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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1928아트센터 전경



About 정동 1928 아트센터

저희 정동 1928아트센터는 90년 역사를 지닌 (구)구세군 중앙 회관 건물이 새롭게 리뉴얼되어 공연,       전시, 대

관, 강연, 웨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선보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정동길에 위치한 ‘정동 1928 아트 센터’는 서울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문화재에서 만나던 예술적 가치를 더 새로워진 공간에서 더욱 좋은 문화 컨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수

준 높은 문화감성을 제시함으로서 백 년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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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이벤트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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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컨퍼런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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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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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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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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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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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카페 헤이다



11

주요시설 - 천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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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샵- 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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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관: 이재명 대선후보,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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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국민카드 광고 촬영

방송- 식스센스2 TV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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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2021서울예술 축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날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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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 주얼리 런칭 행사.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기념식.

• 아베다 행사.

• 칼스버그 행사.

• 에르메스 행사.

• 서울시청, 외교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교육청, 호주대사관의 각종 행사등.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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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총: 180평

천연당: 10평

리분: 14평

홀 내부: 3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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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20평

74평

3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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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평

2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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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영상

설비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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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워(무인 유료 주차장)

• 전체 주차 220여대

• #평일 가능 대수 : 20대 미만

• (건물 출퇴근자 우선이용, 오후6시이후 여유 있음)

• 평일 18시 이전 할인권 없음

• 평일 18~24시까지 1대당 3천원 가능

• 평일 종일권 13500원

• #주말 가능 대수 : 50대 미만

• (근처 교인들과 함께 이용)

• 주말할인권 : 3시간미만 2천원, 3시간이상 3천원(종일 가능)

• 위 할인 금액은 차량번호 출차전 등록시에만 해당하며, 

• 운전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차량 등록시 아트센터로 후불 청구됨

• S타워 주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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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1928아트센터 주차

정동1928아트센터

도보5분: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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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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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30

02-722-1928, jeongdong1928@naver.com,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https://www.jeongdong1928.com

https://www.instagram.com/jeongdong_1928

mailto:jeongdong1928@naver.com
https://www.jeongdong192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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