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원 외국인 학생 문화탐방 일정표
1. 문화탐방 일정표
일자

시 간

8:00

일 정

학교 집합

08:00~ 9:30

이동 : 인하대학교 → 용산 전쟁기념관

9:30 ~ 11:30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한/영 해설 동행)

11:30 ~ 12:30 이동 : 전쟁기념관 → 명동 VIPS
11/2 (금)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4:00 이동 : 명동 VIPS → 명동 난타전용극장

14:00 ~ 16:00 난타 공연 관람

16:00 ~ 17:30 이동 : 난타전용극장 → 인하대학교

※ 상기 일정 및 중식 장소는 현지 여건에 의해 변동 가능

2. 문화탐방 일정 안내
1) 용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국문) https://www.warmemo.or.kr
(Eng) https://www.warmemo.or.kr/LNG/main.do?lan=en
(中文) https://www.warmemo.or.kr/LNG/main.do?lan=cn
(日本語) https://www.warmemo.or.kr/LNG/main.do?lan=jp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 전화번호 : 02-709-3139

( 전쟁기념관 전경 )

( 옥외 대형장비 전시 )

▶ 전쟁기념관은 옥내전시와 옥외전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6,300여점의 전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000여㎡의 옥
내전시실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기증실 ,대형장비실 등 7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까지의 각종 호국전쟁 자료와 위국 헌신자들의 공훈 등이 실물 · 디오라마 · 복제품 · 기록화 · 영상 등의 다
양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 전쟁역사실 )

( 6·25관 )

▶ 전쟁기념관 야외의 대형장비와 기념조형물을 둘러본 뒤 6·25관으로 이동하여, 6·25전쟁의 배경, 경과,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한국어/영어)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6·25관 해설 1시간 소요)

2) 난타전용극장(명동)
홈페이지 : (국문) https://www.nanta.co.kr:452/kr/
(Eng) https://www.nanta.co.kr:452/en/
(中文) https://www.nanta.co.kr:452/cn/
주소 :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 전화번호 : 02-739-8288
▶ 공연소개
- 한국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코믹하게 드라마화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언어극 공연입니다. 1997년 10월 초연부터 폭발적 반응으로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
하였고,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해외공연의 성공을 발판으로 2004년 2월 아시아 공연물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이루어 한국 공연계의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40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서울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인 난타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장기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외국
관람객 약 75만명이 관람하는 난타는 2009 최우수도시프로그램상을 수상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 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러닝타임 : 100분
▶ 공연관람시 지정 좌석대로 앉아서 관람하셔야 합니다.

( 공연 주요 장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