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오예술제
Geumo Art festival

금오산 분수광장

2022년 8월 20일       ~ 21일토 일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 10월 30일(일) 09:00 ~ 18:00

장소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3층 전시실

전시내용 :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회원들의 작품전시

주관 : 

전시문의 : 054)458-2020

Geumo Art Festival

제27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회원전

일시 : 2022년 8월 21일(일) 19:00

장소 : 금오산 분수광장

프로그램

주관 : 

공연문의 : 054)444-0608 

Geumo Art Festival

2022 찾아가는 연극공연

연극 -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 (소요시간 60분 / 1일 1회 공연) 

작품줄거리

가온네와 부투리가 절을 짓기 위해 태조산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례장자와 마을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절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모례장자는 이 절을 짓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 아굴마와 고도녕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는 불법을 

설파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떠난다. 남쪽 사람들에게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와 온갖 이유로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꿋꿋이 사람들

에게 불법을 설파하게 되는데...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제작진 및 출연진

•작가 : 김인경  •연출 : 고능석, 황윤동

•출연 : 모례_김헌근, 구무벌_이규용, 아도_김영균, 천둥_박천기 

부투리_백승호, 가온네_위유정, 모랭이_윤미경, 아사_이언진

•스탭 :  예술감독_김용원, 기획_김영심, 작사_김인경, 작곡_김강곤

무대감독_배윤희, 무대디자인_남영우, 의상디자인_유은정

안무_연수연, 음향_김윤규, 분장_최진아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 10월 30일(일) 09:00 ~ 18:00

장소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3층 전시실

전시내용 : 한국미술협회 구미지부 회원들의 작품전시

주관 : 

전시문의 : 이정섭 지부장 010-4801-2218

Geumo Art Festival

제9회 ART IN 금오산展

일시 : 2022년 8월 21일(일) 20:00

장소 : 금오산 분수광장

프로그램

1. 평조 화상 中 군악 ……… 기악분과

2. 강강술래 ………  무용, 민요, 판소리분과

3. 사물 판굿 ………  타악분과 

<출연진>

⊙ 기악분과 -  최찬환, 정승진, 박윤희, 박미숙, 남영주, 이정현, 이지안,

황가연, 황혜진, 이예슬

⊙ 무용분과 - 류제신, 김현희, 오주신, 유연수, 김주희, 강보미

⊙ 민요분과 -  이숙희, 민진기, 황금순, 차경순, 하일희, 이인철, 김순자,

백승혜, 심명숙, 안재순, 정정숙, 박대식

⊙ 판소리분과 - 박춘화, 송복득, 권봉숙, 김현조, 김옥자, 변미영 

⊙ 타악분과 - 유재숙, 김지원, 심성보, 원영식, 한호성, 송민석

<객원명단>

최서원, 김형민, 이우빈, 오승빈, 김수현, 김성규

최지현, 여재민, 박병국, 변구선

주관 : 

공연문의 : 이정희 지부장 010-9103-1440 

Geumo Art Festival

제22회 구미국악제

Geumo Art Festival

2022 금오예술제 예술대상 시상식 및 공연

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19:00

장소 : 금오산 분수광장

출연 : • 가수 박군, 김진아, 박상현

• 한두레마당 대북공연

• 무용(허정은-진도북춤 / 허선영·이수아-창작무용)

• 테너 이병룡, 소프라노 강은구

• 댄스 오토매틱

• 변검 구본진

• 버블 안동윤

사회자 : 정찬미 아나운서

주관 : 

공연문의 : 054)45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