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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예절

공연장에 가기 전 해야 할 일은 ?

공연 관람전 오늘 보게 될 공연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파악한다면 더욱 알찬 관람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는 공연장 입장 시 제한

어린이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우며 소음이나 장난 등으로 공연에 몰입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연장 내에 초등학

교 취학 전 어린이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단,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입장 허용 연령이 공연 안내 전단이나 티켓 등 홍보물에 미리 공지되

오니 사전에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도착 및 입장 시간

공연장 도착은 30분 전까지 하시고,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만약 늦

게 도착하셨다면 로비에서 기다리신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곡(�)사이에 입장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

러한 경우에는 입장 후 가장 가까운 빈자리에 조용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고, 중간휴식 시간에 자신의 자릴 찾아 앉도록 합니다. 비싼 티켓

을 구매했다고 해서 공연 도중에 들어와 공연 관람을 방해하거나 자릴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닐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실례가 될 수 있

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예절 준수

공연 시작 이후에는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되며, 관람객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전원은 입장할 때 미리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및 녹음 금지

사진을 찍으면 연주자나 배우의 공연과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은 공연자의 창착물을 훔치는것과 같습니다.

공연장 옷차림

고급 예술 공연장에서의 복장이라면 보통 드레스나 턱시도를 생각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며, 간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예의에 맞는 옷차림이면 적당합니다.

공연장 반입 물품

카메라 및 녹음기, 음식물(음료 포함), 꽃, 화환 등 공연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물건을 소지 했다면 공연장 로비에 마련된 물품 보관소에 맡

기시면 됩니다.

공연 시작 이후 자리 이동 자제

공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공연 중 자리를 이동한다면 공연에 집중해 있는 공연자와 주위 관객

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환호 및 박수의 시점

음악 공연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곡이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교항곡, 협주곡, 소나타 등은 악장과 악장 사이도 연주의 일부분이므로 이때

박수를 치면 연주자들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곡의 흐름이 나빠져 좋은 음악을 들을 수없습니다. 뮤지컬, 오페라는 감동적인 아리아나 이중

창, 합창이 끝났을 때 박수를 쳐도 됩니다.

국악, 흥겨운 판소리 , 사물놀이 등은 얼씨구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박수를 같이 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발레, 한국무용 등은 출연

자가 어려운 기술, 기교 등을 보여주었을 때 박수로 힘을 주면 됩니다. 관객의 박수는 공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괴성을 지르거나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되고, 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박수를 쳐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템포가 빠른곡이라고 해서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는것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전시관람예절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하므로 편안한 복장을 갖추시는것이 좋습니다.특히 신발은 운동화 등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고 슬리퍼나 소리 나는 신발

은 타인의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람 종료 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시관에 도착하여

각 전시실에 들어가시기 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전시 안내물이나 기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전시를 관람하시면 작품을 이해

하시는데 도음이 됩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 공연/행사/전시 관람예절관람예절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najuart/performance
http://www.naju.go.kr/najuart/performance/manners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등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나 휴게실에서 드시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 삼가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 땀 등의 염분에 의해 작품이 손상.훼손되므로 삼가 바랍니다.

사진 촬영 삼가

전시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플래시의 불빛이 작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 바랍니다. ※
꼭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전시관 측 또는 작가의 사전 허락을 받아주세요.

동반 어린이 관람 예절지도

동반한 어린이들이 전시실 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작품을 만지는 행위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될 수있으므로 올바른 관람 예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바랍니다.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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