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문화가 있는 날
Jeju Culture and Arts

8월 마지막 주
제주도 전시 문화가 있는 날

무료입장
&
럭키박스
EVENT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064-710-4150

몰입의 시간
별빛을 닮은 물방울
8/31(수) 당일 무료입장 및 50번째, 100번째, 150번째, 200번째
관람객에게 랜덤으로 럭키박스(물방울 아트상품) 증정

제주현대미술관
한경면 저지14길 35, 064-710-7801

무료입장
무료입장

김보희 <the Days>

8/31(수) 당일 무료입장

8월 마지막 주
제주도 전시 문화가 있는 날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무료입장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064-710-7732
2022년 오백장군갤러리 기획공모선정전

&
무드등 만들기

<’섬’ 시선을 사로잡다>

8/31(수) 당일 무료입장
돌문화공원 ‘무드등 만들기 체험’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사전예약, 064-710-7732)
* 8월31일(수) / 9월2일(금) 회차별 25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 입장료 별도)

8월 마지막 주
청춘마이크 문화가 있는 날
9/3(토) 이호테우 해수욕장 야외무대

9/4(일) 이호테우 해수욕장 야외무대

제주시 이호일동, 오후 5시~8시

제주시 이호일동, 오후 5시~8시

Purple Dream · 은유

소아베 브라스 콰르텟

STEP BY STAFF · 감귤서리단

피아노IN아트스페이스

에뚜왈앙상블 · 어진별

제제 · 하비오 여유 · 바당바당

양여진 · 소리피움

마술사 나무 · 무드트리

제주피언 · 조수경과 박정찬

Swell City · 모션아트

* 공연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공연순서와는 무관합니다.

제주도 영화관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 (롯데시네마, CGV)
CGV(제주, 제주노형), 롯데시네마(제주삼화지구, 제주아라, 서귀포)

영화 할인
일반 2D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8/31(수) 문화가 있는 날 당일
* 17:00~21:00, 영화관람료 일반 2D 7,000원
* 일부 영화관 및 상영관 제외, 중복할인 불가

8월 마지막 주
제주도 공연 문화가 있는 날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064-710-7642

무료입장

청년예술인 어울림 문화공연
(출연단체 : 도아, 하비오, 홍조밴드, 너울)

9/3(토) 15시 무료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바랍니다. (~9/2 17시 까지, 전체관람가)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 064-760-3368

전석 5천원

아트프로젝트 나무꽃의 <덩더쿵펑키>

8/31(수) 19시 30분 전석 5,000원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바랍니다. (서귀포시 E-티켓, 8세 이상 관람가)

8월 마지막 주
제주도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064-760-3731

무료공연

판타지 마술 공연 <마법 전사 매직 킹>

9/4(일) 14시~15시 무료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관람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바랍니다. (8.22(월) ~ 선착순 마감)

성산일출도서관
책 두배로 데이

&
특별 영화 상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064-783-4227

책 두배로 데이 (대출가능 권수 5권 10권)
특별 영화 상영 <가디언즈>

8/31(수) 문화가 있는 날 당일
* 영화 상영, 31(수) 오후 4시 (전체관람가)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상영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문화 공연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인놀다 에서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혜택 을 전해드립니다!

http://www.jejunolda.com/

제주인놀다 8월 ‘문화가 있는 날’ 소식 소식 개재 및 문의 064-800-9114 yeun@jf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