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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개요
가. 출장목적

ㅇ 2020년 5월 <신과함께_저승편>과 <신과함께_이승편> 대만 웨이우잉국가
예술문화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위한 기술협의 및 극장 답사
ㅇ <신과함께_저승편>과 <신과함께_이승편> 공연 추진 관련 업무협의
ㅇ 대만 가오슝 현지 투어 관련 숙박 및 교통 등 현지 세부 조사

나.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2019년 7월 21일(일) ~ 23일(화) / 2박 3일
ㅇ 방문지역: 대만 가오슝 /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센터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 Weiwuying)
ㅇ 출장인원: 총 5명 / 권호성 예술감독, 최정원 기술감독, 주미석 제작PD, 문진애
제작PD, 김은솔 국제교류담당

다. 출장일정
일자

시간

장소

7/21
(일)

20:45-22:40

인천국제공항

7/22
(월)

10:00-12:00
13:30-18:30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
센터

7/23
(화)

15:50-19:45

가오슝국제공항

일정
인천-가오슝
공연장 투어
기술협의 및 투어 미팅
가오슝-인천

2. 주요 일정별 업무수행 내용
가.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센터 극장 기술답사

ㅇ 일 시: 2019년 7월 22일 (월) 10:00~12:30
ㅇ 장 소: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센터
ㅇ 주요내용: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센터 투어 및 오페라하우스 기술사항 확인
- 장치반입구, 무대 방화벽, 콘솔, 객석 시야방해석, 배턴,
조명, 분장실, 연습실, 직원식당, 편의시설 등 확인

나. 2020년 투어공연 기술사항 및 조건 협의 미팅

ㅇ 일 시: 2019년 7월 22일(월) 13:30~18:30
ㅇ 장 소: 웨이우잉국가예술문화센터 회의실 3022호
ㅇ 참 석 자: Elise Lin 공연기획국장, Jack Kuo 제작감독 외 10명, 권호성
예술감독, 최정원 기술감독, 주미석 제작PD, 문진애 제작PD,
김은솔 국제교류담당
ㅇ 주요내용: 기술장비 확인, 투어공연 세부 조건 및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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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성과 ․ 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ㅇ 대만 웨이우잉 국가예술문화센터와 2020년 상반기 기획공연으로 <신과함께_
저승편>과 <신과함께_이승편> 동시 초청함에 따라 각 파트별 기술협의 진행
ㅇ 실질적인 투어 공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답사를 통해 공연장
및 시설 확인, 기술사항 협의, 투어 조건 협의, 현지 숙박·교통 및 편의시설 점검
ㅇ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2020년 5월 투어를 위한 실무적으로 필요한 공연장의
환경과 정보를 확인하였고 기술사항 및 투어조건 협의 등 상당 부분 논의를
하였음
ㅇ 향후 2020년 투어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업무협의 지속 추진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