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주요공연 일정
행 사
시 간

2017. 10. 20. 【금】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북문언덕

10:00∼10:30

읍성광장
동래장터체험
상설예절교실
(12:00~18:00)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10:00~18:00) (전시실)
10:30∼11:00

11:00∼11:30

임진왜란425주기 추모 제향
(11:00~12:00)
(금강공원 임진의총)

11:30∼12:00

12:00∼12:30

떡메치기-1
(12:00~12:30)

12:30∼13:00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1
(12:30~13:10)
로드매직
(13:00~17:00)

13:00∼13:30

13:30∼14:00

제기차기대회-1
(13:30~14:00)

14:00∼14:30

떡메치기-2
(14:00~14:30)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2
(14:30~15:10)

14:30∼15:00

동래알기OX퀴즈-1
(14:30~15:00)

15:00∼15:30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1
(15:00~15:50)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15:30∼16:00

(14:00~17:30)
미니줄다리기-1
(16:00~16:30)

16:00∼16:30

16:30∼17:00

개막 리허설
(16:00~17:30)
떡메치기-3
(17:00~17:30)

17:00∼17:30

17:30∼18:00

18:00∼18:30

18:30∼19:00

19:00∼19:30

국악관현악단공연
(17:30~18:00)
김준호&손심심과 함께
여는마당
(18:00~19:00)
불꽃쇼
(19:00~19:10)

19:30∼20:00

20:00∼20:30

20:00∼22:00

기타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1
(19:40~20:40)

동래부사행차길놀이
(16:00~17:20)
(동헌→구청→명륜오거리→
문화회관)

행 사
시 간

2017. 10. 21. 【토】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북문언덕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10:00~18:00) (전시실)
인생성공 토크쇼
(10:00~12:00)(대극장)
버스킹(음악)공연-1
(11:30~12:00)(원형공연장)
버스킹(마술)공연-2
(12:00~12:30)(원형공연장)
밸리댄스 공연
(12:10~12:40)(대극장)

읍성민 솜씨자랑
리허설
(10:30~11:30)

읍성광장

기타

동래장터체험
(10:00~18:00)
상설예절교실

로드매직
(10:00~18:00)

떡메치기-4
(11:00~11:30)

동래읍성따라걷기-1
(10:00~12:00)
(동래부동헌)

태권도 시범공연-1
(11:30~12:00)
제기차기대회-2
(12:00~12:30)
동래월드
청소년 어울마당
(12:00~14:00)

12:30∼13:00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3
(13:00~13:40)

13:00∼13:30

13:30∼14:00

14:00∼14:30

버스킹(음악)공연-3
(14:00~14:30)(원형공연장)

14:30∼15:00

버스킹(마술)공연-4
(14:30~15:00)(원형공연장)

동래성전투뮤지컬 공연-2
(13:30~14:30)

떡메치기-5
(14:30~15:00)

읍성민 솜씨자랑
(14:30~15:30)

미니줄다리기-2
(15:00~15:30)

15:00∼15:30

태권도 시범공연-2
(15:30~16:00)

15:30∼16:00

16:00∼16:30

비보잉 공연
(16:00~17:30)(대극장)
버스킹(마술)공연-5
(16:00~16:30)(원형공연장)

16:30∼17:00

버스킹(음악)공연-6
(16:30~17:00)(원형공연장)

숲속프린지음악회-1
계성여상 (15:30~16:00)

떡메치기-6
(15:30~16:00)

해동검도시범-1
(16:00~16:30)

전통 줄타기 공연-1
(16:00~16:40)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2
(16:40~17:30)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공연
(17:00~18:00)

17:30∼18:00

18:30∼19:00

19:00∼19:30

19:30∼20:00

20:00∼20:30

20:00∼22:00

동래세가닥줄다리기
(15:00~17:00)

17:00∼17:30

18:00∼18:30

동래알기 OX퀴즈-2
(14:00~14:30)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와의 대화’
(18:00~19:00)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3
(19:00~20:00)

(온천천 세병교 아래)

행 사
시 간

10:00∼10:30

2017. 10. 22. 【일】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북문언덕

읍성광장
동래장터체험
(10:00~18:00)
상설예절교실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10:00~18:00) 전시실

기타

로드매직
(10:00~18:00)

10:30∼11:00

보건소 태극기공
(11:00~11:30)

11:00∼11:30

11:30∼12:00

주민자치회프로그램 발표회
(11:00~13:00)
(대극장)

전통무술태껸공연-1
(11:30~12:00)

떡메치기-7
(11:00~11:30)

동래성전투뮤지컬공연-4
(11:30~12:30)

제기차기대회-3
(11:30~12:00)

12:00∼12:30

가을낭만음악회
(12:10~12:50)

12:30∼13:00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4
(12:30~13:10)

13:00∼13:30

전통민속공연

13:30∼14:00

(13:00~14:30)

숲속프린지음악회-2
계성여상 (13:30~14:00)

14:00∼14:30

숲속프린지음악회-3
음악극단 콩나물(14:00~15:00)
14:30∼15:00

15:00∼15:30

천하장사!
읍성민씨름대회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5
(15:00~15:40)

해동검도시범-2
15:00~15:30

(14:00~17:00)
15:30∼16:00

떡메치기-8
(13:30~14:00)
동래알기 OX퀴즈-3
(14:00~14:30)
전통무술태껸공연-2
(14:30~15:00)
미니줄다리기-3
(15:00~15:30)
떡메치기-9
(15:30~16:00)

(원형공연장)

전통줄타기공연-2
(16:00~16:40)

16:00∼16:30

16:30∼17:00

가요제 리허설
(16:00~18:00)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3
(16:40~17:30)

17:00∼17:30

동래성전투실경뮤지컬공연-5
(17:00~18:00)
17:30∼18:00

18:00∼18:30

18:30∼19:00

19:00∼19:30

19:30∼20:00

동래읍성가요제
(18:00~20:00)

동래읍성
성곽밟기-2
(10:00~12:00)
(동래부동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