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fia.or.kr/globalgathering



2

□ 행사개요

•행 사 명 : ‘세계인의 날 기념’
제8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Global Gathering 2013

•일 시 : 2013. 5. 25(토) 10:00~17:00

•장 소 : APEC 나루공원(신세계 센텀시티점 옆)

•주요내용

- 국가별 세계 문화 홍보 부스 운
- 무대공연(국내·외 공연단), 세계인의 날 기념식
-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진전
- 참여·체험 이벤트 : 세계전통의상 체험, 

페이스페인팅, 한국전통놀이 체험 등

□ 행사결과

•참가단체 : 85개 단체 (26개국)
•설치부스 : 155동
•참가공연단 : 21개(국내 17, 해외 4)
•관람객수 : 20,000여명

□ 연도별 비교Comparis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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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가단체 참가국 설치부스 참가공연단
Year # of Exhibitors # of Participated # of Booths # of Performance 

Countries Troupes

2006 20 11 28 14
2007 39 19 41 13
2008 42 19 55 15
2009 55 25 81 24
2010 63 24 101 24
2011 74 31 112 25
2012 79 30 132 16

2013 85 26 15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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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5, 2013 10a.m-5p.m
■APEC Naru Park (next to Shinsegae Detp. Store)

•Promotional Booths from all over the world: Tradition, arts and food, history
•Diverse Shows on Stage: Multicultural Performances by troupes from overseas &

local communities.
•Special Photo Exhibition to celebrate 50 years of being raised to directly

governed city, Jichalsi
•A variety of opportunities for fun

Korean traditional games & plays, face painting, nail arts, putting on world costumes,
voting for the best booth. 

Results

•Participated 85 exhibitors representing 26 countries
•# of Booths installed : 155 
•# of Performance Troupes : 21 including 4 from overseas countries
•# of Visitors : Over 20,000

0

50

100

150

200

2013년2012년2011년2010년2009년2008년2007년2006년

10

15

20

25

2013년2012년2011년2010년2009년2008년2007년2006년



4



시 간 내 용

국내외 공연단 공연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01. 드림 합창단 : 아리랑, 과수원길
02. 수라바야 공연단 : 수라바야 전통춤
03. 무젠자 코리아 : 브라질 전통무술‘카포엘라’
04. 후쿠오카 공연단 : 요사코이 공연
05. 시모노세키 공연단 : 요사코이 공연
06. 야르마르카 러시아 공연단 : 러시아전통 노래 & 춤
07. 부산국제외국인학교(BIFS) : 댄스

11:40~12:00 경품추첨(1차) Raffle Prize Draw

국내외 공연단 공연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01. 부산외국인학교(BFS) : 뮤트 엑사일 락밴드 공연
02. 브라질 공연단 : 브라질 전통춤
03. 해군의장대 시범
04. 수라바야 공연단 : 수라바야 전통춤

13:00~13:20
세계인의 날 기념식 / 개막식
A Commendation Ceremony for the 6th Together Day /
Opening Ceremony of Global Gathering 2013

국내외 공연단 공연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01. 국립부산국악원 : 전통 & 퓨전 춤
02. 안데스 전통음악 그룹 : 안데스 전통음악 연주
03. 부산화교학교 : 중국전통 사자춤
04. 네팔 커뮤니티 : 네팔 전통춤
05. 다카노 요시유키 : 거합도 시범
06. 부산일본인학교 : 일본민요 & 북공연
07. 무젠자 코리아 : 브라질 전통무술‘카포엘라’
08. 후쿠오카 공연단 : 사미센 연주
09. 시모노세키 공연단 : 요사코이 공연
10. 야르마르카 러시아 공연단 : 러시아 전통 노래 & 춤
11. 케냐커뮤니티 : 아프리카 전통춤
12. 경성대 인도네시아유학생 : 인도네시아 전통춤 & 합창
13. 어린이 예술단 : 한국전통 북공연 & 깃발 퍼포먼스
14. 동의대 태권도 시범

16:20~16:40 최고부스 시상식 / 경품추첨(2차)
Best Booth Awards/Raffle Prize Draw

16:40~17:00 폐막공연Closing Performance
Step Crew & 부산예술단 : 비보이 & 사물놀이 합동공연

10:00~11:40

12:00~13:00

13: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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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개막식

Looking around Festival
행사장 스케치



Global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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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round Festival
행사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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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Performances
무대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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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거합도 시범 ❷ 태권도 시범 ❸ 요사코이 ❹ 어린이 예술단 전통춤 ❺ 사물놀이
❻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엘라 ❼ 중국 사자춤 ❽ 사미센 연주 ❾ 안데스 음악 ❿ 일본 민요 & 퓨전춤

러시아 전통공연 수라바야 전통공연 인도네시아 합창 해군의장대 의장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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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Sponsorship Partners
후원·협찬사

로고(Logo)노출
Sponsorship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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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개막식 버튼터치대
❷ 무대 ❸ 정문게이트
❹ 현황판
❺ 가로등배너
❻ 전단지, 리플렛
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