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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 빌보드

드라마, 코미디, 범죄

영국, 미국 | 115분 | 2017

감독 마틴 맥도나

오즈: 신비한 마법가루

애니메이션, 모험

영국, 미국 | 91분 | 2017

감독 블라디미르 토로프킨

사울의 아들

드라마, 스릴러

헝가리 | 107분 | 2015

감독 라즐로 네메스

마야2

애니메이션

독일 | 84분 | 2017

감독 노엘 클리어리

4개월, 3주...그리고 2일

드라마

루마니아 | 112분 | 2007

감독 크리스티안 문쥬

리틀 뱀파이어

애니메이션

독일, 미국 | 83분 | 2017

감독 리처드 클라우스

드래곤 네스트: 
평화 기사단VS블랙 드래곤

모험, 가족, 판타지

중국 | 87분 | 2015

감독 송유펑

리바이어던

드라마

러시아 연방 | 140분 | 2014

감독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키코리키: 황금모자의 비밀

애니메이션

러시아 연방 | 75분 | 2016

감독 데니스 체르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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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말랑나라에서 온 딱딱이』

운영기간 2019년 4월 10일(수) ~ 6월 28일(금)

접수기간 2019년 3월 11일(월) ~ (선착순)

대       상 김해시 및 경남 소재 미취학 아동(6 ~ 7세) 단체

장       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돔하우스 및 큐빅하우스 키즈 라이브러리

교육시간 1회 120분(30분 전시 관람, 90분 교육)

참가정원 20명

참가비용 1인 5천 원

접수방법 미술관 홈페이지(www.clayarch.org) 사전 예약 접수

교육프로그램 방향 생활 속 도자기 탐구 활동을 통한 점토와 도자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

교육목표 유아들이 이미지 보드 활동을 통하여 일상 주거 활동에서 도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점토와 도자기를 직접 만져보며,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한다.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생활 속 도자기를 다양하게 꾸민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세부내용

문       의 교육홍보팀 055-34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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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해문화의전당

@gimhaeart

연극 <진실x거짓>의 주연 배우 배종옥, 김수현이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랑과 우정을 지키기 위한  

진실과 거짓의 향연, 연극 <진실X거짓>!

#연극 #고민말고 #모두보기 #3월9일~10일

#진실x거짓 #배종옥 #김수현 #김정난

#시즌공연제 #문화인싸 #슬기로운공연생활

가 김해가야테마파크

@gayathemepark

초콜릿만큼 달달한 커플 샷 대방출!

얼른 따뜻해져서 금이야 옥이야 처럼

가야테마파크로 봄나들이 가고파요 :)

#지난해_사진_뒤적뒤적 #김해가야테마파크 #레일포토  

#포토존명소 #원본소장가능 #찍는곳마다그림 #봄나들이 

#커플사진 #피크닉

68 GHCF NEWS





경연부문 예선곡 결선곡

초등부 - 산조 전바탕(8분)

중등부 산조 중 『진양조(5분)』 산조 전바탕(8분)

고등부
정악 중광지곡中 『군악』과 산조 중 

『진양조(5분), 자진모리(3분)』 
연속연주(8분)

산조 전바탕(10분)

대학부
정악 중광지곡中 『상현도드리』와 

산조 중 『진양조(6분), 자진모리(3분)』 
연속연주(9분)

산조 전바탕(15분)

일반부

정악 남창가곡 
『계면 초수대엽(청석령)』(다스름 포함)과
산조 중 『진양조(7분), 자진모리(3분)』 

연속연주(10분)

산조 전바탕(15분)

경연부문 예선곡 결선곡

초등부 - 단가 또는 판소리 중 5분

중등부 단가 또는 판소리 5분 단가 또는 판소리 중 5분

고등부 단가 또는 판소리 8분 단가 또는 판소리 중 10분

대학부 단가 또는 판소리 10분 단가 또는 판소리 중 15분

일반부 단가 또는 판소리 10분 단가 또는 판소리 중 15분

경연부문 예선곡 결선곡

일반부

가야금 독주곡
· 개량가야금도 가능  · 타악반주(1인에 한해) 추가할 수 있음

악보심사 실연 심사(연주자는 작곡가 본인이 대동)

대상 응시구분 필수지참항목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등부 학교장 직인
(사본제출 시 

당일원본지참)

학생증 또는 
본인확인 증명서(등본)

대학교 재학생 대학부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명서

대학교 휴학생 대학부

비취학 청소년 일반부 -

일반 일반부 -

대상 응시구분 필수지참항목

일반 : 만20세 이상~만40세 이하
(2019.03.01. 기준)

1978.03.02.~1999.03.01. 사이 출생자
일반부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