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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AVA 오스트라바
2015.10.10 토요일
19:00

오스트라바 문화의 집

2015.10.11 일요일
14:00

오스트라바 박물관

2015.10.12 월요일

야나첵 필하모니 (지휘:헤이코 마티아스 포스터) & 김 원 (한국)

한국 전통 미술 – 전시회 및 워크숍

고은 박상정 화백 (한국)의 전시회 및 한국 미술 체험 공방

한국의 명절과 풍습

18:00

한국 문학의 밤

오스트라바 시립

도서관, 중앙 도서관

2015.10.13 화요일
16:00

오스트라바 대학

2015.10.14 수요일
17:00

오스트라바 대학

2015.10.16 금요일
16:00

오스트라바 시립

도서관, 미할코피체 도서관

12. – 17. 10. 2015

찻집 도브라 차이오브나
나로추네호 삐야까

WWW.CKS-KOREA.CZ

한국 전통 무용 - 이경화 & 오연문화예술원 (한국)

15:00

오스트라바 박물관

무료 입장

갈라 콘서트 – 한국의 날 개회식

미리암 로벤슈타이노바 교수 (까를대학교)
모라비안 슬레지안 지역 한국 도서 주간의 개막 – 한국 문학의 체코 번역본 소개
(출판사 ARGO)

미리암 로벤슈타이노바 교수의 현대 한국 문학 강의

문화 행사 : 한국 부채춤 (이경화 & 오연문화예술원, 한국)

한반도: 극동아시아의 현재 과제
야나 하이즐레로바(까를대학교)

한글을 배워보아요: 한국의 문자와 한국어

Lecture by Štěpánka Horáková (King Sejong Institut Prague)

한국으로의 여행

체코 여행가들의 한국 여행 후기 및 사진 감상회

한국 차 주간

품질 좋은 한국 차의 체험

10:00

오빠바 뻬뜨르

베즈루츠 도서관

15:00

9:00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워크숍

16:00

도서관 안의 한국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프리덱-미스텍 시립 도서관

17:00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2015.10.15 목요일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위한 한국 전통 예술 및 미술 체험
출판사 FRAUS의 한국 관련 신간 이북(E-book) 소개

한국을 체험해보세요!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워크숍
한국 음식, 서예, 한국 음악 등의 워크숍

9:00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워크숍

17:00

한국은 어떻게 가나요? – 설명회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2015.10.17 토요일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위한 한국 전통 예술 및 미술 체험
한국 유학, 봉사활동, 취직, 여행 등 개인적인 경험과 후기

14:00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 – 오후 여가 활동

19:00

매밀꽃 필무렵,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 – 영화 상영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12. – 17. 10. 2015

찻집 도브라 차이오브나

한국으로의 여행

한국의 보드 게임 바둑, 격투 스포츠 태권도, 전통 다도 외 기타 프로그램
한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체코어 자막, 상영시간90분)

한국 차 주간

품질 좋은 한국 차의 체험

체코 여행가들의 한국 여행 후기 및 사진 감상회

NOSOVICE 노쇼비체
2015.10.15 목요일

2015.10.14 수요일

노바 스체나 블라스트

OPAVA 오빠바
2015.10.16 금요일

FRÝDEK-MÍSTEK 프리덱-미스텍

체코에서의 삶: 문화와 풍습

모라비안-슬레지안 지역에 거주중인 한국인들을 위한 체코 문화 설명회
(한국어)

TRINEC 트지네츠
10. – 18. 10. 2015
트지네츠 시립 도서관

2015.10.16 금요일
11:00

토론 클럽 TRISIA트지네츠

한국 문학 주간

한국 문학의 체코 번역본 소개 (출판사 ARGO)

동서양의 만남: 한국 문화 VS. 체코 문화
한국, 체코 학생들영어로 진행

Pod záštitou hejtmana
Moravskoslezského kraje
Miroslava Nová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