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 참가작품 공모
신촌거리예술축제는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예술축제입니다.
<제1회 신촌거리예술축제>는 ‘요새젊은것들’이라는 주제 아래, 신촌 거리를 동시대 예술
가들의 ‘요새’로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8월 31일(토)부터 9월 1일(일)까지 양일간 펼쳐지는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의
키워드는 ‘낭만’입니다. 낭만이 가능하지 않게 된 시대, ‘회상’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낭만을 들여다보고 잃어버린 꿈에 대한 감각을 복기해보려 합니다.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예술가
* ‘신촌’, ‘거리’라는 공간과 맥락을 읽어내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는 예술가
* 건강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예술가
함께 모인 우리의 이야기로 알록달록 빛깔의 울림 되어 물결치는 낭만(浪漫)의 시공간
이 될 신촌을 기대합니다.

1. 축제개요
축 제 명 :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
일

시 : 2019년 8월 31일(토) - 9월 1일(일)

장

소 : 신촌 연세로 일대

2. 참여팀 모집 개요
대상
공모내용

축제 측
지원사항

- 아티스트 10팀 내외
- 신촌 거리에서 선보이기 적합한 형태와 방식의 거리예술 작품 및 프로젝트
-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 기간 중 작품 발표
· 8월 31일(토), 9월 1일(일) 양일간 공연진행
-

축제 기간 작품시연에 필요한 시스템 지원 (음향, 조명 등)
작품 사전 준비에 필요한 연습 공간 제공 (신촌기차역 부근)
프로필 사진 촬영 후 공연팀 개별 포스터 디자인
프로필 작품 원본 제공 (축제 이후)
축제 현장사진 원본 제공
영상팀이 촬영‧편집한 공연영상 풀버전 제공
작품 제작 지원금 100만원 (팀별)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를 통한 공연단체 및 작품 홍보
참여 주체간 뜨거운 네트워킹 그리고 시원한 맥주

추진일정

주요일정

시기

참여 아티스트 신청 기간

6.19(수) ~ 7.5(금)

참여 아티스트 발표
(사전 개별연락 및 협의로 최종 참여여부 확정)

7.11(목)

참여 아티스트 오리엔테이션

7.17(수) 신촌

프로필 사진 촬영 진행

7.15(월) ~ 7.21(일)

작품 장소 및 기술 협의

7월 중순 - 8월 말

축제 공연시간표 확정

8.1(목) (예정)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 진행

8.31(토)~9.1(일)

3. 신청 방법
신청기한
참여팀 범위
신청 방법
인터뷰
참여팀
최종 발표

2019.6.19(수) ~ 7.5(금) 23:59 까지
10개팀 내외
이메일 접수: with@sinchonart.co.kr
- 참가신청서 1부 (양식에 따라 작성)
- 작품소개서 1부 (자유형식)
1차: 사무국 검토 / 2차: 아티스트-사무국 상호 인터뷰를 통한 최종
참여 결정
2019.7.11.(목)
* 최게바라 기획사 홈페이지 공지(www.choiguevara.co.kr)

4. 문의사항
신촌거리예술축제 사무국 정경원매니저 / with@sinchonart.co.kr / 070-8818-8122

5. <제2회 신촌거리예술축제>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총감동: 김형민
드라마터그: 채민
사무국: 강민영 곽상훈 금수민 송정엽 오연화 이도희 정경원 최명철
기획사: 김은혜 박진희 정소진 정지원 차성진
기획단: 김시형 김아리나 김지현 김하경 류서환 박세현 박승원 서정민 손민호 송광찬
양문선 온지원 유지원 윤주은 이인주 이혜지 장원석 정지웅 조경철 지형준 최석우
후원: 서대문구청
협력: 팀플
주최: 최게바라 기획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