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인도 대사관과 인도 문화원 주최
815 광복절 기념식 및 축하 행사 Indian Bazaar
65 주년(인도), 67 주년(한국)
행사 내용 및 시간표 / 8 월 15 일 (수요일)
시간

내용

07:30 – 08:30 인도 시장 – 텐트 설치 및 준비
08:50

65 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장 집결

09:00

인도 국기 계양식 및 인도 국가 제창

09:05
09:15
09:50 - 10:25
10:30

인도 대통령 광복절 기념 연설문 낭독
(비슈누 프라카쉬 인도 대사)

장소
문화원 건물 실외 주차장 일대

문화원 건물 내 9 층 강당

문화행사 (까딱, 깔라벨리, 볼리우드 춤
공연, 시타르/따불라 합주 등)
광복절 축하 하객들을 위한 차/커피 나눔
인도 시장 India Bazaar & 사진전 오픈 –
비슈누 프라카쉬 인도대사

11:00 – 11:30 볼리우드 Bollywood 춤 추어보기
11:40 – 12:10 요가 강습 – 문화원 요가 강사
12:50 – 13:50 인도 음악 알아보기 – 평론가 김진묵
14:00 – 17:00 인도 영화 상영회 – 세 바보 3 Idiots
17:00 – 17:15 행운권 추첨

문화원 로비 & 강당

인도 시장 Indian Bazaar 에 참여하는 단체들
캠프 단체
1

안나푸르나 Annapurna (한국
거주 인도 여성연합)

2

음악 캠프

3

인도 관광청

4
5

행사 내용
인도 옷 입어보기, 헤나 Henna 문신 즐기기 등
인도 악기 따불라 체험하기 – Mr. Dipankar Das
한국 대행소 Jstar Solution www.jstarm.com 이
제공하는 인도 관광 정보

IIK (Indian in Korea 한국 체류
인도인 연합)

빈디 찍기, 헤나 문양 등

ISA (Indian Student Association

뱀과 사다리 snake & ladder 등 인도인들이 즐기는

한국 유학생 연합)

게임, 헤나 문신 등 체험하기

6

차크라 Chakra

7

인도물품점

8

인도 어학원

9

사단법인 한인교류회
Indo-Korean Foundation
www.india.or.kr

인도 식당 Chakra 가 운영하는 간이식당 – 점심,
간식, 짜이 등 www.chakraa.co.kr
다나까페 Dana Café www.danacafe.com 가
운영하는 간이 인도 물품점
인도 어학원 KS India www.ksindia.com 이
제공하는 인도 유학, 인도 어학원 정보
인도 가면극 초우 Chhau 가면 전시. 가면과
사진찍기, 터번, 인도 의상, 신발 신고 사진 찍기,
헤나 문신 즐기기 등

* 인도 식당과 인도 물품점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유료입니다.
*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 헤나 문신, 인도 게임 등은 약간의 수고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바자르에 참가하신 분들은 행운권에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크라 식사권 등의
행운권 추첨은 오후 5 시에 진행되고, 당첨되신 분들 중 현장에 없는 분은 추후 개별통지
받고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의 : 인도 문화원 798-4257 / iccseoul@gmail.com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