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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찾아가는 이동형 무대
ACC 무빙 시어터 ACC Moving Theater

<ACC 무빙 시어터>는 ACC에서 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무대로 음향시설 및 조명시스템, LED 전광판이 탑재
되어 있는 움직이는 ACC 예술극장이다.
2020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 선발된 반디밴드 공연 및
ACC 공연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11
NOVEMBER

기간 | 10월~11월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무대 외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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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

대동을 향한 우리의 몸짓

광주 예술인과 지역극단의
다양한 공연예술축제

대동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통예술 공연 프로젝트Ⅲ

제23회 광주소극장축제
코로나19 극복 지역상생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내 소극장과 극단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광주
소극장축제>는 시민들에게 연극에 대한 이해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예술축제이다. 지역 내 화합과 연극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
품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격고 있는 지역 예술가 및 예
술단체와 ACC의 협력 사업으로 광주 소재 소극장과 어린이
극장에서 확대 운영된다.

대동천년(’18), 대동해원(’19)에 이은 ACC 대동시리즈 세 번째
공연 <대동춤>이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무대 연출과 촬영 기법 등으로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리 춤(몸짓), 음악과 서양 악기가 어
우러진 이번 공연은 새로운 창작 음악과 안무, 화려한 조명, 의상
등을 통해 한층 높아진 예술성과 대중성을 보여준다.
전통예술로 그려낸 오월의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가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대하길 기대한다.

기간 | 11월 배포 예정
제공 | ACC 유튜브 등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6.(금)~11.8.(일)
장소 |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대상 | 5세 이상 가격 | 미정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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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

VR 가상현실로 다시 태어난
고성오광대, 비비

배우 정영주의 삶과 노래

비비런
가상현실 관객참여형 연극

2020 ACC 브런치콘서트 정영주의 토크 콘서트
‘Music in My life’

공연예술과 미래기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만나야만 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관객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장점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에 대한 고민 끝에 새로운 공연이 탄생했다. 한국 전통 탈놀이
중 가장 다양하고 유연한 춤사위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탈놀이의 전승자들이 뭉쳐
우리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선보인다. 고성오광대 주인공
인 비비를 가상세계로 불러낸다. <비비런>은 전통극을 각색
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추가한 융복합 공연으로 코로나 시대
에 비대면 공연의 효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CC 브런치콘서트 아홉 번째 순서는 ‘맘마미아’, ‘레베카’, ‘팬
텀’, ‘명성황후’ 등 뮤지컬 1세대 배우로 활약하며 올해 데뷔 26
년차에 접어든 정영주의 토크 콘서트로 꾸며진다.
그녀의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어 준 노래들과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주었던 무대를 시원한 가창력과 재치 있는 입담
으로 선 보일 예정이다.

문화창조원 스튜디오3, 연습장면

기간 | 11.20.(금) 17:00 / 11.21.(토)~11.22.(일) 14:00, 17:00 총5회
장소 | 문화창조원 스튜디오3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모객 및 공연일정은 보다 나은 공연을 위해 변경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25.(수)
장소 | 예술극장 극장2 대상 | 8세 이상
가격 | R석 25,000원, S석 15,000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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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시

야광으로 밤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정신의 동시대성을
탐색하는 다국적 프로젝트

2020 야광전당-달빛이 그린 평화
미디어파사드 창제작 전시

메이투데이 MaytoDay – 재)광주비엔날레 협력전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야간 전시가 개최된다.

<메이투데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민주주의

<2020 야광전당-달빛이 그린 평화>는 미디어파사드 창제

의 동시대성을 탐색하는 다국적 프로젝트로 5월(May)의 일상

작 영상과 국내외 유수한 미디어아티스트의 빛조형 커미션

성(day)을 이야기하고 그 시점을 현재(today)로 소환함으로

작품들로 야외공간에서 펼쳐지는 야간 전시이다. 대중성 있

써, 동시대 예술을 통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메

는 시민참여 작품들로 구성된 <2020 야광전당-달빛이 그

이투데이>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 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린 평화>는 전당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시를 관람

쾰른 전시를 한데 모아 선보이는 한편, 2018년 출범하여 세계적

할 수 있다.

인 작가의 신작을 선보였던 GB커미션이 일부 공개된다. 또, 민

전시 내용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를 주제로

주화운동 당시 항쟁을 증언했고 현재는 운동의 기억들을 매개

관람객과 소통하는 AI작품 및 인터랙티브 작품 등을 전당 야

하는 목판화 전시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외 공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참여 작가 노순택, 시오타 치하루, 왕빙, 임민욱, 임흥순, 제니 홀저, 크리스
티앙 니얌페타, 호 추 니엔 외 다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2020.10.14‒‒‒11.29
maytoday.org

ACC 문화창조원 5관

ACC 민주평화기념관 3관

구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빛의 연못(POOL), 젠르윈(Jen Lewin)

기간 | 8.15.(토)~12.31.(목) 19:00~22:00
장소 | 아시아문화광장 및 Gate5 일대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0.14.(수)~11.29.(일) 10:00~18:00
장소 | 문화창조원 복합5관, 민주평화기념관3관
가격 | 무료

대상 | 전 연령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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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시

비대면 문화에 대한 아시아
젊은 작가들의 제언

ACC와 함께 졸업작품전을

언·택트 UN·TACT
2020 ACC 지역-아시아 작가전

지역예술대학 졸업전시

언택트 문화에 대한 아시아 젊은 작가들의 제언을 한 자리에서 나
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20 ACC 지역-아시아 작가전 <언·택트 UN·TACT>는 코로
나19 전 세계 대유행이 초래한 일상의 변화 중 특히 비대면, 비
접촉 방식의 삶의 명암을 7명의 젊은 작가들의 시각에서 전달한
다. <언·택트 UN·TACT>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민할 수 있는 공
론의 장을 제공하고, 편리한 단절이자 확장된 소통으로서 비대
면, 비접촉 문화와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의 가능
성을 모색한다.
참여 작가 비콘 b-cone (한국), 하루.K Haru.K (한국), 루 양 LU Yang (중
국), 미아오 잉 MIAO Ying (중국), 카토 츠바사 Tsubasa KATO (일본), 양
신광 YANG Xinguang (중국), 장쉬 잔 ZHANG XU Zhan (타이완)

미래의 지역 작가들이 선보이는 <지역예술대학 졸업전시>가
개최된다.
ACC는 지난해부터 지역예술대학과 상호협력하고 지역 예술
인재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졸업전시 지원 사업
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대 패션주얼리학부 및 사진영
상드론학과, 전남대 서양화전공, 조선대 한국화전공 및 섬유디
자인전공의 다양한 시각예술분야 학생들이 함께한다.
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이 담긴 작품을 시민과 공유하는 동시에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기간 | 10.15.(목)~2021.3.14.(일) 10:00~18:00
장소 | 문화창조원 복합6관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17.(화)~12.13.(일) (학과별 상세 일정 미정)
장소 | ACC 라운지(구 하나은행)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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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
이퀼리브리엄 Equilibrium
2020 ACC FOCUS
올해 ACC FOCUS는 ‘이퀼리브리엄’ 개념을 중심으로 근래에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주목한다. ‘이
퀼리브리엄’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종의 종류와 수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평형 상태를 지칭한다. 전시는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 생태계의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평형을 유
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수많은 행위 중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
변 환경과 관련된 개별 작가들의 기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환경운동가적 접근보다는 스쳐지나가거나 놓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소리와 모습을 아시아 작가들의 기억에서 출발하여 거
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정치, 사회, 역사를 포착하고 환기
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적이 다른 아시아 작가들을 매칭하고 병렬로 비교
고찰하여, 국가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동질적인 부분을 발견하
고 아시아 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적 공존과 연
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전프로젝트 <회귀된 시간> 2020
AR 실내 군집비행 퍼포먼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신작
참여 작가: 장준영, 전지윤 / 기술 지원: 윤현주, 고유진
이미지 작가 소장

기간 | 11.20.(금)~2021.3.14.(일)
장소 | 문화창조원 복합3·4관
대상 | 전 연령 가격 | 유료(통합관람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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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생을 위한 우리의 태도

오고 싶은 ACC,
머물고 싶은 ACC

바이오필리아: 흙 한줌의 우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주년 기념
2020 ACC_R 레지던시 결과 전시

ACC 유휴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전시 <바이오필리아: 흙 한줌의 우주>는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생명사랑)’라는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하며 운
영된 ACC_R 레지던시의 결과 전시로 마련되었다. 레지던시 참
여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종의 다양성 문제 등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 우주의 순환에 개입함으로써 그 치명적인 흔적
을 남긴 현재를 주목하고,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을 모색한다. 테크놀로지와 과학 기반의 예술작품, 연구 및 비
평, 디자인 등 다분야 참여자들의 교류와 사유의 결과를 공유
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ACC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진행한 ‘ACC 유휴 공간 디자인
창작지원 공모사업’의 결과물(2종)이 11월에 설치된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역발상한 ‘SoPACE(소페이스)’
의 ‘자의적 거리두기 마당(가제)’이 하늘마당 뒤편 캐노피 아래에
조성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는 삶의 의미로
사랑을 강조한 김연화 작가의 ‘변화 이후../COVID 19 AND.. (가
제)’가 ACC 숲 레스토랑 앞에 설치된다.
두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ACC
유휴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일상 속 쉼(休)을 제공하고
자 한다.

기간 | 11.24.(화)~2021.3.1.(월)
장소 | 문화창조원 복합1관
대상 | 전 연령 가격 | 유료(통합관람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월
장소 | Gate5 옆, ACC 숲 레스토랑 앞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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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행사

ACC에서 투어와 체험
함께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평화를 꿈꾸는
ACC 온라인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펀펀한 ACC 투어
특별투어 프로그램

하우펀 6

<펀펀한 ACC 투어>는 특별투어 프로그램으로 전당 달력 스

<하우펀 6>는 융복합 축제로 ACC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가

케치 공간 12곳 중 월별로 주요 5~6곳을 선정하여 투어 해설

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운영된다.

사가 함께하는 30분 투어코스 진행 후, 미술 강사와 함께 전당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는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민주.인

공간을 그래픽화한 달력 밑그림에 미술도구 및 꾸밈키트를 활

권.평화 중심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온라인 놀이 콘텐츠’, 그

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ACC 달력을 40분 동안 완성한다. 달력

리고 ACC 유관기관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

앞표지에는 참여자가 원하는 문구를 캘리그래피 강사가 직접

‘ACC 연계 특별 콘텐츠’,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하여 민

작성해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평화를 꿈꾸는 콘텐츠를 제
공하고자 한다.

기간 | 10.10.(토)~12.26.(토) 10:30, 14: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대상 | 8세 이상
가격 | 10,000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25.(수)~11.29.(일)
장소 | ACC 홈페이지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온라인 행사 종료 후 20년 12월까지 콘텐츠 공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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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행사

안전하게 즐기는
드라이브 스루 문화 마켓

버려진 자원과
쓰임의 재발견

2020 아시아컬처마켓 D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주년 기념행사

2020 ACC 소셜디자인 프로젝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주년 기념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셜디자인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문화·예술 및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보는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주제로, 버려지는 자원이 새
로운 가치와 쓰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고보경, 박선민,
이기용, 119REO 등 4인/팀의 창작자는 업사이클링 문화상품을
탄생시키고, 대중들은 그 결과물을 소비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새활용’과 ‘자원 순환’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2019 아시아컬처마켓 행사전경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인 RE;CODE의

창작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만나는 아시아 문화 장터가 열린

‘RE;CODE by NIKE’ 프로젝트에 대한 스피치를 비롯해 지역 내

다.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극도로 제

패션 브랜드인 CASUALLY와 KDM 소속 디자이너, 그리고 봉

한된 상황이지만, 그간 공들여 준비한 문화 상품을 야심차게

제 장인들이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아시아문화광장에 펼쳐진 재미있는 서
킷에서 고카트에 탑승한 채로 쇼핑을 즐기며, 색다른 분위기
의 마켓을 체험한다. 쇼핑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 버스킹
공연과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대면 접촉을 최소
화한 카트를 타고 여행하듯 즐기는 아시아컬처마켓 DT를 통
해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
성해지길 기대한다.
기간 | 11.20.(금)~11.22.(일) 10:00~18:00
장소 | ACC 아시아문화광장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20.(금)~11.22.(일) 10:00~18:00
※ 행사 기간 중, <빛나눔 사업> ACC 환경 캠페인 병행
장소 | ACC 아시아문화광장, 문화정보원B4 특별열람실
대상 | 전 연령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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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행사

변방에서 중심으로

역사의 시각적 재구성

한국 영화운동 시리즈 1: 얄라셩
ACC시네마테크

둥글게 둥글게
ACC시네마테크

전당 개관5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ACC시네마테크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ACC시네마테크는 그
동안 아시아의 실험영화와 독립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왔
다. 영화의 주류로 자리 잡은 상업시스템 안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시대정신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영화
들은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시대정신과도 맞닿아있다. 80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해에 창립된 영화집단 <얄라셩>은 한
국 최초의 대학영화 동아리이자 한국독립영화의 뿌리가 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얄라셩>의 초창기 자료부터 90년대 한국
독립영화가 정착하기까지의 파생자료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전당 개관5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서의 독립영화의 의미와 현재를 짚어보고자 한다.

ACC시네마테크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80년
대 당시의 기록(음악, 영상, 지류 등)을 현재의 시점에서 영상
과 사운드를 통해 재구성하고, 영화관과 미술관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탈피한 실험적인 융복합 영상 퍼포먼스이다. 2020년
에서 1980년으로 회귀하는 전개방식은 새로운 세대들의 시각
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되새기고 기억해나가는 의미와도
같다. 본 상연은 영상작가 장민승, 음악감독 정재일, 무대감독
여신동이 공동으로 작업한 창작 작품으로 5·18민주화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국풍>, 1981, 얄라셩

기간 | 11.24.(화)~11.29.(일)
장소 | ACC 홈페이지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28.(토) 자세한 시간은 홈페이지 공지
장소 | 예술극장 극장1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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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국의 명절 ‘춘절’에 대한
사실적 기원에 상상력을 그리다
괴물 ‘연’을 그리다 배리어프리 공연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창제작 공연

12
DECEMBER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사자춤을 추고 폭죽을 터트리며 소
원을 비는 그 민속풍습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춘절’의 사실적
기원을 바탕으로 배우들의 상상력을 더해 만든 소년과 괴물 ‘연’
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한국과 중국의 색채를 결합
한 그림자극, 사자춤, 영상으로 풍성하게 그려낸다.
<괴물 ‘연’을 그리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인 관객들의 편안
한 공연 관람을 위해 연극 장면을 읽어주는 음성해설과 자막해설,
배우들의 몸짓 언어로 표현되는 수어와 함께 진행된다.

기간 | 12.3.(목)~12.4.(금) 11:00
12.5.(토)~12.6.(일) 11:00, 15:00
장소 |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대상 | 5세 이상
가격 | 전석 10,000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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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

꿈을 찾아가는 대장정

희망의 2021년을 기약하는
ACC 송년음악회

ACC 시민오케스트라

2020 ACC 송년음악회

2015년 개관 이후 지난 5 년 간 다양한 장르의 우수 예술 공연을
선보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2021년을 기
약하는 2020 ACC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 음악회는 그동안 ACC에서 공연했던 다양한 창제작 작
품의 음악들을 편곡하여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다시금 선보일 예
정이다. 송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콘서트로 ACC에서 풍성하고
뜻깊은 연말을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ACC시민오케스트라>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음악에 대한 꿈
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ACC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2016년 시작으로 올해 5회차를 맞이하는 시민오케스트라는 7
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단원들이 5개월간의 연습을 거쳐
마침내 ACC 무대에 오른다.

기간 | 12.6.(일) 17:00 장소 | 예술극장 극장1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2.19.(토) 19:30 장소 | 예술극장 극장1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 DEC

28

29

공연

전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움직임

산책하는 관람자를 위한
미디어월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 Beginning and
Returning
ACC 무용 인큐베이팅 제작 쇼케이스

아케이드 4WALLS
미디어월 쇼케이스

<호모 루피엔스>는 ACC 예술극장에서 창제작되는 첫 무용 공

미디어월은 가로75m×세로16m의 대형 스크린으로 아시아문

연으로 현재성과 판타지로 나누어 극명하게 상반되는 연출법을

화광장과 빛의 숲을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다. 미디어월 쇼케

접목시킨 공연으로 추상성과 구상성을 적절히 활용되고 최면이

이스 <아케이드 4WALLS>는 코로나 이후의 극장과 전시장을

나 마술과 같은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움직임과 무대미술로 표

모색하는 미디어 공공 미술 전시이자 광주와 4차산업혁명기

현될 예정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욕망사이에서 화자 되

술, 기후변화 시대의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한 여섯 작가의 순

는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묘사하여 미래 인간의 삶을 작품 속에

회 전시이다.

서 들여다 보고자한다.

참여 작가 IP Yuk-Yiu (홍콩), Taiki Sakpisit (태국), Shireen Seno (필
리핀), Gym Lumbera (필리핀), 양아치(한국), 김웅용 (한국)

*본 프로그램은 제작 쇼케이스 공연이며, 제작공연은 2021년 8월에 공연됩
니다.

☜ ☞(왼쪽, 오른쪽), IP Yuk-Yiu, 참고 이미지

기간 | 12.24.(목) 15:00 장소 | 예술극장 극장1
대상 | 8세 이상 가격 | 무료

기간 | 12월~2021년 6월 19시~22시 예정, 작품당 1개월
장소 | 미디어월, 아시아문화광장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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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아카데미

ACC 전문인력아카데미
급변하고 있는 동시대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CC의 콘텐츠와 시설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입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정규
과정
특화
강좌

- 대상: 관련분야 전공자 등 예비전문인력 대상
- 강좌소개
○ 프로젝트 랩(5~11월)
문화예술 현장에서 멘토와 함께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발표’까지 실행하는 입체적 교육프
로그램
○

ACC
EDUCATION

교
육

스타트 랩(9~11월)
문화예술 콘텐츠 아이디어가 기획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

2019 전문인력아카데미

기간 | ~11월
가격 | 무료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및 온라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 2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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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아카데미

ACC 아카데미

ACC 인문강좌

ACC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 철학, 인문, 과학 등 다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는 명사를 초청,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
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대중강연

학생, 직장인, 생애전환기, 시니어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문사회, 예술夜, ACC 특화강좌
카테고리별 다채로운 강좌를 통해 문화향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바닷길로 이어진 아시아 세계
11월

문화예술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
의 추진을 통해 아시아로 확장되고 있다. 역사학자
권오영 교수와 함께 한반도 해상교류의 전개과정
을 살펴보고 새로운 외교정책의 의미를 역사학적,
고고학적으로 살펴본다.

미술, 음식, 인권이야기
김태권 작가
장르가 된 감독, 봉준호를 말하다ㅣ온라인
전찬일 영화평론가 외 전문가 4인

- 일시: 11.4.(수) 19:00~21:00
- 강연자: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
코로나 시대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존의 경쟁지상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존엄
과 연대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의 질적 변화를 외치
는 김누리 교수와 교육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시간
을 가져본다.
- 일시: 11.11.(수) 19:00~21:00
- 강연자: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꽃으로 표현하는 명화의 재해석
문연정 플로리스트
인문사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CC 문학 살롱 -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
| 온라인 Zoom 화상 강의
로쟈 이현우
판데믹 문명과 일상사물의 철학
함돈균 평론가 (PaTI인문연구소장)

예술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Ⅲ- 전자책 시작하기
| 온라인 Zoom 화상 강의
양지애 파종모종 대표

ACC
특화강좌
기간 | 11월
장소 | 문화정보원 극장3
대상 | 일반시민 가격 | 무료

랜선 라이브클래식ㅣ온라인
김진 바로크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피아니스트 외 국내외 연주진

연대의학교 Solidarity Schoolㅣ온라인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외 전문가 11인

기간 | 9월~11월 ※상세 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장소 | 문화정보원 아카데미 강의실 등
대상 | 일반시민 가격 | 강좌별 상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 2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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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TEEN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민주·인권·평화’를 소재로 한 게임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역사 속 평화의 목소리를 마주
함으로써 갈등 상황 조정 능력, 융합적 사고력, 사회 공감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ACC TEEN

ACC TEEN 온라인 워크숍Ⅱ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급을 대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과 미래 산업을 접목한 뉴미디어 분야 진로체험 프로
그램으로 <1인 크리에이터>, <홀로그램 디자이너> 두 과정
을 운영한다.
1인 크리에이터
내가 콘텐츠가 되는 세상! 영상을 통해 나를 표현해보고, 영상
편집을 배워보는 시간
홀로그램 디자이너
뉴미디어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나만의
3D홀로그램 제작해보기

기간 | 9월~11월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대상 |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단체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9.22.(화)~11.20.(금) 장소 | 신청학교 교내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급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Nov - 2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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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온라인으로 만나는
오월스토리 퍼즐
오월스토리 퍼즐
민주·인권·참여 가치 확산 시민참여 프로그램

ACC
CHILDREN
ACC가 자체 제작한 5·18 당시 광주 시내를 그린 <오월스토리
퍼즐>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인기몰이를 해 온 <오월스토리
퍼즐>의 현장 운영이 어려워 이를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
한다.
온라인 PC 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오월스토리 퍼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많은 청소년이 민주·인권·평화 가치와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기간 | 11월 출시 예정 제공 | ACC 홈페이지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격 | 무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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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체험관

어린이 교육

아시아의 풍부한 스토리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체험 공간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놀이와 창작 활동으로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체험관은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소리와 음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
한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사람들의 삶을 이해
하고 체험할 수 있다.
자연과 생활
아시아의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아시아인의
삶을 체험하고, 대상별 체험프로그램 참여
로 아시아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지식과 문명
아시아의 문명을 살펴보고, 관련 대상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문명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문화권을 바탕으로, 주제중심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
하는 프로그램

예술
창작

과학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재창조하는

전시
연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콘텐츠와 연계하여 진행

단체

특별

과정을 경험하는 실험적 예술창작 프로그램

되는 프로그램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하여 여름·겨울방학에 운영
되는 특별 프로그램

소리와 음악
아시아의 자연소리, 언어, 음악을 탐색하
고, 대상별 체험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악기
특징에 대해 이해하며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기간 | 매주 화~일 10:00~18:00
가격 | 48개월 까지(보호자 발권 시) 무료
어린이(만 4세 이상~14세 미만) 5,000원
일반(만 14세 이상) 3,000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ACC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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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편의시설
※전당 유료관람 티켓으로 식음시설 10% 할인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CC 만남의 장소 / ACC 컬처숍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화~일 10:00~18:00

이
용
안
내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 상품점
어린이문화원 로비
화~일 10:00~18:00

CAFE 38 BLOCK
문화정보원 B2
화~금 8:30~19:00, 토·일 10:00~20:00
062-710-8998

ACC 숲
민주평화교류원 B3(아시아문화광장 음악분수 옆)
월~금 11:00~13:30(한식뷔페) 예약 시 11:00~22:00(연회)
062-710-8998

편의점
문화정보원 B2
화~일 8:00~22:00

42

43

ACC 이용안내

동명동 카페거리
하늘마당

전일빌딩
충장로거리

운영
시간

매주 화~일요일 10:00~18:00(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매주 수·토요일 10:00~19:00(연장운영)

5

예술극장

광주YMCA

문화창조원

구름다리
4

6

민주평화교류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미운영

1

아시아문화광장 8:00~22:00

서석초등학교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 공연 등으로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문화정보원

2

동구청

어린이문화원

관람료

민주평화교류원 무료
문화정보원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무료
공연에 따라 별도 책정

주소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광산동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시
는길

전시에 따라 별도 책정
미취학아동(보호자 발권 시) 무료

버스

48개월 미만(보호자 발권 시) 무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 하차
※ 노선에 따라 하차 정류장 다수

어린이(만 4세 이상~14세 미만) 5,000원
일반(만 14세 이상) 3,000원

간선

금호36 봉선37 송정98 운림51
지원45 첨단95 금남58·59
운림54

지선

금남55·57 문흥80 석곡87
수완12·49 풍암61 419 518
1187 지원52·150·151·152

급행

좌석02 첨단09

공항

1000

※ 중복할인 적용 불가

할인
정책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예술인패스, 문화패스, 문화누리카드 50% 할인
ACC릴레이티켓,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어린이문화원(체험관) 20인 이상 단체 40% 할인
※ 중복할인 적용 불가

지하철 문화전당역 하차(5, 6번 출구)

주차
안내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A·B 08:00~22:00(1월1일, 정기 휴관일(매주 월) 휴무)
부설주차장(야외) 07:00~24:00(연중무휴)
※ 1월 1일 이용 불가
※ 정기 휴관일(매주 월)은 부설주차장만 이용가능
요금

기본요금(최초 30분) 800원
초과요금(15분당) 400원
※1일 최대요금 15,000원 / 버스(대형)차량은 일반요금의 2배 부과
※전당 유료 콘텐츠 이용고객, 전당 방문 버스(대형) 차량 등 별도 할인율 적용

홈페이지

www.acc.go.kr

웹

webzine.acc.go.kr

진

아카이브

archive.acc.go.kr

문의전화

1899-5566(09:00~17:00)

S

N

S

facebook.com/asiaculturecenter
blog.naver.com/asiaculturecenter
twitter.com/WeloveACC
instagram.com/asiaculture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