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정보

•공연명 : 임현정의 신청곡 !하이라이트! 콘서트 

•공연 상세설명 : 총 6번의 전석매진 공연으로 관객이 열광했던 임현정의 <신청곡 콘서트>! 관객의 성원

에 힘입어 하이라이트 콘서트로 찾아갑니다. 

•신청곡 신청방법 : 예매를 진행하시면서 구글폼 링크에 원하시는 신청곡을 적어주세요. 

                         하이라이트 곡 외에 예매자 분들께서 신청하신 곡들이 추가로 선정되어 연주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곡이 선정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공연 정보

• 일시 :  

2022.09.27(화) 17:00 (티켓 예매 진행중)                                                                                                                                                                                                     

2022.10.28(금) 17:00 (추가 공연 오픈) 

2022.10.29(토) 15:00 (추가 공연 오픈)                                                                                                                                                                                                          

• 러닝타임 : 10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 관람등급 : 만 11세 이상 관람가 

• 티켓가격 : Stage 석 (다음 페이지 참고).                                                  

R석 45,000 원 / S석 30,000 원 / A석 15,000 원 

• 주차안내 : 본 공연장은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
장드립니다. 주차요금 : 시간당 4천원. 공연관람자 대상 1시간 무료, 초과시간 
별도 정산.

•공연 장소 : 야마하 YMCC 콘서트 살롱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2층)



< Stage 석 >
피아니스트와 약 1m 간격에 위치한 8개의 객석으로 바로 앞에서 연주자의 손가락 움직임과 가슴의 떨림, 
그리고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객으로서 지금 껏 경험하지 못한 객석입니다.

<Stage 석> 은 선착순 6분에게만 한정적으로 준비됩니다. 

Stage A석 (4석) : 양손과 얼굴 전체가 보이며 손 움직임과 연주자의 생생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Stage B석 (2석) : 양손과 얼굴 전체가 보이며 연주자의 생생한 표정과 감정, 그리고 손 움직임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Stage A석 100,000 원 / Stage B석 90,000 원  

다음 페이지 좌석 배치도 참고



<Stage 석> 좌석 배치도



R석, S석, A석 좌석 배치도

R석 S석 A석



예매 취소 안내

예매 링크 

취소 마감 시간 : 공연 1일 전 16:00

- 10일 ~ 8일 전
   티켓 금액의 20 % 차감급 후 환급

- 7일 ~ 5일 전
   티켓 금액의 30 % 차감 후 환급

- 4일 ~ 3일 전
   티켓 금액의 50 % 차감 후 환급

- 2일 ~ 1일 전
   티켓 금액의 70 % 차감 후 환급

- 관람 전일 16:00 부터 취소 및 변경, 환불 불가

예매 취소 처리가 완료 된 이후 평일 기준 3~4일 이내 환급이 완료됩니다.



10/29 (토) 15:00  
티켓 오픈!

9/27 (화) 17:00  
티켓 오픈!

10/28 (금) 17:00  
티켓 오픈!

하이라이트 콘서트 
전석 50% 할인!

하이라이트 콘서트 
전석 50% 할인!

하이라이트 콘서트 
전석 50% 할인!

https://forms.gle/kdc4HW4dNu3zF7fA7
https://forms.gle/6SDdmrzTeH5S3pso6
https://forms.gle/ufi4L3cPNuWok4Aj9


행복한 공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매 및 기타 모든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 031-5176-2516 (평일 10시 ~ 18시) 

 메일 : info@danaconce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