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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팝업존

빛의 색깔 긴 이야기를 가진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2021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초대전 빛의 색깔 긴 이야기를 가진

LA LONGUE HISTOIRE DE LA COULEUR DE LA LUMIERE 유지원 YU JIWON, 정정하 JEONG

JEONGHA 2021. 5. 15. SAT - 8. 15.SUN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노출기간 : 2021-07-15 ~ 2021-08-15

URL : https://www.muan.go.kr/images/museum/popup/popup_210715.jpg

남도가다좋아
전남공공미술 프로젝트 홍보MV 남도가 다 좋아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전남] 제작:전남문화재단

노출기간 : 2021-04-13 ~ 2021-06-30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3UOZckxyRmo&feature=youtu.be

무안수변상상이자라는나무
전남공공미술 프로젝트 홍보영상 무안_수변水邊 상상이 자라는 나무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무안] 제작 : 전

남문화재단 

노출기간 : 2021-04-13 ~ 2021-06-30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faRbBfmHRBQ&feature=youtu.be

오승우미술관
그리고 남도구상화단 오지호와 오승우, 2021 3.5 - 5.11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노출기간 : 2021-03-16 ~ 2021-04-30

URL : https://www.muan.go.kr/www/openmuan/new/report?

idx=605707&page=4&mode=view

마스크착용
[무안군] 마스크착용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출기간 : 2021-02-02 ~ 2022-12-31

URL : #none

[무안군오승우미슬관 미디어아트 기획전] 빛의 혀를 가진 그림자
[무안군오승우미슬관 미디어아트 기획전] 빛의 혀를 가진 그림자 THE SHADOW WITH TONGUE OF LIGHT

전시기간 : 2020. 10. 9 - 2021. 1. 31 장소 : 오승우미술관 2, 3전시실

노출기간 : 2020-10-08 ~ 2021-01-31

URL : #none

문화·관광시설 재개관 알림
문화·관광시설 재개관 알림 ▶재개관일 : ‘20. 9. 29.(화)부터 ▶ 대상시설 - 승달문화예술회관 - 무안군공공

도서관 - 무안군오승우미술관 - 군립국악원 - 초의선사탄생지 - 밀리터리 테마파크 -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 작은

도서관(22개소) ※ 핵심방역수칙 이행 및 수용 가능인원 30~50% 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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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09-29 ~ 2020-10-31

URL : #none

2020 무안군 관광홍보 UCC 공모전
2020 무안군 관광홍보 UCC 공모전 -공모기간 : ‘20. 10. 5. ~ 11. 23. -공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무안의 무한(無限) 매력을 담다! -기타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 450-5472 ) 공모전 자세

히 보기

노출기간 : 2020-09-17 ~ 2020-11-24

URL : http://www.muan.go.kr/www/openmuan/new/announcement?

idx=21698&page=2&mode=view

문화·관광시설 임시 휴관 알림
문화·관광시설 임시 휴관 알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 합니다. ○ 휴관기간 : ‘20. 8. 22 ~ 상

황 안정시까지 ○ 대상시설 · 승달문화예술회관 · 문화의 집 · 무안군공공도서관 · 무안군오승우미술관

· 무안군군립국악원 · 초의선사탄생지 · 밀리터리테마파크 · 분청사기명장전시관

노출기간 : 2020-08-27 ~ 2020-09-28

URL : #none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임시휴관 안내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임시휴관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월 22일부터 임시 휴관합니다. - 휴관기간 :

2020. 8. 22(토) ~ 상황 안정시까지

노출기간 : 2020-08-21 ~ 2020-09-28

URL : #none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더

불어 군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역공간의 문화적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

설문기간 : ‘20. 8. 13. ~ 8. 18. - 기타문의 : ☎ 문화예술팀 450-5482 설문조사 참여하기

노출기간 : 2020-08-13 ~ 2020-08-19

URL : http://www.muan.go.kr/www/openmuan/participation/cyber_poll/progress_survey?

idx=27&mode=view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무안군 오승우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재개강 � 관람시간 : 매주 화~일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 � 기타문의 : 오승우미술관 450-5481~5482 

노출기간 : 2020-07-28 ~ 2020-08-20

URL : #none

2020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초대전, 회와와 알레고리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2020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초대전 회와와 알레고리, THE

ALLEGORY OF PAINTING 온라인 전시 관람하기

노출기간 : 2020-07-21 ~ 2020-10-05

URL : https://youtu.be/LqdugH_Rvds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임시휴관 안내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임시휴관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7월 7일부터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기간 :

2020. 7. 7(화) ~ 상황 안정시까지

노출기간 : 2020-07-07 ~ 2020-07-26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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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오승우미술관 초대전시전]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대한 제례와 시..
오승우미술관 초대전시전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대한 제례와 시적 윤리 이매리_시배달 Poetry Delivery

2020 -전시기간 : 2020. 4. 7. ~ 6. 30. -전시장소 : 2층 2·3전시실 -전시내용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예술가가 바라보는 역사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0-06-01 ~ 2020-06-30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5NTYQmj95Tw&feature=youtu.be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https://www.youtube.com/watch?v=5NTYQmj95Tw&feature=youtu.be
/museum/operation_guide/popup?idx=599517&mode=view
/museum/operation_guide/popup?page=2



	목차
	팝업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