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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테지 코리아

1982년 설립된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이하 아시테지 코리아)는

국내 170여 아동·청소년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고 있다.

아시테지 코리아는 79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본부의 15개 이사국 중 하나로, 

또 다른 아시아의 이사국인 일본 본부(ASSITEJ JAPAN)와 함께 유럽 중심의 아시테지 활동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아시아 아동청소년연극의 선도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에 ‘제14차 아시테지 세계총회 및 공연예술축제’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아시테지 코리아는 국내 아동청소년연극의 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서울어린이연극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세계아동청소년연극의 날 기념행사’, ‘지역아동극축제’, 

‘서울 아동청소년공연예술마켓(K-PAP)’, ‘아동청소년극 포럼 발간’, ‘교사를 위한 워크숍’, ‘아동청소년연극교실’,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및 체험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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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982, ASSITEJ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Korean
Theatre for Young Audiences (TYA)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networking.
With around 170 members including theatre companies, playwrights, critics, producers, and
researchers, ASSITEJ Korea has worked to strengthen the social capacity of arts and cultu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o provide young audience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and high quality arts and culture.

ASSITEJ Korea is currently one of the 15 executive committee members of ASSITEJ International.
Along with another executive committee member in Asia - ASSITEJ Japan, ASSITEJ Korea has
extended and expanded the activities of ASSITEJ International into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outside of Europe where the main focus used to be.

ASSITEJ Korea founded and has hosted Seoul Children's Theatre Awards since 1992. Every year,
ASSITEJ Korea holds the 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in Seoul, Celebration of World Day of Theatre, and Korean Performing Arts Platform for
Children and Youth(K-PAP). ASSITEJ Korea also organizes theatre workshops for teachers and
children, publishes the annual ASSITEJ Korea Journal (formerly Theatre and Education) and
organizes children's theatre tours to culturally aliena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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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테지

세계본부

아시테지(ASSITEJ)는

불어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Théâtre pour l'Enfance et la Jeunesse 의 이니셜을 따온 말로써, 

영어로 옮기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이며, 한국어로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이다. 

아시테지 세계본부는 1965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전 세계 7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4,000명이 넘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공연 단체 및 예술인이 각국의 아시테지 협회(National Centre)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연극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긴밀한 관계 속에 각종 정보교환 및 공연 교류를 펼치고 있다. 

정기총회(Congress)는 3년에 한 번, 연례미팅(Artistic Gathering)은 총회가 없는 해에 매년 진행된다. 

차기 총회 및 연례미팅 개최장소는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지역네트워크 활동으로 아시테지 아시아 미팅(ASSITEJ Asia Meeting)을 연 1회, 희망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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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TEJ

International

ASSITEJ unites theatres,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throughout the world who make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SSITEJ is dedicated to the artistic, cultural and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cross the globe and advocates on behalf of all children regardless

of nationality, cultural identity, abil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ethnicity, or religion. ASSITEJ

brings people together so that they can share knowledge and practice within the field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order to deepen understandings, develop practice,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strengthen the global sector. The members of ASSITEJ are national centres,

professional networks, and individuals from around 100 countries across the world.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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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장 고문 자문위원회

분과

기획사업공연예술교육국제교류 학술연구 회원행복

시·도지회
(인천, 경기)

사무국

사업운영국제교류 홍보·마케팅 총무



캐릭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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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지 (TEJ)

“3월 20일(세계아동·청소년연극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공연을 좋아하며, 전세계 아이들이 연극을 즐기며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친구 지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면 깨어나는 테지,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릴 때마다 동글동글한 얼굴이 생기고, 동글동글한 배가 생기고, 동글동글한 손이랑 발이랑 차례차례 생겨난다.

동글동글한 지구본을 들고 다니며 기분이 좋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마가 반짝반짝 빛난다.

매일 아침 신중히 옷을 골라 입는데,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르고 테지만 안다. 멋쟁이라 나비넥타이는 꼭 빼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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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1월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는 겨울철, 아동·청소년들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매년 겨울방학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문화체험 축제로, 

관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이라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어린이연극상’ 수상작을 포함한 국내 우수작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내 작품의 해외 시장 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제16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부터 예술 감독제를 도입하고, 배요섭 예술감독 중심으로 축제를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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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아동청소년 예술공연

플렛폼!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in Seoul

#January

ASSITEJ Korea has been hosting the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in Seoul since 2005

in order to revitalize Korean children's theatre every Winter.

During every winter vacation, 

ASSITEJ Korea provides family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Since 2012, the Winter Festival has introduced outstanding Korean TYA

to international festival directors and promoters including performances

which have received the Seoul Children's Theatre Award (SCTA),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distribution of Korean children's theatre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between artists.

For the upcoming Winter Festival in 2020, Yosup Bae, director of the performance Group TUIDA,

will join as the artistic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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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어린이연극상 Seoul Children’s Theatre Awards

1992년 처음 시작한 국내 유일의 아동청소년 연극상으로, 

아동청소년연극의 교육적 효과와 국내 아동·청소년 연극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상. 

그동안 이 상을 받은 작품들은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하여 전 세계의 아동극 축제에 초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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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동청소년공연예술 플랫폼

2018년부터 시작된 K-PAP(Korean Performing Arts Platform for Children and youth)은

해외 기획자나 예술감독들에게 우수한 국내 아동청소년 연극을 선보여,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동청소년연극을 위한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매년 20여 개 국가의 해외 기획자와 예술감독, 국내 지역 기획자들이 방문하는 등

‘아동청소년연극 아트마켓’의 기능을 해왔으며, 매해 2~4편의 작품이 해외나 지역으로 초청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국내 단체들이 참여하는 ‘겨울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국내와 해외 예술가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강화했다.

해외 예술가와 국내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워크숍, 콘퍼런스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창작활동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Korean Performing Arts Platform for Children and Youth, K-PAP, 

is organized to present outstanding Korean TYA to international presenters and promoters

and to contribute Korean theatre companies going abroad.

K-PAP has been hosted during the Winter Festival and directors and promoters from 20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attended K-PAP to make a cultural exchange network.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networking events are programmed to provide K-PAP participants

with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and cooperat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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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7월해외 우수공연 총 집합 !

한국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제 예술 공연축제

1993년 시작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는

1995년부터 해외 우수아동극을 초청하여 국제공연예술제로 면모를 갖추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세계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예술성 있는 작품들로

어린이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문 공연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25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극뿐 아니라 무용극, 음악극, 오브제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워크숍, 전시 등으로 구성된 축제에 총 30만 명의 관객이 함께하였고,

4년 연속(2014~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평가 A등급(최고등급) 선정,

2018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 S등급을 받아

국내 최고의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 제27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2020년 여름방학에 찾아갈 더욱 흥미로운 제28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약 7월 3째주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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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July

Recognized as the biggest performing arts festival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Korea,
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here in after called Summer Festival) has been running since 1993 and 
presents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TYA.

ASSITEJ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genres of theatre
including dance, music theatre, object theatre, workshop and exhibition. 
More than 300,000 people have visited the Summer Festival
over the last 25 years.

The Summer Festival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prestigious TYA festival in Korea
receiving a rating of "A (Very Good)" from Arts Council Korea for five 
consecutive years - 2014, 2015, 2016, 2017, and "S (Very Good)" in 2018.

In 2020, the 28th 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will be held between July 22 and August 2.

14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지역아동극축제

#10월~11월

15

2008년부터 운영하는 ‘지역아동극축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아시테지 코리아가 함께 예술체험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문화 소외계층 순회 프로그램이다. 

그간, 연극, 뮤지컬, 넌버벌, 인형극, 오브제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체험 프로그램, 워크숍,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단체와 지역 어린이들의 합동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연극잔치

#11월

16

1992년부터 26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어린이연극경연대회.’

정한룡(연우무대 예술감독)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어린이연극잔치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

2019년부터 아시테지 코리아와 한국교육연극학회가 공동주최로

‘전국 어린이연극잔치’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 연극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정서적 쉼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놀이’를 회복시켜 ‘어린이다움’을 찾게 하고

나아가서 ‘사람다움’을 일깨우는 체험을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연극동아리(연극반)의 발표의 장이다.

전국 지역별 경연이 있고 본선에서는 금은동의 상이 수여되며, 영예의 금상은 문화체육부장관 상의 훈격이 주어진다. 



세계 아동청소년

연극의 날 #3월
The World Day

of Theat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17

매년 3월 20일은

2001년 아시테지 세계본부(ASSITEJ International)가 지정한 ‘세계 아동청소년연극의 날’이다.

전 세계 아동청소년 연극인들은 이날을 전후로 “아이들을 극장으로 (Take a Child to the Theatre)” 라는 캠페인을 벌여

더 많은 아이와 부모들을 아동청소년연극 공연장으로 이끌고, 그 동안의 활동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아시테지 코리아에서도 2001년부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아시아

아동청소년극

축제연맹
Asian

Alliance of

Theatre Festivals and

Theatres for

Young Audiences

18

아시아아동청소년극축제연맹(Asian Alliance of Theatre Festivals and Theatres for Young Audiences, ATYA)은

아시아 아동청소년 연극 축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수한 작품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연극 축제를 개최하는 아시아 도시들이 결성한 국제교류기구이다.

아시테지 코리아(서울)는 타이베이, 오키나와, 상하이와 함께 주축이 되어 2004년 아시아아동극연맹을 발족하고,

2007년 아시아아동극축제를 개최하는 등 핵심 멤버로 꾸준히 네트워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동청소년극

포럼

ASSITEJ Korea 

Journal

19

1984년 <연극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간행물로서 발행되었다

이후 제12집을 끝으로 휴간되었다가 2015년 <아동청소년극포럼> 으로 재창간되어 매년 12월 발간하고 있다.

당해 년도에 주목할 만한 작품 혹은 이슈들에 대해 게재하며 한국 아동청소년연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인식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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