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축제

Date_ 9th~13th October, 2009년 10월 9일~13일
Venue_ Raemian Gallery, 운니동 래미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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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_교육
Food_음식
Image_이미지
Tourism_관광

Special Swiss Exhibition at
Seoul Design Olympiad
2009

Design Exhibition
“Architecture and Vision-From
Pyramids to Spacecraft”
디자인전
“건축과 비전 - 피라미드에서
스페이스크래프트까지”
The Embassy of Switzerland is proud to bring to Korea the exhibition “Architecture
and Vision - From Pyramids to Spacecraft”.
This exhibition which allies research, design and technology is the work of Swiss
architect Andreas Vogler and Italian architect Arturo Vittori. It is under the
patronage of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ETHZ), Dr.
Gerhard Schmitt.
The exhibition is part of “Seoul Design Olympiad 2009” and will be displayed at the
main stadium of Jamsil Sport Complex from October 9th until 29th.
As part of its language diversity Switzerland shares one of its four national
languages, Italian, with neighbouring country Italy. In the context of the “IX Week of
the Italian Language in the World” celebrations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Architects A. Vogler and A. Vittori will give conferences
at diverse locations in Korea. For more information call the Swiss Embassy at 023704-4757 (mornings only) or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at 02-796-0634.
주한 스위스대사관은“건축과 비전 - 피라미드에서 스페이스크래프트까지”
전을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기술이 접목된 이번 전시회는 스위스 건축가 안드레아스 포글러(Andreas Vogler)와
이탈리아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Arturo Vittori)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ETHZ) 게르하르트 슈미트(Gerhard Schmitt) 교수의 후견하에 이루
어집니다.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9”
의 일원인 이번 행사는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잠실
종합운동장의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 중 스위스의 인접 국가 언어인 이탈리아어도
사용합니다. 이번 전시회는“제 9회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
의 맥락에서 개최되며 서울 이탈리아
문화원의 협조로 건축가 안드레아스 포글러, 아르투로 비토리가 한국의 여러 장소에서 강연회를
열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위스대사관 02-3704-4757 (오전)이나 이탈리아 문화원 02-7960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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