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스티벌의 화려한 시작, 대학로 거리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개막 퍼레이드

웰컴 로드쇼(개막식) WELCOME ROADSHOW
9월 24일(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퍼레이드

공식공연

축하공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팀들의 환상적인 개막 퍼레이드

리케이댄스 외 40여개 대규모 퍼포먼스

모니카, 페인터즈X오영수, YB

다양한 공연을 대학로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공연

웰컴 프린지 WELCOME FRINGE
9월 30일(금)~10월 29일(토) 마로니에 공원 광장 및 소나무길

국내・외 유명 공연관광 콘텐츠와 국악, 클래식, 마임, 버블쇼 등 다양한 장르가 함께하는 거리공연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월)

10월 8일(토) 10월 9일(일) 10월 10일(월) 10월 29일(토)

한 공연장에서 릴레이로 만나는 공연

웰컴 씨어터 WELCOME THEATER
9월 14일(수) - 11월 2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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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리틀 농구단> 제16회 DIMF 창작지원작
<브람스>

<아버지와 살면>

<마리오네트>

<미아 파밀리아>

<홈쑈핑 주식회사>

<건달은 개뿔>

<이솝우화>

<더 라스트맨>

웰컴 씨어터 예매하기 

페스티벌의 피날레

웰컴 폐막파티 WELCOME CLOSINGPARTY
10월 30일(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웰컴 대학로 자유 참가작

웰컴 플러스 WELCOME PLUS
9월 24일(토)~10월 30일(일)

대한민국 공연관광 콘텐츠 자유 참가작 64작품 

PAMS / SPAF 축제 참가작 공동 참여

매주 수요일 8PM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K-PERFORMANCE

웰컴 K-스테이지 WELCOME K-STAGE
9월 21일(수) - 11월 23일(수) 

09월 21일(수)

10월 26일(수)

09월 28일(수)

11월 02일(수)

10월 05일(수)

11월 09일(수)

10월 12일(수)

11월 16일(수)

10월 19일(수)

11월 23일(수)

<마이 버킷 리스트>

<이상한 나라의 아빠>

<템플>

<또!오해영>

<차미>

<어린왕자>

<태권, 날아올라>

<정크, 클라운>

<회란기>

<사춤2_렛츠 댄스,
크레이지>

09월 16일(금) 
- 10월 03일(월)

10월 15일(토) 
- 10월 30일(일)

11월 02일(수)
- 11월 06일(일)

11월 10일(목) 
- 11월 20일(일)

11월 24일(목) 
- 11월 27일(일)

09월 14일(수) 
- 09월 24일(토)

10월 07일(금) 
- 10월 23일(일)

10월 27일(목) 
- 11월 06일(일)

11월 15일(화) 
- 11월 27일(일)

페스티벌 기간 내 공연되는
자유 참가작 관람 시
대학로 바우처 증정 9월 26일(월)~9월 29일(목) 10월 7일(금)~10월 30일(일)



대학로 투어 _ 가이드 투어   

스탬프 투어 _ 자유 투어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의 명소와 

주요 공연장, 그리고 골목을 다니며

대학로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고

각 스팟에서 게임과 미션 수행을 진행하며 

진짜 대학로를 경험하는

최초의 대학로 도보 투어!

대학로 스팟8을 돌며 스탬프를 모아
대학로를 즐김과 동시에 경품도 받자!

※ 이 투어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가이드 투어입니다.◀  대학로 투어 예매

◀  앱 다운로드 ios

◀  앱 다운로드 Android

경품1. 어플만 다운받아도 핸드스트랩 증정

경품2. 스팟8을 모두 클리어한 분들에게는 피크닉 매트 

           증정(선착순 500명)

어쩌다 산책

SKON(스콘)

커피한약방 혜화

낙산공원

웰컴 안내소, 마로니에공원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학전 블루

1 5

2 6

3 7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