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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문화나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추석 연휴 아시아 문화체

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8시 예술극장1

야외무대에서 ACCinema프로그램으로 1957년작

이국정원을상영한다 한국홍콩합작한가장오래

된컬러극영화이다중국미녀가수와한국작곡가의

만남과사랑을그린작품이다 현장에서더빙연기와

노래음향효과실연과라이브연주를선보인다

1418일(오전 10시오후 6시)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과 야외에서 공간에서 두근두근 컬쳐랜

드를 무료로 운영한다 몽골 인도 중국 태국 등

아시아각국놀이 음악 주거 상징물을공연 체험

등을통해배울수있다 또오후 2시 4시두차례과

학콘서트 요요박사와 깡통로봇 등 공연도 선사한

다 그밖에 어린이극장에서는 라따뚜이 등 명작

애니매이션을 상영하고 야외마당에서는 머리핀만

들기 달 공작소 등 체험과 전통놀이를 진행한다

문의 18995566

2016 광주비엔날레도 다양한추석이벤트를마

련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올해 행사는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11월6일까지

무휴로운영된다

인증샷 찍고예술의섬나오시마가있는카가와

현으로 GoGo 행사가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다전시관안에서가족연인 친구와 셀카를찍고

본인페이스북등 SNS에올린후스크린샷을찍어

광주비엔날레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된다 추첨을

통해인천카가와현왕복항공권(2명) 변칙판타

지 공연 티켓(4명 각 2매씩 10월59일 서울남산

예술센터) 광주비엔날레 EIP 에코백(4명)을 제공

한다 또 1416일 한복 착용 관람객에 한해 특별

할인 가격(성인 4000원청소년 2000원어린이

1000원)으로전시관람이가능하다 15일추석당일

에는 광주비엔날레 선글라스를 낀 한복맨을 찾아

라 이벤트가마련돼선착순 20명 대상으로광주비

엔날레입장권과머그컵을증정할예정이다

14일오후 4시예술의거리전역과 17일오후 3시

비엔날레광장에서는김광철예술가가퍼포먼스를

한다 문의 0626084393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비엔날레특별전을만날수

있다 1전시실에서 한국대만현대미술전 Life in

Between Delight and Discomfort(기쁨과 불편

함사이에서의삶)가열리고있다 한국작가 8명 대

만 8팀(9명)이참여해과학기술발전과인간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 설치 회화 등 22점을 선보

인다 당신은 안무가입니다 소리벽경적들 등

부담없이즐길수있는작품이전시된다

3전시실에서는 정영창전을 감상할 수 있다 재

독작가 정영창씨는지난 1983년 독일로 유학을 떠

난 이래 30년간 뒤셀도르프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먹과 아크릴물감을 섞어 그만의 기법으

로 표현한 검은색 배경에 해골 덕혜옹주 체르노

빌 카미카제 등 다양한 소재를 등장시켰다 3국에

서바라본한국과평화에대한시각을보여준다 문

의 0626137143

전시를다봤다면광주시립민속박물관앞마당으

로 가보자 1418일 한가위 민속문화 한마당이

펼쳐진다 연휴기간굴렁쇠굴리기팽이치기 제기

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딱지치기 등 어린아이뿐

아니라어른들도함께즐길수있는민속놀이체험

을즐길수있다 또절구질맷돌돌리기등전통문

화체험도마련한다

추석날(15일)과 그 다음날(16일)은 공예체험 송

편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또 1517일 농악판소

리한국무용난타 공연 사자춤말뚝이춤사물놀

이강강술래등신명나는민속공연을선사한다 문

의 0626135363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각종민속체험을즐길수

있다 14일부터 18일까지 2016 한가위 우리 문화

한마당을개최한다

연휴기간도롱테굴리기칠교놀이투호팽이치

기등다양한전통놀이를체험할수있다

또 16일 조선시대 양반놀이(쌍륙 승경도)와 17

일 모래 그림 체험마술공연 낙하산 놀이 제기만

들기포함등다채로운프로그램을준비했다

교육관대강당에서는오후 1시 오후 3시 두차례

암살 박물관이 살아있다 검정고무신 등 영화

를상영한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gwangjumuseumgokr)에서확인할수있다 문

의 0625707021

레오나르도 다빈치타임머신 특별전이 열리

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은 추석 연휴 특별 할인과

체험등다양한이벤트를준비했다휴관일(15일)을

제외한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상설전시관입장

료를 50%할인한다

게릴라이벤트에서는다양한상품을걸고흥미진

진한게임도한다 대형보름달현수막에소원을적

고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

정한다 또 윷놀이와 팽이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을비롯해송편모양비누만들기 제기만들기

등도진행한다 문의 062960621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15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에서열리는 이국정원라이브더빙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제공

전시공연보고민속놀이까지오감으로즐겨볼까

최근광주시북구임동주민센터에서열린추석맞이 2016개사랑의송편만들기행사부대행사로마련된전통놀이에서꿈나무지역아동센터아동들과부녀회원

들이한복을곱게차려입고윷놀이를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15일 이국정원라이브더빙쇼

1418일 두근두근컬쳐랜드

과학콘서트요요박사와깡통로봇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1418일 한가위민속한마당

1516일공예체험송편만들기

국립광주박물관

16일 조선시대양반놀이

17일 모래 그림 체험마술공연

낙하산놀이

국립광주과학관

보름달에소원적기선물추첨

1418일 일본 카가와현 항공권

증정이벤트

14일예술의거리 17일비엔날레

광장김광철예술가퍼포먼스

민족대명절추석을맞아광주전남곳곳에서풍성한문화행사가열린다올해는 2016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등 미술축제가눈에띈다 또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전남도농업박물관등에서도다채로운행사가펼쳐진다

문화전당서한밤의더빙극장다양한아시아문화체험

비엔날레항공권이벤트광주과학관입장료 5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