 ․ 마케팅, 컨설팅 지원

해당
재팬소사이어티

제공사항

 ‣ 공연장소 및 기술 장비

 ‣ 비자발행 시, 미국에서 발생하는 비자 비용 부담

 ‣ 현지 언론 노출, 광고 및 홍보지원

 선정단체 자부담 내용

 ‣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일부 항공, 장비운송비, 숙박비 및 기타 지출액

 ‣ 비자 발행 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자 비용 부담

 

* 지원금 및 동사업 관련 향후 진행사항에 관하여 최종 선정 단체에게 개별 통보 있을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심사총평

총평 집필자: 요꼬 시오야 / 제팬소사이어티 예술감독 (2009년 7월 10일)

이번 쇼케이스 심사를 통해, 한국 무용계에는 정말 다양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표현력들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용수들의 신체훈련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한국 무용수들은 신체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기량에서는 단연 뛰어납니다. 하지만, 

안무적 관점에서 작품의 길이가 다소 길어 공연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집중력 있게 작품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면, 뛰어난 기량과 어우러져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작품이 많이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재팬소사이어티 동북아 현대무용 쇼케이스로 선정한 LDP무용단의 <No Comment>는 무용

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며, 안무적 관점에서도 매우 잘 정렬되어 있으며, 관객을 사로잡는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용계가  젊은 무용가들의 작품을 재발견하고, 재창작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부

여하여 좋은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도 한국의 좋은 작품을 뉴욕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 안주은

 전    화: 02)745-3862

 이메일  : jueun@gokams.or.kr 

 홈페이지: www.gokam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