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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한지 깔맞춤

오색 블록을 쌓아라!

MBTI는 과학이었다...!
한지 MBTI로 퍼스널 컬러를 찾다

오색한지 블록쌓기 놀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차곡차곡 쌓아보자!

참여방법

참여방법

① 한지 MBTI 테스트 실시
②	테스트 결과를 현장에 보여주면,
깔맞춤 한지 증정
③	원주한지문화제 속에서 깔맞춤 한지
작품을 찾아 촬영
④	촬영한 사진에 해시태그를 작성하여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업로드
(#원주 #원주한지
#제24회원주한지문화제)

①	원주한지테마파크 2층에 마련된
블록존으로 고고!
②	30개의 오색 블록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③	기념 사진 촬영!
촬영한 사진에 해시태그를 작성하여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업로드!
(#원주 #원주한지
#제24회원주한지문화제)

온라인 이벤트

한지.. 너 뭐 돼..?
출구없는 매력, 원주한지문화제

빛;
종이의 숲

작문천재 찾기 프로젝트
: N행시 이벤트

자작나무 한지숲 무드등 조은선
한지의 따스하고 온화한 느낌과 아름다운
색감이 더해지는 나만의 한지 무드등 만들기!

꽃이 피는 5월, 따스한 꽃 액자로
집안을 화사하게 !

오월의 정원 지덕희
초충도에는 조선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어요.
우리도 소망을 담아 그려볼까요?

한지붕마켓 | 입구 주차장
●

5. 7(토)~5. 8(일) 오후 2시~9시 (토닥토닥맘협동조합 참여)

줌치 나빌레라 키링 정은희

버스킹 | 본관

① ‘원주한지문화제’ 인스타그램 접속
②	사전에 배포한 인스타그램 필터를
활용하여 나만의 개성있는 사진/
영상 촬영
③	사진/영상에 해시태그를 작성하여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업로드
(#원주 #원주한지
#제24회원주한지문화제)

참여방법

●

5. 5(목) 2시 / 4시

●

5. 7(토) 2시 / 4시

●

5. 14(토) 2시 / 4시

●

5. 15(일) 4시

2022 원주한지문화제
유퀴즈?!

2022 원주한지문화제
LIVE

퀴즈를 맞추면 다양한
선물이 팡팡!

라방이라고 들어봤니?
원주한지문화제 실시간 LIVE

참여방법

응모안내

①	4월 27일(수) 10:00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한지월드> 입장
②	5월 11일(수) 10:00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한지월드> 입장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퀴즈를 맞추면
다양한 선물이 팡팡!!

①	총 5회 진행되는 2022 원주한지
문화제 유튜브 LIVE 입장
②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퀴즈를 맞추면
다양한 선물이 팡팡!!

①	원주한지문화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버스 접속
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버스 속
N행시 이벤트 글에 댓글로 참여
(원주한지 / 한지문화제)

●

5. 8(일) 4시

국제 교류 종이공예 체험 |

5. 8(일) 2시 (원주문화재단 후원)

후원

●

5월 5일(목) 5월 6일(금) 5월 9일(월)

●

5월 12일(목) 5월 15일(일)

●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원주시 국제우호도시) 의
종이오리기 공예가 시연영상을 보고 만드는
종이오리기 체험

|

현장 체험 |

제24회 온라인+오프라인

종이창작소(10:00 ~ 17:00)

나도 한지 예술가!

zion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한지보존회

평원중학교

수도권본부

●

안전관리 책임자 : 김동신 (033-734-4739 / 010-4721-4026)

종이창작소 앞

중국 종이오리기 공예 소개 및
체험

한국수자원공사횡성원주권지사

라이브일정

줌치의 질감을 느끼면서
나만의 나비 키링을!

로비음악회 | 본관 로비
●

●

따뜻한 봄 햇살을 닮은 우리 나라 전통
색지공예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아요!

한지 꽃을 담은 액자 문유미

전국의 N행시학과,
작문 천재를 찾습니다.

참여방법

나뭇잎 찻잔 받침 김은희

천 개의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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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가 좋아서 그램

방구석 온라인체험

www.wonjuhanji.co.kr

033-734-4739 www.wonjuhanji.co.kr

24TH

Wonju Hanji Festival

2022. 5. 5 (목) ▶ 5. 15 (일)
주최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
주관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한지를 즐기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2호 장응열 한지장의
한지뜨기 영상 상영 및 한지공예 체험
- 현장접수

‘천 개의 빛 ; 종이의 숲’

빛의 터널 - 풀뿌리한지등 | 대공연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한지는 내 친구’ | 야외 공원

2022.
05.05.(Thu) - 05.15.(Sun)
동화 속 세상처럼 어린이의 동심으로 가득한
빛의 터널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제24회 원주한지문화제

‘천 개의 빛 ;
종이의 숲’으로

빛의 정원 | 본관 옆 잔디밭, 행사장 입구

제4회 청소년 창작등 공모전
‘한지 꽃피우다’ | 테마파크 진입 언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 천년 전, 작은 불빛 하나로 수놓아진 원주의 밤은
원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수 만개의 꿈과 희망이 ‘한지’에 담겨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의 숲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제22회 대한민국한지대전
수상작 전시 | 1·2기획전시실 기간/5.5~6.26

나비의 군무 / 반딧불이의 향연 / 2022 생명의 나무 / 2022 생명의 빛

빛과 한지, 미디어아트의 앙상블
우리는 오늘 밤 찬란한 빛의 정원을 걷는다.
참여 : 이터널스, 정지연 작가

‘오월의 꽃’을 표현한 청소년 창작등.
2,100개의 오색찬란한 꽃이 모여
한지꽃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꽃내음이 향긋한 어느 봄 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이룬 빛,

강원도의 유아와 청소년 3,352명이 평화를 소망하며 다 함께 그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A4 한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하게 펼쳐진 평화
의 메시지를 감상해보세요!

종이의 숲 Season Ⅲ | 본관 앞

빛의 계단 ‘나비의 꿈’ | 대공연장 계단

紙千年絹五百, 지천년견오백
천년을 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 한지, 제22회 대한민국한지
대전 전시에서 한지예술의 진수를 만나보세요!

현장 이벤트

어린이 한지대전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

어린이의 시선으로 원주한지를 담아내다
참여 방법

빛과 종이가 선사하는 세 번째 이야기
천 개의 빛이 수놓은 종이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여 : 정지연 작가

원주 시민의 등으로 수놓아진 빛의 계단,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나비의 형상이 꿈처럼 펼쳐집니다.

어린이

한지
대전

① 원주한지테마파크 2층 기획전시실로 고고!
② 대한민국한지대전 전시 관람 후 전시 감상 활동지에
나만의 작품 그려내기
③ 활동지 사진에 필수 해시태그(#원주 #원주한지 #제24회원주
한지문화제)를 작성하여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이벤트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