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날 2015

   2015년 10월 3일과 4일

프라하 나쁘르스뜨꼬보 박물관 (NÁPRSTKOVO MUZEUM)

Organizováno  

s finanční podporou  

Městské části Praha 1

Národní muzeum – 

Náprstkovo muzeum 

asijských, afrických 

a amerických kultur

ORGANIZÁTOR AKCE

2015 년 10월 3일 토요일
10:00 – 11:15 FRAUS 온라인 책 설명회와 워크샵

한국관련 온라인 책이 체코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11:30 – 12:15 세종학당 :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학당 수업 설명회

12:00 – 12:20 해동검도시범 (TAEHAN)

12:30 – 13:20 한국 전통 명상법 강좌

13:40 – 14:40 한국화 전시회와 설명회 ( 고운 박상정 화백 초대전)

15:00 – 15:25 한국의 날 개회식
“박터트리기”와 개회사  

15:30 – 16:15 사물 놀이 : 장고 연주와 탈춤 (박명현과 김보성)

16:20 – 16:30 한국 전통 무용  (TRN V OKU)

17:00 – 18:30 전통 차 내놓기 시연와 맛보기 (LUCIE PEJSAROVA)
인절미 떡치기와  맛보기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10:00 – 10:45 세종학당 :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학당 수업 설명회

11:00 – 11:45            한국 관광과 문화 체험담 나누기  

12:00 – 12:30 태권도 시범회

12:30 – 13:00 인절미 떡치기와 맛보기

13:00 – 13:45 한국화 배우기 (정원 15명)/ 장고 배우기(정원 12명)

14:00 – 14:45 한국화 배우기 (정원 15명)/장고 배우기(정원 12명)

15:00 – 15:30 한국 민요와 노래 공연 (한인 음악단)

16:00 – 16:20 K-POP 공연 (KEP)

17:00 – 17:30 한국의 날 폐회식 
전통 혼례

18:00 – 20:00 PONREPO CINEMA/ 한국 에니메이션 상영(HTTP://NFA.CZ)
매밀꽃 필무렵,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  
“연필로 명상하기” 제작. 국제 에니메이션 영화제 상영
입장료: 80czk(어른) 70czk (할인) 50czk (아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기
장고 배우/한국화 배우기 (유료이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
붓글씨로 이름과 명언 써보기/ 한지 놀이 (정원)
인절미 만들기 / 온라인 책 체험 - FRAUS

정원에서
한국 찻집 /종이와 글씨/맛집/구멍가게 - 수익금은 북한 장애인 아동 돕기 쓰임
김치 집/책방

놀이
스마일 상 자 (한컷 찍어요 ),    전통 놀이   ( 윷 놀이, 제기 차기, 널 뛰기 등 )

체코-코리아 협회는 여러분을 한국의 날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장료 무료.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장료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