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한걸음야행

전기수의옛이야기버스킹

도사전우치마술버스킹

말뚝이이야기인형극

올해는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마

련되며, 축제장 밖 명륜1번가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져

축제장 외연이 확대된다.

10월 12일, 13일 이틀간 릫동래 한걸음 야행릮 프로그

램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삶

과 죽음이 여기에 △보내고 맞이하고 △다시 함께하

는 △나아가 봄 등 4가지 주제에 담겨 문화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의 고장 동래를 재해석하고 나만의 추억

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축제 운영본부에서 집결해 동래읍성 북문~복천동

고분군~송공단~동래부 동헌을 둘러보고 각 장소별

해설을 곁들인 공연과 체험으로 단순한 문화재 해설

에서 한걸음 나아간 야행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은 저녁 8시 30분경 조폐공사 옛터가 종착지로 야행

을 마치게 된다. 명륜1번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곁들인다면 알찬 주말 저녁을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5구역 복천박물관 입구의 미니 버스킹

무대에서 진행되는 릫옛이야기 버스킹릮과 릫마술 버스킹릮

도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0월 13일과 14일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신종 직업이었던 전

기수와 조선시대 기인이자 환술가로 알려진 도사 전

우치가 이끌어 가는 공연이다. 1회 차는 오전 11시30

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2회 차는 오후 2시부터 3시

까지 진행되면서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더해준다.

또 4구역 읍성광장과 1구역 야외공연장도 스쳐갈

수 없는 재미난 볼거리중하나이다. 동래야류에서양

반들이 무능력과 부패를 고발하는 통쾌한 인물인 말

뚝이의 유래를 친근하고 유쾌한 인형극으로 풀어낸

다. 릫말뚝이는 왜 말뚝이인가? 이야기 인형극릮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구성돼 축제장

동선에 맞춰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거리이벤트

동래, 거리의 OX퀴즈=조선시대 복장을 한 사람

들이 축제장 전역을 돌아다니며, 동래와 관련된 퀴

즈를 내고, 이기면 축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를 진행한다.

도사 전우치 마술 버스킹=조선시대 마술을 보고

싶은 관람객은 도사 전우치의 마술 버스킹 공연을

추천한다.

조선, 전기수의 옛이야기 버스킹=조선시대 책 읽

어주는 직업인 전기수의 맛깔 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

은 관람객은 옛이야기 버스킹 공연장으로 발길을 옮

겨 볼 것을 권한다.

동래읍성 밤을 빛낼 릫소망등릮=맨발산책로, 소방

터널, 메타세콰이어길, 북문 일원에는 동래읍성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소망 불빛길이 이어진다.

■축제공연관람팁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마당

에서는 릫너목보릮 출연으로 유명한 소리꾼 김준수

와 두 번째 달 밴드의 콜라보 공연이 펼쳐진다.

개막식 첫날 야간 뮤지컬 공연이 끝날 무렵엔

올해처음으로관람객과함께하는한마당이펼쳐

진다. 주연 배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

회도 제공된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릫말뚝이는 왜 말뚝이인

가릮인형극은할머니, 말뚝이, 양반,뚜기, 뚜미등

의 등장인물이 출연해 말뚝이의 유래 이야기, 동

래온천의 전설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요일에는

동래의 무형문화재인 동래야류굛동래학춤굛동래한

량춤 등 동래 전통예술의 몸짓이 야외 공연장에

서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동래읍성가요제에는 지

역민들의열띤가창경합이벌어지고,코요태,박

구윤, 이탁 등의 초대 가수와 함께 흥겨운 축제

의 끝자락으로 마무리된다.

■아이손잡고떠나는토요일코스

임진왜란을 현실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먼저 축제장1구역③에서 펼쳐지는 릫VR로 경험하

는 전투체험릮을 한다. 릫동래투어릮앱을 활용해 릫동래의

인물, 송상현을 찾아라릮 미션체험 후 3구역①로 이동

한다. 조선시대 복식, 무기도 체험하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합성사진 촬영도 무료로 체험해 본다.

출출함은 새로 신설한 릫어린이 먹거리 장터릮에서

달래본다. 오후 1시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래의

말뚝이 유래를 담은 릫말뚝이 이야기 인형극릮이 펼쳐

지는 곳으로 가본다. 인형극이 끝나는 4구역③ 읍성

광장에서 릫조선, 동래사람이 되어보기릮 등 다양한 전

통 체험들을 경험해 본다.

오후 3시 1구역 동래문화회관에서는 지네 사또에

게 잡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집채만한 호랭이

를 찾아가는 왼손이의 모험이야기를 담은 창작 탈

공연릫왼손이릮 공연을 감상한다.

오후 5시 야외 공연장에서 스타강사 김준우와 함

께하는 릫역사와의 대화릮로 동래와 임진왜란 역사이야

기를 들어본다.

마지막으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릫동래성 전투실

경 뮤지컬 야간 공연릮 관람을 끝으로 즐거웠던 축제

장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연인과함께하는일요일코스

연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축제장을 찾는다면 복천

박물관 입구에서 찾아본다.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

는 4가지 관문체험을 할 수 있다. 연인과 함께 조선

시대 이름을 짓고, 서로에게 신분증인 호패도 달아주

며 축제장 찾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글을 써보는 판화 엽서쓰기 체험을 시작으

로 조선시대의 연인의 감성으로 축제장을 누벼봄을

추천한다.

특히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체험은 릫부산언니와 함

께하는 인생 사진 찍기릮이다. 전통의 향연이 펼쳐지

는 동래읍성에서 연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릫1구역③으로 가보자.

끝으로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동래읍성 축제장 일

원을 걸어보며 연인의 사랑과 축제장의 여운을 간직

한 채 축제장의 하루를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