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링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쉼표 하나」정오의 예술무대  
 

 -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점심시간 야외공연, 10.1~17일까지

-『정오의 예술무대』는 10월 1일(수) 낮 12시 20분 개막

-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문화예술의 감동을 안겨줄 『정오의 예술무대』

→ 매주 월요일 / 주말 및 공휴일 공연없음

- 브라질 쌈바 <라퍼커션>의 공연을 시작으로 전자바이올린과 아카펠라, 비보잉,

저글링과 국악관현악, 퓨전국악 공연까지 전 장르 공연 총출동

□ 「정오의 예술무대」 힐링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쉼표하나

○ 매년, 다양한 장르의 참신한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던 『정오의 예술 무

대』가 10월 1일(수) 낮 12시 20분, 브라질 쌈바 <라퍼커션>의 화려한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7일 금요일까지 9회 공연으로 다시 찾아온다.

세종문화회관 뒤편 예인무대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낮 12시 20분

부터 12시 50분까지 30분간 진행되는 공연으로 평일 점심시간 세종

문화회관 뒤편 예인무대를 야외축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정오의 예술무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진행되며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의 점심 틈새시간에 활기를 불어넣는 힐링무대로 아카펠라,

핑거스타일 기타 등 가볍게 즐기는 대중성 있는 장르에서부터 퓨전국악,

비보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일상에 지

친 직장인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 한편, 저녁 퇴근시간(오후 6시30분)에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특설무

대에서 10월18일(토)까지 광화문문화마당 『당신을 위한 연주』를 진

행한다. 평일에는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화려하고 촉촉하

게 채워줄 무용 공연과 클래식, 국악합창 등이 함께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는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줄 레게음악과 브라스, 라틴 재즈음악이

함께한다. 또한 가족관객을 위한 비보이와 서커스, 어쿠스틱과 힘찬 타악공

연이 준비되어 있다.

○ 우천시 공연은 취소되며, 공연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02-399-1617) 또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무대 

공연

기간

 2014.10.1(화) ~ 10.17(금) 평일 오후 12:20~12:50
 * 매주 월요일 / 주말 및 공휴일 공연없음

   자세한 공연일정은 일정표 참조

공연

문의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2) 399-1617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

□ 정오의 예술무대 공연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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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종문화회관 홍보기획팀

홍보기획팀 팀장 문 정 수 399-1140

담당 정 일 수 399-1142

담당 박 향 미 399-1148

공연기획팀 담당 김 한 수 399-1617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