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전 제주성읍마을로 놀러옵써에~!

제25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 재연축제 프로그램 일정
2일차 : 10/21(일)

1일차 : 10/20(토)
시

간

주요내용

08:30~09:00

시

간

08:30~09:00

상설체험마당
주요내용

취타대 행진 및 정의현감 부임행차 재연
무예팀 / 연날리기 개막식 퍼레이드
- 무대공연 : 강문희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전수조교)

특별프로그램
체 험 안 내

1

제주 빛깔 물들이기(생활개선회 / 갈천, 스카프, 손수건)

2

오메기술 시음(도 무형문화재 제3호)

3

고소리술 시음(도 무형문화재 제11호)

4

물허벅 지고 사진촬영

5

전통혼례복 입고 사진촬영

6

연날리기 체험

7

마당질(도리깨질) 체험

09:00~09:30

09:00~09:30

개회식

09:30~10:00

09:30~10:00

초청 공연(브이스타) - 퓨전음악

10:00~10:40

10:00~10:20

비바리와 냉바리(댄스)

8

래 기(맷돌갈기) 체험

10:40~11:00

10:20~10:40

어린이 한복공연(신원엔터테이먼트)

9

방애찧기(절구찧기) 체험

10:40~11:00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보존회 / 제주민요공연

10

초가장과 집줄놓기 체험(도 무형문화재 제19호)

11

죽공예 전시(차롱, 구덕)

12

수제 초콜릿 및 천연비누 체험

13

국악기 전시 체험

14

곤충협회 곤충 전시

15

제주자연염색 연구회 전시

16

타투 스티커

17

페이스 페인팅

18

매직 풍선

19

인물화 그리기

20

천연비누, 초콜릿 체험

11:00~12:30

전통민속 재연마당 공연 및 체험
11:00~12:30

12:30~13:00
13:00~15:00

12:30~13:00

15:00~15:30

길트기 행사

13:00~15:00

15:30~16:00

전통민요 및 연물공연 (성읍초)

15:00~15:30

16:00~17:10

전통혼례(정의향교)

15:30~16:00

17:10~17:30 초청 공연(사려니)

초청 공연(브이스타) - 퓨전음악
전통민속 재연마당 공연 및 체험

16:00~16:40

- 방애찧기(절구찧기), 래 기(맷돌갈기)
베기(꼴베기), 영장소리(상여소리),
달귀질(달구질)

16:40~17:10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
시상 및 폐회

17:30~18:00

어린이 한복공연(신원엔터테이먼트)

18:00~19:00

제주성읍마을 전도민요 경창대회

17:10~18:00

19:00~20:00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 재연축제 노래자랑

18:00~19:00

20:00~20:20

밴드공연(중문울림밴드)

19:00~20:00

불꽃놀이

20:00~20:20

20:20~

- 조밭 리기(조밭다지기)
검질매기(김매기), 마당질(도리깨질)

제주 전통떡 재연 및 시식

25

모물범벅 / 상외떡 / 정기떡 / 돌래떡
모물죽 / 모물만디 / 오메기떡 / 친떡

제25회 제주성읍마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민속의 고장
행사장 오시는 길

토속 체험 민박가옥

전통초가 체험가옥(총 6가옥)

2018.10. 20(토) - 21(일), 2일간

제주시
방면

제주성읍마을 남문광장

· 서문집, 남문집, 퐁낭집
주최ㆍ주관┃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ㆍ성읍1리 마을회

· 긴올레집, 아늑골집, 막은골집

후원┃

1일 사용료(2인기준)

행사장
위치

· 50,000원 - 서문집
· 60,000원 - 남문집
· 70,000원 - 퐁낭, 긴올레집, 아늑골집
· 80,000원 - 막은골집
· 1인추가시 10,000원 추가(초등학생 5,000원 추가)
서귀포시
방면

※ 문의처 :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064-787-1179

예약 접수

교통안내
제주시(봉개) → 대천동 → 제주성읍마을(시외버스 번영로 노선 40분 소요)

제주성읍마을 관리사무소 : 064-710-6791~6
홈페이지 : http://seongeup.jeju.go.kr

서귀포시 → 위미 → 남원 → 표선 → 성읍
(시외버스 일주도로 노선 표선까지 40분 소요 / 제주성읍마을 10분소요)

제주공항→성읍 : 121 122 / 시외버스터미널→성읍 : 220 (-1,-2)

서귀포시

(사) 국가무형문화재제주민요보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