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인천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 네트워크 아시테지 in 인천] 

공식초청작 발표

‘2022 아시테지 in 인천’ 의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초청작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낱말공장나라 이야기꾼의 책공연 김형아

내 친구 송아지 인형극연구소 인스 신인선

늙은 개 극단 나무 기태인

목 짧은 기린 지피 사단법인하늘에 문경수

수상한 외갓집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정가람

상상력극장 삼양동화 해의 아이들 유정민

안녕, 도깨비 극단 로,기,나래 배근영

어딘가, 반짝 비영역공작단 이지민

오필리아의 그림자극장 극단 은세계 이동준

자전거여행 극단 상상창꼬 김종갑

파란 나무 극단 노뜰 원영오

해피 해프닝 공간 서커스살롱 서상현

                                                          ※ 공연명 가나다순정렬

  

  ■ 야외공연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극단 문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박영희

작은극장 H 무니의 문 한혜민

                                                 
※ 공연명 가나다순정렬



■ 심사 총평

2022년 처음으로 열리는 인천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 네트워크 아시테지 in 인천은 인천광역시 10개 공공

극장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 Korea 아시테지코리아)가 연합하여 본 사업을 기획 

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인 인천지역 내에서 양질의 예술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정적인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공공극장과 민간이 그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통 접할 수 있는     

축제의 형태가 아닌 인천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공연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네트워크, 그런  

쉽지 않은 시작점에 참여해 주신 총 124개 단체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20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심사는 예술감독을 포함 5인의 작품선정위원들로 구성하였으

며, 2월 21일부터 지원 서류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선정위원을 2개조로 구성하여 조별 60작품을 개별 심의 

하였고, 1인 10작품 내외로 추천 받은 작품을 교차 심의하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추천된 20작품을 1차로 

선정하고 선정 위원들 간의 열띤 심의를 거쳐 최종 14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작품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창작초연이 아닌 재연작품이 공연되는 네트워크인 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 많았으며, 특색이 다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도 많아 선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품선정위원들은 작품의 우수성은 물론 10개 공공

극장의 희망 장르, 대상 연령층, 공연장의 규모에 따른 다양성과 극단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첫   

회의 협업사업인 만큼 마지막까지도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검증된, 훌륭한 경력을 보유한 예술

단체의 좋은 작품들도 많았고 작품의 실험성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작품도 많았으나, 한정되어 있는 규모와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할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점 단체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정점에 가까운 확산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 창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에 경의를 표하며 이 행사가 매년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2년 3월 14일 

아시테지 in 인천   예술감독 김영배 

작품의 성격 혹은 장르 신청 작품 수 선정 작품 수

연극(희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극양식 43 8

오브제,인형극(순수,복합인형극,오브제,그림자극) 13 5

넌버벌연극, 광대극 6 -

마임,마술,서커스,넌버벌퍼포먼스 14 1

음악(국악,틀래식,오페라 등 음악공연) 29 -

전통연희(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극적 공연) 13 -

무용(순수 춤 공연, 댄스씨어터) 3 -

청소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