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호

기획 프로그램

Photo STUDIO에서

평일 점심시간 청자홀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음악 감상 힐링 공간

다크 포토 투어

흘러가는 시간을 기억해보세요!

Music STUDIO

다크 투어

매주 토 09:00 - 18:00 운영 / 3층

매주 화 수 목 금

부산 중구 지역의 문화 유산
건물들을 돌아보는

슬프고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되짚어보는 투어
❖ 옛날 한성 은행 부산지점에서 시작해
원도심 내 Negative Heritage(부정적
문화유산) 건물
들을 돌아보며
이야기와 함께
사진으로 남겨
보세요.

1회차 다크포토투어
6/29(토) 14:00 - 17:00
❖ 사전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와 인스타
그램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독립출판 워크숍

시간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는다

아날로그 감성의 필름카메라
체험 프로그램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필름 카메라의
대여, 촬영, 인화까지
기본 작동법과 촬영법을
알려드립니다!
❖ 남포동, 동광동을 포함한 중구에서 찍은 감성적인
사진으로 월별 포토제닉 이벤트도 응모해보세요.
현상된 사진 액자 및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 카메라 대여 + 필름 현상비 10,000원
❖ 사전 접수는 유선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010-4913-5301 / 010-4371-5152

11:30 - 13:00 운영 / 청자홀
매월 다른 테마와 키워드에 맞는 리스트를
감상하세요.
하루에 다섯 곡 부산 인디밴드의 음악도
들어보세요 :)

6월의 테마: 초록(Green), 휴식
❖뮤
 직스튜디오 현장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신 분께 추첨을 통해
무선충전기를 증정합니다.

❖ 매주 토요일 5팀(약 10인)으로 운영하며
사전 신청 미달 시 현장 참여도 가능하니 자유롭게
문의, 방문해주세요 :)
포토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계정: @photostudio_1918

커피와 책, 이야기가 있는

사람책 읽는 시간
6/26(수) 19:00 - 20:00 / 1층 카페

5/11(토) - 6/14(금)
19:00 - 21:00 / 매주 금 총 6회
❖워
 크숍 세부일정은 한성1918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워크숍 수강생들의 출판물은 1층 카페
내 6월중 전시될 예정입니다.

1층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사람책 활동가 상시 접수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들
 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분이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도심 속 푸릇한
힐링 공간에서 필환경,
자연주의 테마 프로그램

Natural STUDIO를
경험하세요!
매월 마지막 주 금

특별 프로그램

/ 2층 공방과 야외 나온테라스

원도심 문화 네트워크 축전과 함께하는

피자극장

4회차 프로그램

'한성1918 일상'

6/29(토) 11:00 - 14:00 / 청자홀

6/28(금) 16:00 - 18:00

6/28(금) 10:00 - 20:00

부산평화영화제 추천작 상영 후
피자와 함께! 씨네토크

이번 회차는
‘한성1918 일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원도심 문화 네트워크와 함께
한성1918 공간 중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문화동아리의 공연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입니다.
❖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 참여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6월
중순 이후 한성1918 홈페이지 및 SNS에 공지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 가족단위, 단체 대환영

❖ 한성1918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공지 예정

❖ 자세한 홈페이지는
참조해주세요!

❖ 4회차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비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1918 홈페이지 http://1918.bscf.or.kr 및 페이스북에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검색
인스타그램 계정: @hansung1918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051-257-8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