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아트홀 상⦁하반기 기획공연 참가 모집 공고
성암아트홀 상⦁하반기 기획공연에 참가하실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획공연1. 천원의 행복한 발레여행 - 화요무대
◎참가자격 및 형태
1)참가자격: ① 현재 활동 중인 발레단 및 개인
② 기획의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발레단
③ 소극장 특성에 맞는 레파토리 구성단체
2)공연작품 및 시간
▶기획의도: ‘천원의 행복한 발레여행’은 천원으로 공연관람의 기회를 부여하여 특정
계층만이 무용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목적
으로 함
▶공연작품:

① 클래식발레 작품
② 창작일 경우 기존 레파토리를 토대로 준비된 작품

▶공연시간: 50분 이내
3)공연일정
▶기간: 상반기 4월~7월/ 하반기 9월~12월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성암아트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6)

◎참가팀 특전 및 지원사항
▶공연장 무료제공
▶우수무용수 및 참가팀 연말 시상 (상패 및 수상금 수여)
▶종합팜플렛 제공, 부대시설 무료제공
※아트홀에서는 공연팀에 전달되어지는 행복카드 티켓비 외 최소진행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받습니다. (단체 선정 후 세부내용을 추후 공지)

◎모집기간 및 제출서류
▶모집기간: 성암아트홀에서 지정한 날짜 별도 공지
▶참가신청: 이메일 접수 (smalsso@naver.com)
▶제출서류: ①참가신청서 (연락처,이름,단체소개란)-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대표자 프로필 및 이력
③레파토리 (프로그램) 40분~50분 분량
④작품사진 (4~5컷) - 그림파일로 첨부 (jpg, png파일 등)

◎주최: GITIS-KOREA , 성암아트홀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공연2. NEW FORM NEW STAGE - 목요무대

◎참가자격 및 형태
1)참가자격: ① 창작활동(실험적예술,탈장르예술,독립예술)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
2)공연작품 및 시간
▶기획의도: 본 사업은 실험적이고 창작적인 작품을 가진 각 장르의 예술단체와 연계하
여 기성장르를 넘어선 탈장르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
연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21세기형 공연예술컨텐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공연작품: ① 미디어,영상,미술,음악,연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공연예술 작품
②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작품
▶공연시간: 50분 이내
3)공연일정
▶기간: 상반기 4월~7월/ 하반기 9월~12월 (매주 목요일)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성암아트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6)

◎참가팀 특전 및 지원사항
▶공연장 무료제공
▶우수참가팀 연말 시상 (상패 및 수상금 수여)
▶종합팜플렛 제공, 부대시설 무료제공
※아트홀에서는 공연팀에 전달되어지는 티켓비 외 최소진행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받습니다. (단체 선정 후 세부내용을 추후 공지)

◎모집기간 및 제출서류
▶모집기간: 성암아트홀에서 지정한 날짜 별도 공지
▶참가신청: 이메일 접수 (smalsso@naver.com)
▶제출서류: ①참가신청서 (연락처,이름,단체소개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대표자 프로필 및 이력
③레파토리 (프로그램) 40분~50분 분량
④작품사진 (4~5컷) - 그림파일로 첨부 (jpg, png파일 등)

◎주최: GITIS-KOREA , 성암아트홀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2)543-0826 (오전10시~오후5시) (토,일 휴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6 성암아트센터 www.sa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