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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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극단 연극 <세인트 조앤 Saint Joan> 청소년 관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극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연극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1만 5천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학생 단체 할인을 시행 중입니다.
3. 국립극단에서는 10월 5일(수)부터 10월 30일(일)까지 연극 <세인트 조앤 Saint
Joan>(작 조니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을 상연합니다. ‘잔 다르크’를 가장 독창적으
로 풀어낸 조지 버나드 쇼의 <세인트 조앤>이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의 섬세한 연출
을 만나 시대를 관통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잔 다르크’
라는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공연 개요
가. 공 연 명: <세인트 조앤 Saint Joan> (조지 버나드 쇼 작, 김광보 연출)
나. 공연기간: 2022년 10월 5일(수) - 10월 30일(일)
다. 공연시간: 평일 19시30분, 토·일 15시 (화 공연 없음)
※ 10.10.(월) 대체공휴일 15시
※ 10.17.(월) 공연 없음
라. 소요시간: 18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변동 가능성 있음)
마. 공연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바. 관람연령: 12세 이상(초등학교 5학년 이상) 관람가
사. 관람료 정가: R석 6만원, S석 4만5천원, A석 3만원
아. 배리어프리 회차: 10월 28일(금), 10월 29일(토), 10월 30일(일)
※ 음성해설, 한국수어통역, 한글자막 제공
5. 단체 예매 안내
가. 학생 단체 할인가: 1만5천원 (동일회차 10인 이상 관람 시)
나. 문의: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이송이 (02-3279-2263)
6. 개별 할인정보

가. 푸른티켓 1만5천원
- 만 24세 이하 본인만, 티켓 수령 시 예매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국립극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예매 가능
- 수량한정, 조기 매진 가능성 있음
나. 대학생 및 청소년 할인 40%
- 만 24세 이하 본인만, 관람 당일 할인 적용받은 전원 신분증 지참
- 국립극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
다. 문의: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7. 기타
가. 국립극단 2022년 공연정보 안내
공연명

장소

공연일정

앨리스 인 베드

명동예술극장

8.24. - 9.18.

[기획초청] 반쪼가리 자작

백성희장민호극장

9.2. - 9.25.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백성희장민호극장

11.2. - 11.27.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

소극장 판

11.3. - 11.27.

스카팽

명동예술극장

11.23. - 12.25.

나. 단체 예매 문의: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이송이 (02-3279-2263)

붙임

세인트 조앤_공연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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