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춤터 “2021 차세대안무가페스티벌” 

두리춤터의 “차세대안무가 페스티벌”은 젊은 안무가 육성사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
되었다. 본 기획은 미래 무용계를 이끌어 갈 안무가들의 예술적 역량을 지지·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연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차세대안무가 페스티벌” 참가자에게는 국제교류 및 두리춤터 기획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별첨자료 참조)
- 청춘대로 덩더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원사업) 
- 두리춤터 우수작가전
- 스페인 빌바오 액트 페스티벌
- 싱가폴 M1 Contact Comtemporary festival
- DURI·ACT SHOWCASE 국제전
- 두리 M1 SHOWCASE 국제전

▶ “2021 차세대안무가페스티벌” 사업개요

1. 공연일정 

 - 일시 : 2021년5월1일(토)~5월31일(월)
   장소 : 두리춤터

2. 공연안내

  1) 두리춤터 지원  

    - 극장대관(공연, 리허설), 기획, 홍보, 프로그램, 조명 등

    - 2만원권 60장=120만원

  2) 참가자 경비 : 공연기획 진행비 60만원 (참가자부담)

  3) 참가자          

   - 2일간 2회 공연 (주중 7시30분 주말 6시 공연)

   - 음향 및 영상 플레이어, 무대전환이 필요한 경우 단체(개인)준비    

  4) 공연영상 및 사진 (참가자 부담이며 공연 전 사전 신청바랍니다)          

3. 참가신청

  - 두리춤터 문의 : 02-533-2141  홈페이지 https://www.duritheatre.com/info

  - 참가신청 : e-mail 접수 duri1990@hanmail.net 

              (파일명: 2021 차세대안무가 페스티벌 참가신청서_이름)으로 기재

두 리 춤 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4-29 두리빌딩 (동광로 19길 15)

두리춤터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해가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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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차세대안무가페스티벌 우수자 해택

1. “스페인 빌바오 액트페스티벌” (국제교류)

두리춤터는 ‘스페인 빌바오 ACT Festival’에 국제교류 거점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류를 해오고 있다. 2014년 두리춤터와 ACT Festival은 MOU를 체결하여 빌바오에 거점을 

마련하고 매년 우수작(1작품 이상)을 선발하여 참가시키고 있다. 두리춤터의 우수작은 “스페

인 빌바오 액트 페스티벌” 경연부문에 참가하게 되고, 스페인 빌바오 액트 페스티벌의 우수

작은 두리춤터의 “DURI · ACT SHOWCASE”에서 초청공연을 갖게 된다. 

2. “싱가폴 M1 페스티벌” (국제교류)

두리춤터와 싱가폴 M1 Contact Festival과의 지속적 교류사업으로 2019년도 우수작 
중 1작 이상을 선발하여 싱가폴 M1 Contact Festival에 초청 공연한다.

3. DURI · ACT SHOWCASE (국제교류)

빌바오 ACT Festival ACT-Duri Prize 수상작(해외팀)과 빌바오 ACT Festival 한국대

표팀 을 초청하여 두리춤터 “DURI · ACT SHOWCASE”에서 초청공연을 갖게 된다. 

4. DURI M1 SHOWCASE  (국제교류)

싱가폴 M1 contact 참가작 중 우수작 1작(해외팀)을 선정하여 초청하고 싱가폴 M1 
contact 페스티벌 한국대표팀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된다.

5. “청춘대로 덩더쿵” (두리춤터 기획공연)

청춘대로 덩더쿵은 21세기 전설을 꿈꾸는 젊은 춤꾼들의 무대이다. 재단법인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며 두

리춤터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도전적으로 춤에 매진하는 젊고 패기 넘치는 신

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두리춤터의 ‘청춘대로 덩더쿵’은 우리의 전통을 기반

으로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춤을 재발견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를 도모하고

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 공연 경비 및 작품 제작비 지원 (예정)

6. “두리춤터 우수작가전” (두리춤터 기획공연)

두리춤터 차세대안무가전페스티벌 외 타 극장 우수작과 한국무용제전 “임학선무용
예술상 수상자” 및 소극장 수상작을 초청하여 공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