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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송신 한국 인도 친선교류협회 사단법인 한.인교류회 Indo-Korean Foundation   www.india.kr 

일시 2011년 8월 08일 

주제 [초대합니다]  한국, 인도 광복절 축하, 합동 기념 및 공연 

 

 

나마스까르 ~ 

한국, 인도 친선교류협회 사단법인 한인교류회는 인도 대사관과 함께 66주년(한국)/64주년

(인도) 광복 기념일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 인도에 관심 있고 인도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모여, 광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여는 미래를 도모하는 자리, 

                                초청합니다    _()_ 

 

한국, 인도 - 광복절 축하, 합동 기념 및 공연 

 

2011년 8월 15일 

  광복연도 대상국 

한국 66주년 1945 일본 

인도 64주년 1947 영국 

 

행사 내용 

장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옆, 한국 불교 문화 역사 기념관 – 연주홀 

시일 2011년 8월 15일 (월요일) 

행사 주제 ‘두 나라, 한 기쁨’ – 한국, 인도 광복절 합동 공연 ‘Freedom Concert’ 

주최 사) 한.인교류회 www.india.kr / 인도문화원 www.indoculture.org  

주관 한국 거주 인도인 연합 Indian In Korea 

후원 인도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종로구청 

참가 예상 1부 영화 250명 + 2, 3부 행사 및 공연 250명 = 총 500명 

입장료 무료 

 

http://www.india.kr/
http://www.india.kr/
http://www.indoculture.org/


 

일정 

 내용 시갂 공연자 

1부 영화 – 파나 PANAA (2006작) 13:30-16:30 인도 영화 – 한글 자막 

리셉션 (16:30-17:00) – 공연장 로비(내외 귀빈) & 공연장 밖 우정공원 (일반) 

2부 

국민의례 17:00-17:15 양국 국가 연주 

환영사 17:15-17:45 
스칸드 따얄 대사 

참가 귀빈 (2~3명) 

3부 

01 합창 Sohi Mozho 17:45-17:55 나가 Naga 민족의 합창 (NCFK 회원 16명) 

02 요가춤 17:55-18:00 최정헌, 조은비, 손동현 

03 인도 춤 까딱 18:00-18:10 마노제이 드브랄 & 오숙희  

04 살풀이 18:10-18:20 김승애 

05 행운권 추첨 18:20-18:30  

06 
락 밴드 연주 18:30-19:00 퓨전 Rock 밴드 - 고구려 밴드 

다 함께 - 아리랑 19:00-19:05 한국, 인도 양국 국기 흔들며 모두 함께 

 

참고 

* 2부부터 참석하실 분들, 리셉션 시작은 16:30 이전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 행사 참가 예약은 14일 18:00시까지 선착숚으로 받겠습니다. 

* 좌석 (1부 & 2/3부 각 250석) 예약은 없습니다. 당일 선착숚 도착입니다. 

* 1부 & 2/3부 모두 참석하시는 분은 1부에 사용한 좌석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중앙 부분의 앞 좌석 일부는 내외 귀빈과 원로를 위해 사용됩니다. 

  @ 1부는 약 20석, 2부는 약 50석이 내외 귀빈과 원로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1부에 중앙 앞 좌석을 사용하신 분들 중 일부는 2/3부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불편함 사과 드리며, 양해 바랍니다. 

* 행운권 추첨에 참가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약 

* 편의 상 메일로맊 예약을 받겠습니다. 

* 인도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각각 반절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요일 17:00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엔 남는 쪽의 좌석을 모자라는 쪽에 배정할 것입니다. 

* 예약은 ikf21@gmail.com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_()_ 

mailto:ikf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