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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볼까마술즐길까가정의달 5월 풍성한문화행사

도심속가족문화인형극축제 아트드림인파크

가 공연일번지 소극장(광주시 동구 금남로 2189)

과금남공원에서 25일펼쳐진다

교육극단 파랑새가 2017 생활문화예술활동단

체지원사업에 선정돼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광주

시 광주문화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희망문화협

동조합등이후원한다

공연일번지에서는 가족뮤지컬 아름다운 선물(2

일오전 11시오후 2시 3일낮 12시오후 4) 가족극

속임수에걸린꾀보토끼(4일낮12시오후4시 5일

낮12시오후2시)를선보인다 아름다운선물은가

난이싫어집을나간주인공 뭉치가아기토끼의엄

마를찾아주는여정을통해부모님에대한사랑과가

족의 정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속임수에 걸린 꾀

보토끼는거북이와의달리기시합에서진토끼가영

리해지는 열매인 지트재트열매를 찾아 나서는 이야

기를통해겸손과진정한용기를전한다

또 금남공원 숲 무대에서는 3일 거리인형극 토

끼 뻥튀기(오후 13시)와 마술공연을 즐길 수 있

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거리인형극 악어꾹꾹도

오리가족(오후 13시) 마술공연이열린다

행사기간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야외체험부스

를 운영한다 버블버블체험 자석낚시터 포토존

번개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514432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은 5일 2017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여행을준비했다

참여놀이 8종 체험이 가능한 LIVE 버라이어

티 공연애들아 놀자와 키다리 삐에로와 함께하

는 풍선아트 체험 다이노 타임움직이는 공룡

과포토타임 등이진행된다

또한 아트 솜사탕 및 뻥튀기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오후 1시

가족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하고

오후 4시부터는 마술&버블공연클라운 제로

(Clown Zero)를선사한다마술&버블공연은홈

페이지에서사전예약제로참여할수있다 무료참

여 문의 0625707025

광주시립미술관도 같은날 오후 2시부터 5시까

지 광주시립미술관과함께하는신나는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야외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

지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비누방울 등 다양한

체험을할수있다

농성동에자리한하정웅미술관에서는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를 주제로

전래놀이와 탈춤 배우기 풍선아트를 운영한다

또 시립사진전시관에서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

으면즉석에서포켓사진으로출력해주는 사진으

로즐겨요행사를기획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소리

를 그리는 학교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

디어아트작가와함께하는전시관람 체험학습으

로구성된다

미디어338에서 임용현윤일석(폴바주카)가 현

재진행중인참여형미디어아트전시 SIGNAL

을 설명한다 체험학습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연필로그림을그리면그림이음악으로변하는미

디어아트 체험 교육이다 연필로 그린 그림이 진

하고 연하고 길고 짧은 정도에 따라 소리가 변화

하는방식이다

교육은 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등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50분이 소요된다 회당 10명씩 선착

순모집 참가비무료 문의 0626707493

그밖에 광주시립도서관들도 풍성한 행사를 준

비했다 무등도서관은 풍선으로 강아지 모자 등

을만들어보는 신나는요술풍성만들기와도꺠비

캐릭터포토존을운영한다 사직도서관에서는 이

상한 나라 앨리스 동화 구연과 그림책 원화 전시

에 참여할 수 있다 산수도서관에서는 해오름놀

이 제기만들기체험활동인 얘들아 모여라전래

놀이열렸다행사를연다

염주실내빙상장은 무료개방을 비롯해 쇼트트

랙시범 페이스페인팅포토존등을선보인다문

의 0626006671 김용희기자 kimyh@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Fun 3를 3일부터28일까지연다

올해 3회를 맞는 HowFun 행사는 빛의 숲에서

즐기는 예술과 체험이 접목된 놀이터를 주제로 공

연전시체험이어우러지는융복합형축제다

ACC 예술극장과 어린이극장에서는 개막 초청작

인스페인 Ananda Dansa(아난다단사) 극단의 Pi�

noxxio(피노키오67일극장2)를비롯해ACC창

제작극 Treasure Hunters(트레저헌터스57일

극장1) 깔깔나무(1314일) 작은악사(2021

일) 베이비드라마 달(2428일 이상 어린이극장)

등공연을선보인다

5일부터 7일까지는어린이영어뮤지컬 시아와친

구들트레저 헌터즈(Treasure Hunters)를 극장1

에서공연한다

모든대사와노래를영어로하며즐겁고흥겨운춤

을 선보이는 뮤지컬이다 영상 드론 랩 비보잉 등

흥미로운볼거리들을통해영어에익숙하지않은어

린이들도쉽게즐길수있다전석 1만5000원

문화창조원복합56관은예술놀이터로변신한다

손봉채이이남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체험 소원을

말해봐 오화진작가의 달콤새콤시원 체험전 크라

운해태키즈뮤지엄의 대표 창작프로그램 과자얼굴

만들기가진행된다

또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미디어 실험실 그림책스

토리텔링 어린이체험관워크숍등을진행한다

37일에는 어른들의 흥을 돋워줄 하우 펀 나이

트가 아시아문화광장에서펼쳐진다 56일 오후 7

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는 공연 펀펀 뮤직에

는 볼빨간 사춘기 불나방스타소세지클럽 브로

콜리너마저(이상 5일) 프롬 신현희와 김루트

김반장과 윈디시티 술탄오브더디스코(6일)가 출

연한다 오전 10시부터는먹을거리와각종공예품을

구매할수있는 펀펀푸드&마켓이함께운영된다

이외에도캐나다일본아르헨티나등 6개국 40여

개팀이참여해거리공연을선사한다 벨기에 씨어

터 톨과 라퍼커션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서커스

마술 등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역팀도 술

래소리 인수화풍등을무대에올리며함께어우러

진다

한편 축제기간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

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이 26일 진행된다 콜

롬비아 최초 예술대안학교 몸의 학교의 교육철학

과방법론의직접듣고체험해보는시간이다 27일에

는 ACC 우수콘텐츠와아르떼의우수콘텐츠를모아

체험행사(ACC 문화창조원 복합 56관 로비)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wwwacc

gokr)에서확인할수있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본마임코미디단체 to R mansion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이 풍성한 축제를 마련했다 연

극 마술쇼 미디어아트 교육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프로그램들을소개한다

지난해어린이날국립광주박물관에서어린이들이버블쇼를즐기고있다 국립광주박물관제공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어린이날다채로운체험행사극단파랑새 아트 드림인파크

공연일번지 25일

가족뮤지컬공연

35일 금남공원선

마술공연거리인형극

가족뮤지컬 속임수에걸린꾀보토끼

아시아문화전당 328일 하우펀 행사

공연전시체험어우러진융복합문화축제

37일 하우펀나이트 유명 밴드콘서트

광주박물관시립미술관도서관

문화재단은미디어아트체험학습

볼빨간사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