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그리브스 DMZ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
□ 거리공연 프로젝트
ㅇ 장

소 : 캠프 그리브스 야외 (파주 민통선 내 미군반환기지)

ㅇ 일

시 : 2018년 6월~ 10월 주말기간

ㅇ 주요내용 : 캠프 그리브스내 거리공연 버스킹,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 댄스,
거리극 등 공연 관람(30분)과 캠프 그리브스 역사·문화 투어

6월 2일 (토) 11:20

6월 2일 (토) 13:20

6월 3일 (일) 11:20

퓨전국악 아인

배낭 속 사람들 거리극 ‘변신’

뭔태윤 마술 <매직저글링>

판소리, 대금, 가야금, 전자바이올린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크리스탈볼, 파이어클럽 저글링 등
영감, 커다란 벌레 등장, 공 모양 관람객들과 교류하는 마술 시연
변신 등 문학적 상상력 자극

6월 9일 (토) 11:20
뭔태윤 마술 <매직저글링>

6월 9일 (토) 13:20
배낭 속 사람들 거리극 ‘변신’

6월 10일 (일) 11:20
퓨전국악 아인

크리스탈볼, 파이어클럽 저글링 등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판소리, 대금, 가야금, 전자바이올린
관람객들과 교류하는 마술 시연

영감, 커다란 벌레 등장, 공 모양
변신 등 문학적 상상력 자극

6월 16일 (토) 11:20

6월 16일 (토) 13:20

6월 17일 (일) 13:20

이상한술집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 이상한술집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 우리하나예술협동조합
보컬(멜로디언), 어쿠스틱기타, 베이스, 보컬(멜로디언), 어쿠스틱기타, 베이스,
전자드럼, 건반 5인조 밴드

전자드럼, 건반 5인조 밴드

6월 23일 (토) 11:20

6월 23일 (토) 13:20

‘예술로 하나되는 공감여행’
전문 북한예술 공연(소해금,아코디언)

6월 24일 (일) 13:20

이상한술집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 레이디바운스

레이디바운스

보컬(멜로디언), 어쿠스틱기타, 베이스, ‘Ladies Make People Bounce’

‘Ladies Make People Bounce’

전자드럼, 건반 5인조 밴드

6월 30일 (토) 11:20

스트릿댄스 퍼포먼스 크루

6월 30일 (토) 13:20

문지윤 ‘열려라 DMZ’

문지윤 ‘열려라 DMZ’

첼로 연주 등 음악퍼포먼스

첼로 연주 등 음악퍼포먼스

스트릿댄스 퍼포먼스 크루

7월 1일 (일) 13:20
배낭 속 사람들 거리극 ‘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영감, 커다란 벌레 등장, 공 모양
변신 등 문학적 상상력 자극

□ 셔틀버스 운행
ㅇ 운행코스 : 임진각 평화누리 ↔ 캠프 그리브스
ㅇ 운행기간 : 6월 ~ 10월 주말(토·일) 운행
ㅇ 운행시간 : 10:00, 13:00, 16:00 출발
(10시 버스는 사전예약 가능함 / 예약문의 : 031-953-6984)
ㅇ 이용요금 : 무료 / 탑승자 자발적인 DMZ보전기금 홍보
ㅇ 접수장소 : 장단콩초콜릿 체험장 옆
*접수시간 : 출발 30분 전 접수가능 (신분증 필수)
ㅇ 탑승장소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앞

ㅇ 프로그램 : 약 2시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출 발 시각 : 매 주 토 요 일 ·일 요 일 10:00, 13:00, 16:00
20분

임진각 평화누리 ⟶ 캠프 그리브스

60분

캠프 그리브스 역사 문화 투어

30분

공 연 관 람

10분

캠프 그리브스 ⟶ 임진각 평화누리

전담 해설사 투어 진행
토요일 11:20, 13:20
일요일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