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쉼표,
경주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다!
볼거리, 먹거리, 체험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티스트의 신선한 음악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소한 나들이
보다 즐거운, 보다 생동감 있는, 보다 여유로운 삶을 담은 야외 축제

2016 정동시티프로젝트 in 경주
5.27 FRI
부대행사

메인무대

5.28 SAT
이벤트

부대행사

메인무대

이벤트

14:00

길거리
예술
정동
프리
마켓
&
정동
푸드
에비뉴
&
정동
아트존

15:00
16:00
17:00

버스킹

18:00
지역밴드

19:00

정동
프리
마켓
&
정동
푸드
에비뉴
&
정동
아트존

길거리
예술

버스킹

지역예술단

20:00

콘서트
시리즈

콘서트
시리즈

21:00
22:00

자가용 이용시

경주힐튼
호텔

The-K
경주호텔

경주월드
보덕동

서라벌
초등학교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공원

신라촌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천군동13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무료주차)

대중교통 이용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하차
신경주역(KTX)
700번
경주터미널(고속/시외버스터미널)
10번, 18번, 100번, 150번, 700번
경주역(기차)
10번, 18번, 100번, 150번, 700번

2016.05.27-05.28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우천 시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정동극장 홈페이지(www.jeongdong.or.kr)과
전화(054-740-3800)으로 확인바랍니다.

주최·주관 | 정동극장 후원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www.facebook.com/jdsilla | 054-740-3800

5월 27일 PM 7:00

5월 28일 PM 7:00

살랑살랑 상쾌한 음악이 머무는 밤

두근두근 달콤한 음악이 가득한 밤

어반자카파

대한민국 감성음악의 대표 보컬그룹

달달한 감성으로 마음을 쓰다듬는 싱어송라이터

감성을 자극하는 세련된 멜로디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물하는 감성보컬그룹이다.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음악들로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피아노 연주가 감싸안는 감성적 선율, 진지한 보이스
컬러가 돋보이는 정준일은 세련된 멜로디를 거부감없
이 수용하도록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따듯하고 다정한
곡들로 여성마니아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준일

대표곡 : Beautiful Day, 그날에 우리 등

언제나 기분 좋은 라이브의 절대강자

감성을 촉촉 적셔주는 신스팝밴드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팝, 모던록을 추구하는 소란은
탄탄한 연주력과 모던한 사운드, 위트있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공존하는 곡으로 음악팬들의

매력적인 보컬과 트렌디한 일레트로닉 신스팝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끊임 없는 음악적 변화로 인디씬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지지를 받고있다.

소란

대표곡 : 안아줘, 너에게 등

피터팬컴플렉스

대표곡 : 살빼지마요, 리코타치즈 샐러드 등

즐거운 광대들이 전하는 브라스의 향연

홍대 인디신이 주목하는 ‘HOT’한 루키밴드

기꺼이 자신들을 ‘광대’라 표현하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밴드 오리엔탈쇼커스는 자신들의
음악을 흥겹고 멋진 쇼와 서커스 같이 흥미진진하게

뛰어난 연주실력과 동시에 그루브감, 블루스 소년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밴드 뷰티핸섬은 언제 어디
서나 들어도 기분이 좋고 신선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사운드로 인디신에서 수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밴드이다.

표현하여 관객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달한다.
오리엔탈쇼커스

대표곡 : 촉촉, 첫사랑 등

뷰티핸섬

대표곡 : 퍼즐, Rosy Cheeked 등

대표곡 : 너를 좋아하니깐, Let’s Dance 등
버스킹 : 5월 27일

버스킹 / 거리예술 PM 2:00 ~ 6:00

이태건

김세진

마임

길거리 예술

인생, 산골소녀의
사랑이야기 등

어느 광대 이야기,
입맞춤, 파리 등

이정훈

램즈X주혜

길거리 예술

버스킹

엉터리 마술, 저글링, 겨울편지, 너뿐이야,
판토마임 등
집밥 등

정동 아트존 WITH

오곤

버스킹
Love Is,
Wonderful Car 등
(+뷰티핸섬)

우양 미술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광영 Chun Kwang Young : A Retrospective>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광영 작가의 한지를
이용한 작품 제작방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의
인디 문화가 형성된지 20주년을 맞이한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인디뮤직 20년’
기획전시

2016 정동시티프로젝트 in 경주 MAP

MAIN STAGE

경주타워

바실라 공연장

정동 아트존

피크닉 존

ART ZONE

PICNIC ZONE

정동 프리마켓
FLEA MARKET

주차장

PARKING

버스킹

SUB STAGE

정동 푸드에비뉴
FOOD ZONE

정문

MAIN STAGE

버스킹

상큼, 달콤, 심쿵 ! ‘경주의 봄’

가벼움 발걸음으로 찾는 ‘버스킹 난장’

경주에서 만나기 힘든 아티스트와 지역예술가들의 달달한 공연으로
경주의 봄에 빠져듭니다.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가 펼치는 버스킹, 마임, 길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PM 6:00~10:00

PM 2:00~6:00
< 프로그램 >

< 프로그램 >
- 콘서트 시리즈
어반자카파, 소란, 오리엔탈쇼커스 (27일)
정준일, 피터팬컴플렉스, 뷰티핸섬 (28일)
- 지역예술단체 공연 : 가람예술단 (28일)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보컬동아리 : BUC(27일)
- 경주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27일)

- 버스킹 (지도 및 타임테이블)
램즈X주혜, 이태건(마임), 오곤 (27일)
램즈X주혜, 이태건(마임), 뷰티핸섬 (28일)
- 길거리 예술 : 김세진, 이정훈
* TIP 나른한 오후, 공원을 산책하며 숨겨진 예술을 만나보세요!

* TIP 잔디밭에서 돗자리와 함께 공연 보는 피크닉 분위기도 만끽하세요!

정동 프리마켓

with 마카모디

정동 푸드에비뉴

‘MADE IN 경주’를 만나다

경주에서 만나는 미식로드

경주의 리얼 100% 핸드메이드 생활소품과 식품을 만나
축제 이상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엄선된 푸드트럭의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여유로운 분위기에 축제의 만족도가 한 단계 업이 됩니다.

PM 2:00~10:00
* TIP 현금결제만 가능!

PM 2:00~10:00
* TIP 현금결제만 가능!

정동 아트존
일상 속 예술 체험 ‘감성 놀이터’
체험과 전시를 통해 예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PM 2:00~10:00
< 프로그램 >
- 전광영 작가 작품 체험 with 우양미술관
현대미술의 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
PM 4:00~4:30, PM 5:00~5:30 (27일)
PM 3:30~4:00, PM 4:30~5:00 (28일)
* TIP! 7세이상 참여가능 하며, 당일 선착순 신청! (15명)

■유의사항
- 본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며, 지정좌석 없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 자리 맡아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된 물건에 대하여 주최측은

- 인디음악 20년사 with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설레는 젊음을 담은 인디음악의 역사를 전시로 만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은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꽃놀이 등의 화약류, 마약, 위험물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정동 컬러링 엽서 제험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질 단 하나뿐인 엽서
정동시티프로젝트에서 느낀 추억을 고스란히 담는 건 어떨까요?

- 공연장면의 동영상 촬영, 녹음, 사진촬영 등 공연자와 관객에게 방해되는 기타 모든 종류의 촬영은
금지합니다.
- 축제장 내에서는 제공된 푸드트럭 음식외에 캠핑,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대용 의자는 다리가 없는 의자에 한해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되며,

- 아티스트 텐트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 및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주위 관객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위치 이동 혹은 철거조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