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행사 개요
1. 기

간 : 2019. 10. 11.(금) 13:00~20:00 / 10. 12.(토) 10:00 ~ 18:00

2.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12-7)

3. 주

제 :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라이프 “LIFE is Colorful”』

4. 주요내용 : 광주평생學 기획전시, 라이프 메이커 전시, 평생학습 동아리
쇼케이스, 시니어 모델 패션쇼, 평생학습 타임라인 체험·홍보
부스, 장애인 기획부스, 성인문해 골든벨 등
▣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라이프”-LIFE IS COLORFUL
평생학습과 함께 자신의 삶을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게 만들어가는 광주의
시민들. 도시의 삶 속에서 생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
어가는 광주평생학습과 함께하는 시민들은 모두가 ‘라이프 메이커’다. 생애
주기마다 평생학습과 함께 인생의 프레임을 확장하여, 배움에 대한 관점을
화면 조정해서 칼라풀하게 각자의 인생색채들을 펼치는 도시 광주이다.
▣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광장의 도시 광주, 그리고 평생학습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전체적인 설계는
‘무대중심’에서 ‘광장중심’으로 광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누구에게나 눈높이
를 맞추는 광주평생학습의 의미를 담아, 광주시민들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광장 전체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형상을 목표로 한다.

 개막행사 개요
1. 일

시 : 2019. 10. 11.(금) 17:30~19:30

2.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주무대

3. 주

제 : 모두를 위한 라이프 스쿨, LIFE IS COLORFUL!!(라이프)

4. 진행순서
시간

내용

17:30 ~ 18:00

‘30

18:00 ~ 18:30

‘30

18:30 ~ 19:30

‘60

◾ 식전 축하 공연
- 창착뮤지컬공연(KIA 챌린지 어린이 뮤지컬)
◾ 개회사 및 개막선언
◾ 인생 2막 팝업 런웨이
◾ 내빈소개 및 축사
◾ 개막 퍼포먼스
◾ 개막 콘서트 - LIFE IS COLORFUL
- 퓨전재즈, 버스킹, 밴드공연 등

붙임
11(금)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일정
구분

체험
홍보
전시

13:00
～
20:00

기획
전시

내

용

12(토)

•<광주평생학습 휴먼타임라인>
1960‘s 우리는 학습공동체
1970‘s 우리들의 도시 광주
1980‘s 광주평생학습의
칼라풀 장르
1990‘s 광주평생학습의
실험정신
2000‘s 경계를 넘는
광주평생학습
2020‘s 광주평생학습의 미래

구분

체험
홍보
전시

내

용

•<광주평생학습 휴먼타임라인>
1960‘s 우리는 학습공동체
1970‘s 우리들의 도시 광주
1980‘s 광주평생학습의
칼라풀 장르
1990‘s 광주평생학습의
실험정신
2000‘s 경계를 넘는
광주평생학습
2020‘s 광주평생학습의 미래

•<라이프 메이커 스테이션>

•<라이프 메이커 스테이션>

- 2019 광주 평생학습
전시콘텐츠

- 2019 광주 평생학습
전시콘텐츠

•<광주평생학습學

라운드전시>
- 시민이 행복한 광주평생학습

10:00
～
17:00

기획
전시

•<PLAY TV
“Life is colorful”>
- 시민참여 프로그램

•<광주평생학습學

라운드전시>
- 시민이 행복한 광주평생학습

•<PLAY TV
“Life is colorful”>
-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연
무대

성인문해 • LIVE 중계
골든벨 <성인문해 골든벨>

•동아리 쇼케이스
<라이프+페스티벌>
-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어
- 꿈꿀수 있다면 누구나

칼라풀
스테이지 • 인생의 타임라인과 함께
<칼라풀 댄스타임>
16:40- <라이프메이커 런웨이>
17:30

• 개막식

<모두를 위한 라이프스쿨>
17:30
～
18:30

개막식

– 식전공연
– 개막선언
– 인생 2막 팝업 런웨이
(VIP와 라이프메이커)
– 내빈소개 및 축사
– 개막 퍼포먼스 / 기념촬영
– 라이프메이커 동행관람

18:30 개막 • 개막콘서트
~19:30 콘서트 <Life is colorful>

•폐막식

<라이프 터닝포인트>
17:30
～
18:00

폐막식

– 폐막공연
– 라이프메이커의 나이테
– 폐회선언과 퍼포먼스
– 기념사진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