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7편

연번 장르 신청자/단체 프로그램 일시 장소

1 연극 SPAF 극단 하땅세 SPAF-뒤렌마트의 파우스트 10.7-8/10.11-12
소월아트홀(7-8)

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11-12)

2 연극 SPAF-드림플레이 SPAF-알리바이 연대기 10.9-11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3 연극 SPAF-떼아뜨르 노리 SPAF-그녀의방 시즌3 <노크하지 않는 집>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4 연극 극단 동 투명인간 10.4-12(10.6 제외) 남산예술센터

5 연극 두산아트센터 1984(미정) 10.4-12(10.6 제외) 두산아트센터 Space111

6 연극 명동예술극장 반신 10.4-5 명동예술극장

7 연극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어린이체험연극 <할망> 10.8-11 충무아트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8 연극 성북동비둘기 자전거 10.4-12 홍익대학교대학로아트센터 소극장

9 연극 쇼플레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4-12(10.6 제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0 연극 씨어터 백 봄이 오면 산에 들에 10.10-12 상명아트홀 2관

11 연극 ㈜투비컴퍼니 엄마는 안 가르쳐줘 10.4-5, 10.11-12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12 뮤지컬 우란문화재단 쎈스 공동경비구역JSA 미정 미정

13 뮤지컬 LG아트센터 뮤지컬 <보이첵> 10.9-12 LG아트센터

1 무용 SPAF-김용걸 / 김경영 SPAF-Inside of truth 무림강호 10.12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2 무용 SPAF-김판선 / 김성용 SPAF-솔로이스트 1 10.5-6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3 무용 SPAF-댄스씨어터 창 SPAF-봄의 제전 10.10-11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 무용 SPAF-이정윤 / 김재승 SPAF-솔로이스트 2 10.7-8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5 무용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4회 코리아 댄스 플랫폼 10.7-8 M극장

6 무용 댄스시어터 4P 사물의 본질 10.10-11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7 무용 모다트 감정공간 10.4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8 무용 모던테이블 웃음 10.8 LIG 아트홀(합정)

9 무용 사)창무예술원 2014 내일을 여는 춤 10.4-12 홍대 포스트 극장

10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힙합의 진화 Ⅷ 10.10.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11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마더보드 프로덕션 <대홍수> 10.11.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12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피터 암페&길에르메 가리도/캄포 <나는 너를> 10.12. 서강대학교 메리홀

13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덴마크 댄스시어터 <블랙다이아몬드> 10.12.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14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후즈 넥스트 1 10.7.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2014 서울아트마켓 팸스링크 1차 모집 결과

  연극 및 뮤지컬

무용



15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우리춤빛깔찾기 19 10.8.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16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그린회의 무용단 <남자 그리고 말러> 10.8. 서강대학교 메리홀

17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후즈 넥스트 2 10.9.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18 무용 서울세계무용축제 한국검무전 10.9. 서강대학교 메리홀

19 무용 수잔나리오넨 컴퍼니 Shacoda 10.7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20 무용 춤 창작 집단 진토 눈치 채줘! 10.4-5/10.11-12 미정

21 무용 황미숙파사무용단 <붓다, 일곱걸음의 꽃> 10.5, 10.12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다목적홀

1 음악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케이펩 컬렉션 미정 미정

2 음악 남산골한옥마을 국악당 평롱[平弄]: 그 평안한 떨림 10.4-12(10.6 제외) 남산골한옥마을 국악당

3 음악 박준면 아무도 없는 방 10.9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4 음악 서울시립교향악단 2014 아르스 노바 III : 체임버 콘서트 '축제' 10.10 세종 체임버홀

5 음악 소울 사운드 코리아 소울 사운드 코리아 페스티벌 10.4-5, 10.9-12 광화문 외

6 음악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인천 아라리 10.4-5 조계사 전통예술극장

7 음악 ㈜잔다리컬처컴퍼니 잔다리 페스타 2014 10.10-12 홍대 앞 30여개 공연장

8 음악 코리안뮤직프로젝트 한국의 현대음악 10.8 일신홀, 서울 한남동

9 음악 해어화 퓨전국악해어화 미정 미정

1 다원 한국거리예술센터 거리예술장터 10.10-11 선유도공원

2 연극, 다원 푸른달 푸른달 레파토리 쇼케이스(가제) 10.4-12 대학로 푸른달극장

3 연극, 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전시센터
세자매, 나른한 오후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향해

끝없이 달리는 너의 시간에 고마워해, 광대의 탈
미정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 교사) 중극

장 / 소극장 / 스튜디오 (예정)

4
음악, 다원(뉴미디어 사

운드 퍼포먼스)
권병준 - LIG 문화재단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가제) 10.9.-10. LIG 아트홀(강남)

  음악

  다원 및 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