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갤러리박영 031-955-4071

효형 출판 031-955-7600

<체험>
박영 아트옥션
내용
일자 9. 14(금), 15:00
장소 갤러리박영
대상 평소 미술에 관심 있는 분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
(www.gallerypakyoung.co.kr)

<체험>
브릭으로 만드는 세계사 – 레고 미니 피규어와
브릭들
내용
일자 9. 15(토), 11:00, 12:00(총 2회)
장소 효형 책방 2층
대상 초등학교 이상 어린이
참가비 무료
신청 전화 사전 접수(사전 예약제) – 각 체험 당
제한 인원 10명(031-955-7622)

<강연/공연>
미술과 함께 하는 재즈와인클래스
내용
일자 9. 15(토), 17:00
장소 갤러리박영
대상 30-40대 직장인과 지역 주민
참가비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
(www.gallerypakyoung.co.kr)
<강연/공연/전시>
파주 IN ARTIST
내용 2018 파주북소리 갤러리박영 특별
기획전
일자 9. 16(일)
장소 갤러리박영
대상 30-40대 직장인과 지역 주민
참가비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
(www.gallerypakyoung.co.kr)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도서출판 한길사 031-955-2038

안그라픽스 031-955-7755

<강연>
1. 베토벤과 떠나는 클래식 여행
2. 14억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내용
일자 9. 15(토), 13:00-18:00(2회)
장소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2층 소회의실
대상 성인 독자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
(https://www.facebook.com/hangilsa)

<강연>
디자인 사사사, 듣는 디자인 史
내용 디자인 평론가 최범 강연
일자 9. 14(금), 17:00
장소 안그라픽스 사옥 1층
대상 예술,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
참가비
신청 온라인 접수(www.agbook.kr, 네이버 예약
플랫폼)

<강연>
19세기 프랑스 화가 도레, 밀레, 반고흐를
만나다
내용
일자 9. 16(일), 15:00
장소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2층 소회의실
대상 성인 독자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
(https://www.facebook.com/hangilsa)

<강연>
디자인 사사사, 보는 디자인 史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안그라픽스 사옥 1층
대상 예술,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
참가비
신청 온라인 접수(www.agbook.kr, 네이버 예약
플랫폼)
<강연>
디자인 사사사, 읽는 디자인 史
일자 9. 14(금)-9. 16(일), 매일 12:00, 14:00,
16:00(총 6회)
장소 안그라픽스 사옥 1층
대상 예술,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
참가비
신청 온라인 접수(www.agbook.kr, 네이버 예약
플랫폼)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디네오(RAWGallery)

주식회사 자바소프트(밀크북)

010-9697-9731

031-944-3966

<전시>
박진규 개인전
내용
일자 9. 15(토)-10. 20(토)
장소 디네오(RAWGallery)
대상 전 연령층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
(www.rawgallery.info,
rawgallery413@gmail.com)

<판매>
아이와 함께 하는 책 데이트!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어린이 책방&북카페 밀크북
대상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방문

스튜디오5274 010-3681-6270

종합출판 범우(주) 031-955-6900

<전시>
파주 작가 ‘아트벙커’ 전시
내용
일자 9. 13(목)-10. 10(수)
장소 스튜디오 5274 갤러리
대상 일반 관객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010-3681-6270)

<강연/전시>
광개토대왕비 탁본 실물 설명 및 딱지본 전시
내용
일자 9. 14(금), 14:00-18:00
장소 종합출판 범우(주) 전시실 1층
대상 일반인
참가비 무료
신청 전화 접수(031-955-6900), 온라인 접수
(bumwoosa1966@naver.com, 인스타그램DM
@bumwoosa1966)
<강연>
박봉규 작가님과 한상봉 선생님과 함께 하는
광개토대왕비 탁본에 대한 강연
내용
일자 9. 14(금), 14:00-18:00
장소 종합출판 범우(주) 전시실 1층
대상 일반인
참가비 무료
신청 전화 접수(031-955-6900), 온라인 접수
(bumwoosa1966@naver.com, 인스타그램DM
@bumwoosa1966)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살림출판사 031-955-1350
<체험>
엘리스 기차 타기
내용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살림 엘리스하우스
대상 전체
참가비 도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승차권 지급
신청 당일 현장 접수
<판매>
도서 전시 및 판매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살림 엘리스하우스 1층
<강연>
왜 청소년 소설이 필요한가?
내용
일자 9. 15(토), 14:00-15:30
장소 살림출판사 1층 대강당
대상 청소년과 학부모
참가비 무료
신청 전화 신청(031-955-1350) 또는 온라인
사전 신청(book@sallimbooks.com)
<강연>
남미로 떠나는 꿈의 여행
내용
일자 9. 15(토), 16:00-17:30
장소 살림출판사 1층 대강당
대상 여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비 무료
신청 전화 신청(031-955-1350) 또는 온라인
사전 신청(book@sallimbooks.com)

프로그램 안내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주)김영사 031-955-3100
<강연/체험>
머털이와 책 만드는 마법사 고양이와
함께 하는 세계기록문화 ‘직지와 팔만대장경’
내용
일자 9. 15(토)
장소 김영사 4층 교실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전화 접수(031-955-3156,
010-2743-3155)
<강연/체험>
책 만드는 마법사 고양이와 함께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제본 체험하기
내용
일자 9. 16(일)
장소 김영사 4층 교실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전화 접수(031-955-3156,
010-2743-3155)

<강연/체험>
출판도시 건축물 투어
내용
일자 9. 16(일)
장소 김영사 4층 교실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전화 접수(031-955-3156)
<판매>
파주지역 아동센터와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벼룩시장
일자 9. 15(토)-9. 16(일)
장소 김영사 주차장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비
신청 현장 판매
<체험>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내용 작가 선생님들과 신나는 체험
일자 9. 15(토)-9. 16(일)
장소 김영사 1층 로비와 테라스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보림인형극장 031-955-3488

한울엠플러스 031-955-0619

<공연>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내용
일자 9. 14(금), 11:00, 16:00
9. 15(토), 14:00, 16:00
장소 보림인형극장
대상 24개월 이상
참가비 파주북소리 축제 할인 12,000원
20인 이상 단체 할인 10,000원
보림책방 도서 구매 시 10,000원
(영수증 필참)
신청 현장 판매

<강연/전시>
한국 대중문화예술사 프리즘 강연회
내용
일자 9. 14(금), 14:00
장소 한울시소빌딩 1층
대상 2018 파주북소리 방문객, 한국 대중문
화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
(blog.naver.com/hanulnew), 인터넷서점
등을 통한 신청 진행 예정

북이십일 031-955-2407
<체험>
마법천자문 한자놀이 교실
내용
일자 9. 15(토), 14:00-15:10
장소 북이십일 사옥 회의실
대상 6-10살 내외의 어린이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 je1900@book21.co.kr)

<전시>
한국 대중문화의 발자취 전시회
내용
일자 9. 14(금)-9. 16(일), 10:00-17:00(총 3회)
장소 한울시소빌딩 1층
대상 2018 파주북소리 방문객, 한국 대중문
화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접수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보리 출판사 031-950-9523

명필름아트센터 031-930-6600

<강연>
그림으로 만나는 전국 평화의 소녀상
내용
일자 9. 15(토), 11:00
장소 보리 책방
대상 관람객 누구나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강연/상영>
영화 <웰 컴 투 동막골> + 시네 토크
내용 영화<웰 컴 투 동막골>관람 후 박광현
감독과 주성철 씨네21 편집장과 함께
하는 영화 토크
일자 9. 16(일), 12:40
장소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대상 12세 이상
참가비 무료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http://mf-art.kr/)

<강연>
이기범 작가 초청 강연
내용
일자 9. 16(일), 13:00
장소 보리 책방
대상 관람객 누구나
참가비
신청 현장 접수

<상영>
영화 <공동경비구역JSA>
일자 9. 16(일) 10:30
장소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대상 12세 이상
참가비 무료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http://mf-art.kr/)
<상영>
영화 <의형제>
일자 9. 16(일) 16:30
장소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대상 12세 이상
참가비 무료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http://mf-art.kr/)
<상영>
영화 <공작>
일자 9. 16(일) 18:45
장소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대상 12세 이상
참가비 유료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http://mf-art.kr/)
<전시>
명필름 X 파티 포스터 리메이크전
내용
일자 9. 14(금)
장소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 로비
대상 청소년, 성인
참가비 무료
신청 상시 운영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활판인쇄 박물관 031-955-9155
<경연대회/전시>
북소리 타자기 페스티벌 – 2018 Peace Sentence
내용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4.27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문장
들을 직접 찍어보는 퍼포먼스형 경연대회와 함께
정전협정문을 친 공병우타자기 등 희귀 한글타자
기 전시
일자 9. 15(토)-9. 16(일),
경연대회 9. 15(토) 13:00
장소 활판인쇄 박물관 활자의숲 앞 선큰가든
대상 누구나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사전 접수(대회 시작 2시간 전), 온라인
사전 접수(페이스북 @letterpress.museum)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031-955-9254
<전시>
시와 타이포그라피의 출판도시
내용
일자 9. 14(금)-9. 30(일)
장소 출판도시 일원
대상
참가비 무료
신청

프로그램 안내

출판도시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안내

메이지FX 031-955-9389

출판도시문화공간모임 031-955-7610

<체험>
나도 분장사
내용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메이지FX
대상
참가비 7,000-20,000원
신청 현장 접수

<체험>
출판도시 탐정단: 보물을 찾아랏~
내용
일자 9. 14(금)-9. 16(일)
장소 출판도시 일대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 참여

몽스패밀리 010-4455-1816
<체험>
헬로, Peace!
내용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일자 9. 15(토), 11:00-12:00
장소 갤러리박영 1층
대상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참가비
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
(www.chocomong.com)

무카스 010-2988-1826
<공연>
태권도, 평화의 몸짓
내용
일자 9. 15(토), 15:00-16:00
장소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장
대상 모두
참가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