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음악, 워크숍과 함께하는 6 주
노스 쇼어(North Shore) 최고의 축제 ‘이머지’ 페스티벌은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이벤트로 재미있고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봄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올해 22 주년을 맞이하는 이머지 페스티벌(Emerge Festival)은 80 여 개의 예술, 워크숍, 음악,
어린이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윌로비시 카운슬의 게일 자일스-기드니(Gail Giles-Gidney) 시장은 올해 페스티벌에는 공공미술
전시, 암벽타기, 발리우드 댄스 워크숍, 요가, 명상, 런웨이 패션쇼 등과 같은 새로운 행사가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머지 페스티벌이 열릴 때는 노스 쇼어가 활기를 띕니다. 겨울에서 벗어나 따스한 햇볕과 야외
활동을 즐기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일스-기드니
시장은 말합니다.
페스티벌 하이라이트:
스트리트페어 - 9 월 7 일 채스우드. 하루 종일 엔터테인먼트, 음악, 비디오 게임, 거리
퍼레이드, 암벽타기, 어린이 프로그램, 세계 요리, 요가와 명상을 안내하는 ‘젠 허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윌로비 시각예술 바이에니얼 - 9 월 4 일~10 월 13 일까지 ‘재생력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각종 전시회, 공공미술 전시, 임시 공공예술 설치물, 대형 비디오 아트와 행위 예술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채스우드와 윌로비 지역에서 개최.
http://www.willoughby.nsw.gov.au/wvab-2019/
마츠리 - 일본 페스티벌, 9 월 14 일 오전 11 시~오후 6 시 채스우드 몰. 다양한 일본 요리와
문화를 즐겨보세요. 무료.
반려동물 페스티벌 - 9 월 21 일 토요일 오전 9 시~오후 3 시 채스우드 웨스트(OH Reid
Memorial Oval, Reid Drive).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행사. 반려견 패션 퍼레이드에서
워크숍까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페스티벌 오아시스 - 9 월 28 일~10 월 13 일 채스우드, 더 콘코스(The Concourse). 다양한
방학 활동이 마련되어 십대 초반 청소년들에게 안성맞춤. DIY 워크숍, 사일런트 디스코,
LEGO®, 슬라임 만들기와 발리우드 댄스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레드 카펫 레디 - 9 월 한 달 동안 채스우드 체이스(Chatswood Chase)에서 대담회, 패션쇼,
스타일링 세션 등이 열립니다. www.chatswoodchasesydney.com.au
이벤트 전체 목록 및 자세한 정보 안내: www.emergefestival.com.au
-끝미디어, 인터뷰 및 사진 촬영 관련 문의 연락처:
줄리아 핍스(Julia Phipps), 미디어 및 마케팅 팀장, 전화: 02 9777 7896,
Julia.Phipps@Willoughby.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