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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연장 대관 공모 심의결과

  2019년 공연장 대관 공모 심의 결정 세부내역

 

연번 장르 단체명/개인명 대관신청 작품 극장명 대관일정 가

1 연극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001-1020 가

2 무용 (사)빛소리친구들
2019 제 4 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
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806-0811 가

3 무용 (사)한국무용협회 제 40 회 서울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027-1129 가

4 무용 (사)한국무용협회 2019 대한민국무용대상 &
무용인의 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211-1213 가

5 무용 (사)한국발레협회 2019 K-Ballet World
(국제발레축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925-0929 가

6 무용 (사)한국현대무용진
흥회

2019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130-1210 가

7 무용 (사)한국현대무용협
회

MODAFE 2019 제 38 회
국제현대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515-0530 가

8 무용 댄스포럼 제 22 회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 2019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627-0707 가

9 무용 창무국제무용제조직
위원회

제 25 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815-0825 가

10 무용 한국춤협회
제 33 회 한국무용제전 <
통일을 위한 하나의 춤-

圓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409-0421 가

11 무용 한국현대춤협회
2019 년 제 33 회
한국현대춤협회

<현대춤작가 12 인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329-0407 가

12 연극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19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029-1110 가

13 연극 서울연극협회 제40회 서울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430-0512 가

14 연극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001-1020 가

15 연극 페미씨어터 제2회 페미니즘 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618-0630 가

16 연극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제28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319-0328 가

17 연극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19 아시아연출가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329-040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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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용 (사)빛소리친구들 2019 제4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807-0810 가

19 무용 (사)한국무용협회 제40회 서울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112-1123 가

20 무용 (사)한국현대무용진
흥회

2019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201-1208 가

21 무용 (사)한국현대무용협
회

MODAFE 2019 제38회
국제현대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515-0529 가

22 무용 국제공연예술프로젝
트

제 19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423-0428 가

23 무용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운영위원회

2019젊은안무자창작공연(
제28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601-0609 가

24 무용 한국춤협회 제33회 한국무용제전 <
통일을 위한 하나의춤- 圓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410-0418 가

25 연극 (주)하모니컴퍼니 연극<햄릿-디 액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702-0714 가

26 연극 MAT 바다의 아이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716-0721 가

27 연극 극단 수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409-0421 가

28 연극 서울연극협회 제40회 서울연극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514-0601 가

29 연극 서울연극협회 제40회 서울연극제
폐막식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602-0602 가

30 무용 (사)한국발레협회 2019 K-Ballet World
(국제발레축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920-0927 가

31 무용 Bluepoet Opiu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106-1109 가

32 무용 GROUND ZERO
Project

GROUND ZERO Project
x OHJOONGSEOK

<소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113-1116 가

33 무용 Laboratory Dance
Project

19th Laboratory Dance
Project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403-0407 가

34 무용 사단법인
트러스트무용단 Pipe way with Trust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030-1103 가

35 무용 아트프로젝트보라 Art Project BORA &
Guests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723-0728 가

36 무용 정형일 Ballet
Creative Two Feathers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121-1124 가

37 무용
탄츠테아터 원스

(오재원
댄스프로젝트)

The day before...
remember

(오재원댄스프로젝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425-0428 가

38 뮤지컬 모시는 사람들
극단 모시는 사람들
30주년 기념 뮤지컬
‘블루사이공’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625-063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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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극 극단 김장하는날 피스 오브 랜드 (Piece of
Land)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820-0901 가

40 연극 극단 명작옥수수밭 (연극) 안녕 후쿠시마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203-1215 가

41 연극 극단 바람풀 최후만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611-0623 가

42 연극 극단 신작로 비평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625-0707 가

43 연극 극단 이티에스 BIG LOV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402-0414 가

44 연극 극단 코너스톤 닭쿠우스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022-1103 가

45 연극 산수유 12인의 성난 사람들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430-0512 가

46 연극 서울연극협회 제40회 서울연극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514-0526 가

47 연극 창작공동체 아르케 전쟁터의 소풍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416-0428 가

48 무용 NPB dance company Man to Man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725-0728 가

49 무용 리을춤연구원 제34회 리을무용단
정기공연 < 時間(시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905-0908 가

50 무용 링카트(LINKART) 정류장;Encounter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326-0330 가

51 무용 아지드현대무용단 inter-hall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731-0803 가

52 무용 원댄스프로젝트그룹 Partner Ring ? 관계
속 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530-0602 가

53 무용 춤판 야무 나로서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604-060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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