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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정

테스트 이벤트 경기 일정

전시일정_
개관시간_

2017. 2. 14화 - 2. 19일
09:00 - 22:00 관람시간_ 10:00 - 22:00

일정_

일정_

2017. 2. 14화 - 2. 19일

09:00 - 22:00
1. 눈사람만들기
2. 잉어(물고기) 만들기
3. 플라워 리스 & 바스켓
4. 사진촬영 즉석인화
단체예약_
예약인원_

2017. 2. 9 - 2. 12
강릉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강릉겨울퍼포먼스페스티벌
축제장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체험일정

개관시간_

강릉 겨울퍼포먼스 페스티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
공을 염원하며, 강릉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신명나는 축
제입니다. 테스트 이벤트 경기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
틀 버스를 운행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챔피언십
장소_

전시일정_

스셔틀버

사
연계행

체험시간_

장소_

13:00 - 20:00

2017. 2. 16 - 2. 19
강릉아이스아레나

30분 간격
3.5 km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일정_
장소_

강릉아이스아레나경기장

2017. 2. 16 - 2. 26
강릉컬링센터

요금_

무료

2. 16(목) - 19(일) <4일간>
13:00 - 21:00 / 30분 간격
장소_ 강릉대도호부관아
(강릉겨울퍼포먼스페스티벌 축제장)
강릉아이스아레나경기장
(테스트이벤트경기장)
일정_

033.652.7145
10명 - 20명 이하

문화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 페스티벌
일정_

공연일정

장소_

2017. 2. 9 - 2. 19
강릉(올림픽파크, 해람문화관, 단오문화관)

공연일정_

강릉컬링센터

강릉올림픽파크

평창비엔날레&강릉신날레

2017. 2. 18토 - 2. 19일

2017. 2. 3 - 2. 26
장소_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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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임당생활문화센터)
대도호부관아 / 명주예술마당 / 명주동일대

www.gnperformancefestival.co.kr

일정_

출연진_

·브라스퀸텟 쇼 ·청소년플루트앙상블
·어쿠스틱 다솜 ·청소년무용단
·요하네스 스트링 콰르텟

주차장
-

평창겨울음악제

무료_ 행사장

2017. 2. 15 - 2. 19
장소_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일정_

유료_ 시내

인근 남대천 둔치, 해람중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길위의
신명,
올림픽의
시작

소셜서비스 다양한 컨텐츠를 웹에서 확인하세요!
주최

-

오시는 길
총괄 박선자 연출 안재현 조연출 정효수 진행 엄재정 조형물작품제작 미술

blog.naver.com/gnperformance

협회(김문기·강승구·김소선·최종훈작가) 아트배너·설치미술·영상전시
(140점) 미술협회·사진작가협회·문인협회·화예협회
임당생활문화센터

강릉대도호부관아
객사문
사거리

설치지원 자작나무

공방·이경운 체험운영 미술협회·화예협회 운영요원 문인협회(김일남, 정
옥천
오거리

홈플러스

원교·유금숙·정계원) 공연 음악협회·연극협회·연예예술인협회·무용
협회·문인협회·강릉예총청소년예술단 아트체험진행 이시원·박정미·장

실행

www.facebook.com/gnperformancefestival
www.instagram.com/gnperformance

세비 설치 김우범 기록사진 사진작가협회(박옥렬·김부오·전병무·정완수)
인증촬영 김숙희 영상 영상시대 온라인(홈페이지) 넷피아 시공 (주)라인광고
협력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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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강릉겨울퍼포먼스페스티벌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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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강릉겨 페스티벌
스
퍼포먼 리
거
문화의 문화센터
활
임당생
램
프로강그
릉예총
관
행사주

전시 -

2월14일~2월19일 | 오전10시-오후10시

아트배너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곳
자연, 문화, 역사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가득한 강릉의 아름다움을 문화의 거리에서 만나보자.

체험 -

2월14일~2월19일 | 오후1시-오후8시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크고 작은 눈사람을 거리에 수놓는다.
눈 오는 겨울, 추억 속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공연 -

2월18일~2월19일 | 오후2시 ~ 오후5시

2월 18일(토) 오후 2시~
요하네스 스트링 콰르텟 - 14:00
바이올린_

이성만, 정하린 / 비올라_ 성정인 / 첼로_ 이수완

청소년플루트앙상블 - 15:00
박금도 / 피아노_ 장예원 / 강사_ 이윤겸

지휘_

강릉, 소소(笑昭)한 생활문화 속으로
설치미술참여_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화예협회
체험운영_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화예협회

전시
·아트배너
·로보트 태권브이를 찾아라!
·보드타는 장자마리
·무당벌래
·강릉, 그리고 시
·설치미술·영상전시

아트체험
·명주가 물고기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플라워 리스 & 바스켓 만들기
·누구나 그리기
·강릉의 옛 전경 外

어쿠스틱 다솜 - 16:00
이도훈 / 노래_ 가희

로보트 태권브이를 찾아라!
어린시절 영웅이 되어 준 로보트
태권브이가 문화의 거리 임당생활
문화센터에 착륙한다.
추억의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를
만나보자.

기타, 노래_

명주가 물고기 만들기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사랑이야기, 그리워하는 연인을
이어주는 사랑의 메신저(물고기) 만들기.

브라스퀸텟 쇼 - 15:00
트럼펫_ 정권수,김재동 / 호른_ 신유라
트럼본_ 마수창 / 튜바_ 김세종

보드타는 장자마리
유네스코 인류무형무화유산인 강릉단오제에서 펼쳐지는
관노가면극(탈놀이)에 나온는 장자마리가 스노우 보드를
타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한다.

플라워리스, 플라워 바스켓 만들기
꽃이 더 아름다운 계절 겨울, 따뜻함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플라워 리스와 바스켓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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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 다솜 - 16:00
기타, 노래_ 이도훈 / 노래_ 가희

퍼포먼스
스테츄마임
일정_

2017. 2. 18 - 2. 19 | 오후1시~7시

무당벌레
청정도시 강릉, 높은 곳으로 오르는 무당벌레

2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공연
·브라스퀸텟 쇼
·어쿠스틱 다솜
·요하네스 스트링 콰르텟
·강릉예총청소년예술단
·문화올림픽 “춤”으로 열다

2월 19일(일) 오후 2시~
청소년무용단 - 14:00
한국무용_ 김의정 / 댄스스포츠_ 김옥주

가족사진촬영 즉석인화
설치미술 - 강릉, 그리고 시
강릉, 관동팔경의 수려함을 사진과 문학으로 엿 볼 수 있
는 아트갤러리.

전문작가가 촬영하는 인증 샷

문화올림픽 "춤"으로 열다
한국무용의 대가 오철주의 특별무대
장소_ 작은공연장 단
무용_ 오철주, 김지은, 최혜선, 최자인, 최서윤,
문지윤, 홍광임, 이성자, 엄선민
연주_ 김주홍과 노름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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