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끼의 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축제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모든 행사는 박물관 입장권으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사 일정표

Lunar
설
맞
이

대축제

행사 안내 

The Met을 찾은 십대들!
대상 연령: 13–18세
5월 12일, 금요일, 오후 5–8시
친구들과 함께 The Met에서 밤 시간을 즐겨보세요. 미술 작품 제작,  
공연, 음악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증을 소지한 13세 이상의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해를 기념하며 
2024년 2월 4일까지
이 전시는 The Met의 중국 미술 소장품 16점을 통해 십이지신 중 하나
이자 중국 문학 및 전통문화에 자주 등장하는 토끼가 고대부터 어떻게 
중요한 예술의 소재가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전시는 Joseph Hotung Fund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가와 작품: 브라이언 콜리어 
대상 연령: 성인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브라이언 콜리어와 함께 그의 도서, 데이브 더 포터: 예술가, 시인, 노예
(Dave the Potter: Artist, Poet, Slave)에 관한 대담에 참여하고, 내 
말을 들어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옛 엣지필드의 흑인 옹기장이들에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전 등록 시 박물관 
입장권으로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입장은 선착순입니다. 등록을 하시더라도 수용 인원이 다 차면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마야와 마야의 재료
대상 연령: 3–11세
2월 12일 일요일, 오후 1–4시
직접 보고 상상하고 만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무료로 즐거운  
체험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작품 만들기, 활동, 스토리타임을 통해 
신들의 삶: 마야 예술에 깃든 신성 전시 연계 탐구 활동을 즐겨보세
요. 12세 미만 아동은 성인 한 명과 동반 시 박물관 입장이 무료이며, 
해당 행사는 박물관 입장권 지참 시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
대상 연령: 전체
6월 13일 화요일, 오후 6–9시
The Met와 함께 여름을 시작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살펴보고, 
공연 만들기와 관람도 해보세요. K-12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최신 
P.S. Art(P.S. 미술) 전시도 방문 가능합니다. 모든 활동은 무료이며 사
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가 있는 Lenapehoking은 Lenape족이 
거주하던 땅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원주민들의 교역 장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원주민들이 이 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주민 공동체가  
이 지역과 맺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관련 전시

앞 표지 및 관련 전시: 꽃병(상세), 중국, 명 왕조(1368–1644). 비취색 위에 투명 유약을 바른 도
자기, 높이 23인치 (58.4cm). 뉴욕,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리 클라크 톰슨 유
증, 1923 (24.80.168). 행사 안내, 왼쪽 상단: 저장용 항아리(상세), 1858. 데이브(후에 데이브 드
레이크로 기록됨) (미국, 1801–1870년대경). 사우스캐롤라이나, 구 엣지필드 지구, Stony Bluff 
Manufactory에서 제작됨. 알칼리성 유약을 바른 사기 그릇, 높이 22 5/8인치 (57.5cm), 지름  
27인치 (68.6cm), 둘레 (가장 넓은 부분): 72인치 (182.9cm), 82파운드(37.2kg), 약 25갤런 용량.  
뉴욕,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구입, 로날드 S. 케인 유증, 베리 B. 트레이시를  
추모하며, 2020년(2020.7). 그 외 모든 이미지, 필립 월락 제공.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MetLunar를 이용하여 @metmuseum 
을 태그하세요.

장애인 지원

페스티벌 환영 테이블(박물관 1층에 위치한 그레이트홀의 인포메이션 
데스크, 또는 그라운드 플로어에 위치한 다이앤 W. 버크 홀, 루스 앤 
해롤드 D. 유리스 교육센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청각 보조 기기, 
미국 수화 통역기, 시각 장애인 가이드, 대형 활자 및 점자로 된 행사 
일정표를 요청하거나, The Met에서의 접근 편의시설, 프로그램과 
물품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The Met Fifth Avenue 
100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28 
met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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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82번가의 메인 입구

The Met  
스토어

수유실, 4층

축제 환영  
테이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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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표
모든 행사는 박물관 입장권으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모든 활동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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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유럽 회화와 조각

GH

공연 및 사진 촬영

공간이 협소하므로 입장은 
선착순입니다.

 설맞이 사자춤

오전 11시–11시 30분, 오후  
1시–1시 30분, 오후 3시–3시 
30분 
롱 아일랜드 중국 센터 사자춤패와 
함께 다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피터 린이 이끄는 AAPI 재즈 
컬렉티브

오후 12시–12시 30분, 오후  
2시–2시 30분, 오후 4시–오후 
4시 30분 
재즈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문화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림자 극장으로 즐기는 
이야기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2시 30분 
Chinese Theatre Works의 중국 
전통 그림자 공연에서 할머니의 
토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앨런 무라오카, 세서미 
스트리트 머피티어와의 
사진 촬영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15분, 오후 1시–1시 45분,  
오후 2시 30분–3시 15분,  
4시–4시 45분
인기 많은 Hooper’s Store의 주인 
앨런과 세서미 스트리트 머피티어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세요. 참고: 
안전을 위해 공연자와 관람자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예술 활동

예술가들을 만나고, The Met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언제든지 방문 가능합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아래의 행사는  
3세 이상의 연령에 적합합니다. 

12간지 코너:  
슈링키 딩크 만들기
여러분의 별자리를 찾아 12간지 
동물을 의미하는 작은 장식물을 
만들어보세요. 

핸드 드럼의 리듬 속으로  
리듬과 함께 새해를 경축하며 
자신만의 핸드 드럼을 만들어보세요.

동물 모양 헬멧 디자인하기  
인상 깊은 일본의 토끼 모양 투구 
카와리카부토와 그 밖의 투구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동물 모양 
헬멧을 만들어보세요.

종이 꽃 만들기
다양한 종이 공예 기법을 이용하여  
축하 꽃다발을 만들어보세요. 

갤러리 활동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핸드스크롤 시연
시연과 미술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예술 작품이 창작된 과정과 
기법을 알아보세요.  

갤러리 대담
The Met 자원봉사 가이드들과 함께 
그들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에 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한국어로 대화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중국어로 대화

오후 1–2시  
중국어 대화

오후 1–2시  
영어로 대화

오후 2시 30분–3시 30분  
중국어로 대화

오후 4–5시   
영어로 대화

서예 활동 
가이드가 가르쳐주는 붓놀림을  
따라 한자와 한글 서예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시연 및 팝업 이벤트

시연 공간이 협소하므로 입장은 
선착순입니다.

다도와 버블티 시음
버블티와 Ten Ren Tea 차 마스터의 
시연으로 새해를 축하하세요. 

오후 12시 30분–1시, 2시 30분–3시  
다도

오후 1시 30분–2시, 3시 30분–4시  
버블티 시음

한국 부채춤 워크숍

오후 12시–12시 30분, 1시  
30분–2시, 3시 30분–4시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무용수들과 함께 전통 부채춤을 
배워 보세요.  

팝업 숍: Yu and Me  
Books(유앤미 서점)
지역 주민과 이민자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차이나타운 서점  
Yu and Me Books에서 현지  
쇼핑을 즐기세요.

조용한 공간

휴식이 필요하세요?
아래의 갤러리 공간을 찾아 조용히 
예술을 즐기세요.

1층, 그리스 로마 미술, 갤러리 
163–168, Leon Levy and Shelby 
White 갤러리

2층, 아시아 미술, 갤러리 208, 233,  
아서 M. 새클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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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설 맞이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MetMuseumFree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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