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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nnual Report - 사장 경영보고
@어느 경영체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같은

미술관, 디자인 미술관, 서예관 등 고유의 명칭이 없이 특징 없는 전시장으로 사용되던 3개의 전시 공간을 한가람미술관, 한가람

강도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 대

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2002년 3월과 5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정규 미술관, 박물

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2년, 예술의전당을 운영함에 있어 추구해야

관으로 등록함으로써 전문 전시공간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

할 핵심 가치, 즉 예술의전당의 운영목표를 "고급예술의 대중화"와 "세계 10대 아트센터로서

니다.

의 위상정립"이라는 두 가지에 두었습니다. @
20세기까지는 문화가 소수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이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향유되었던

3.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반면 오늘날에는 문화란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정

예술의전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느 서비스 기관들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의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보의 확산과 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급 예술의 대중화"

찾아 제공하는,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아트센터의 특성상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리

는 오늘날 예술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자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10대 아트센터로서의 위상 확립"이라는 운영목표는 예술의전당이 국내 최고의 공연장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수한 아

것이며, 이를 위해인터넷을 통한 공연, 전시 정보의 접근이 보다 쉽고 정확하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트센터로서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전문화된 공연 및 전시시설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프로그

있습니다. 2002년도에 홈페이지의 정보량 확대, 디자인 개선, 접속 속도 향상, 공연 및 교육 등 영상 정보 확대, 그리고 인터넷

래밍으로 개관시부터 이미 국내 제일의 아트센터로서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을 통한 매표의 개선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전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을 직접,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찾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 고객 서비스 헌장 >을 제정하여 서비스
의 표준을 정하고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운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예술의전당은 5개의 운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4. 시민을 위한 문화광장, 문화강좌 개설운영
1. 최고수준의 예술기획시스템 구축

예술의전당은 경재 옥외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겠다는 취지로 문화광장 조성계획을 세워 추진중입

예술기관의 역량의 핵심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예술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화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우

니다. 음악광장, 미술광장, 계단광장 등 광장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으며 10월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윽악을 함께 들을 수

수 프로그램 섭외력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2002년 한 해를 빛냈습니다.

있는 세계음악분수가 음악광장에 들어서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분수 앞에 대규모 야외 카페를 개설하고 문화장

2002년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행사를 맞아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도이치 오퍼 베를린 초청공연,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 프

터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공연이나 전시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로덕션의 <오텔로>, <테너 알라냐와 소프라노 게오르규 초청공연> 등 화려한 프로그램은 유례없는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도 국

한편, 미술 아카데미, 서예 아카데미, 음악영재 아카데미 등의 예술 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음악감상 강좌, 디자인 아카데미 등

내외 공연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리 킬리안의 네덜란드댄스시어터 초청공연, 나초 두아토의 스페인 무용단 초청공

의 프로그램을 증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강좌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어하

연, 윈턴 마살리스와 링컨센터 재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소프라노 제시 노만 초청공연, 정경화, 강동석, 신영옥 등 월드스타

는 이들이 예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생활연극 아카데미, 댄스

초청공연 등 세계적인 스타들에 의한 공연들은 공연중의 명품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

아카데미를 추가로 신설하게 되며, 이러한 강좌들은 결국 예술의 평생교육과 예술감상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되리라 기대합

<교향악 축제>, <청소년 음악회>, <베스트 클래식>, <로맨틱 콘체르토 시리즈> 등, 예술의전당 만이 기획할 수 있는 유익한 프

니다.

로그램들의 순항도 계속되어 전체 프로그램의 대중성과 공익성을 함께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도>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연극 <레이디 맥베스>와 한일 공동제작 연극 <강 건너 저편에> 등의 우수한 국내 공연들은 우리의 공연제

5. 안정적 재정자립도 유지

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사회적인 공익기능을 가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연기관 특유의 영업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가람 미술관으로서는 2002년은 전문 미술관을 지향하는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선보인 해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영업적인 기능에만 치중할 때 본

<한-중 2002 새로운 표정전>, <팝 아트전>, <국제 환경미술전-무당개구리의 울음> 등의 국제적인 전시, 그리고 <제1회 해

연의 공익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전당의 재정자립도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최대한 높이되, 공익성을

외청년작가전>, <SAC 2002 젊은 작가전>, @<조각이란 무엇인가> 등 예술의전당 기획 전시들은 의미있는 전시로 큰 반향을 일

훼손할 정도로 높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수준은 65-70% 내외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

으켰습니다.

예술의전당은 2002년, 화제의 프로그램과 의의 있는 프로그램,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수익성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위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는 <브루노 무나리 전>, <몸에서 우주까지, 유럽인의 새로운 선택>, <간판과 디자인 전> 등의 의미 있

해 필요한 사업, 대중성이 있는 사업과 공익성이 있는 사업 등의 조화를 꾀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여 비용을 줄이며, 대관료와 관

고 대중의 관심도 끈 전시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한 감이 없지 않았던 서울서예박물관도 <통문

람료 등을 최대한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은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관 소장품전>, <조선왕조 어필전> <한국서예사특별전 시리즈> 등을 통해 자료적 가치와 서예의 대중화 양면에서 큰 신장을 보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안정된 재정자립도와 공익성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였습니다. @ @
문화의 수준이 국력을 말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
2. 예술의전당 브랜드 마케팅 강화

이드시키는 노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은 2001년부터 예술의전당이라는 브랜드를 보다 전문화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마케팅을 시작한 결과 문화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협찬과 후원을 확보하였고,
주요 일간지에 월 1회의 브랜드 마케팅 광고를 게재하는 등 모든 마케팅 사업을 고급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

2003년 3월
예술의전당 사장

다. 이러한 브랜드의 힘을 토대로,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뮤지컬 극장도 극장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찬기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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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2002년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총 909회공연에 48만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기획공연은 17편의 공연을 제작했다.
관객은 284회 공연에 관객이 16만명이었고 대관공연에는 625회 공연에 약 32만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오페라극장의 2002년 기획공연의 중심은 오페라와 발레, 현대무용 등 고급예술 장르였다. 도이치 오퍼 베를린을 초
청하여 공연한 <피가로의 결혼>, <오텔로>, <마술피리>, 발레 <호두까기 인형>, 현대무용 <스페인무용단 초청공연>,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초청공연> 등이 그것이었다. 오페라극장에서 올린 뮤지컬은 창작뮤지컬 <몽유도원도>가 유일
했다. 한편 토월극장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캬바레>, <렌트>를 국내 제작진과 함께 무대에 올렸다. 연극 분야

예술의전당은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온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

에서는<레이디 멕베스>, <강 건너 저편에> 등이 공연되었다.

경을 조성하고 향후 잠재적 관객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2001년에 이어 2

2002년 상반기를 대표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2002 한.일월드컵 공식 후원공연으로 도이치오퍼베를린의 무

년 연속으로 무대에 올려진 가장 가족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인 오페라의 대사를

대와 오케스트라, 스탭을 그대로 옮겨 완성도 높은 오페라를 국내 팬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세계 무대

우리말로 바꾸고 한국적 정서를 가미하여 오페라의 참맛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 남녀노소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프로

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신영옥이 수잔나 역을 맡아 국내 팬들에게 더욱 큰 박수를 받았다.

그램으로서 관객들에게 오페라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외 어린이연극 <강아지 똥>,

가을 시즌 오페라로 제작한 베르디의 <오텔로>는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과 공동제작하여 세계 최고 수준

<춤추는 강아지>, <모자와 신발>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

의 프로덕션과 김남두, 우주호 등 한국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2002년은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성가를 누리는 두 단체가 내한, 관심을 모았다. 나초 두아토가 이끄는 <스페인국립

2002년에도 예술의전당은 한국 연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제작을 통해 2편의 연극을 선보였다. <강 건너 저편

무용단>은 월드컵 기간 중에 한국을 첫 방문, 호평을 받았다. 또한 1999년에 이어 두 번째 내한한 <네덜란드 댄스

에>는 일본 신국립극장과의 공동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한.일공동제작 연극으로서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씨어터>는 지리 킬리안의 대표작으로 현대 무용의 고전이 된 <Symphonie Psam>과 <Petite Mort> 등을 공연, 세계

연극 베스트 3”
과 일본 최고의 연극상인 "아사히 예술상”
을 수상하였으며, <레이디 맥베스>는 국내 최초로 동유럽 최

최고 현대무용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고 권위의 연극축제인 폴란드 콘탁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떨치고 돌아온 작품이다.

창작뮤지컬 <몽유도원도>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중심인 뮤지컬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뮤지컬 전문극단 에
이콤과 함께 제작한 야심작으로 창작뮤지컬임에도 2만여명의 관객이 몰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올해
부터는 토월극장의 뮤지컬 확산에 기획의 중점을 두어 <캬바레>와 <렌트>를 무대에 올렸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이서
서로를 느끼며 함께 숨쉴 수 있는 뮤지컬 제작을 의도했는데 이 역시 주효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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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당
2002년 음악당은 세계10대 아트센터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및 국내 음악 발전에 기여하
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 시작은 지휘자 김홍재, 임헌정, 피아니스트 임동혁, 첼
리스트 조영창과 함께 한 <신년 음악회>였다. 특히, 차세
대 피아노의 비루투오조로 꼽히는 임동혁의 협연무대는 우
리 음악계의 화려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당의 기획공연은 세계적 수준의 연주를 선보이는 해외
아티스트 초청 프로그램과 국내 음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연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졌다
지구촌 최대잔치인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제4의
테너 알라냐와 제2의 마리아 칼라스로 불리는 소프라노
게오르규의 첫 내한 무대를 개최, 국내 음악팬들 뿐만 아
니라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었다.
최근 음악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재즈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예술의전당이 새롭게 준비한 재즈시리즈의
첫 무대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세계 최고의 재즈 아
티스트인 윈턴 마샬리스와 링컨센터재즈오케스트라의 공
연을 통해 정통 재즈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첫 내
한 리사이틀에서 열광적인 찬사를 받은 소프라노 제시 노
만이 다시 한국 팬을 찾아와 재즈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세
계를 펼쳐보여 국내 음악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한국인의 예지를 빛내고 있는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로 마련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강동석, 소
프라노 신영옥의 열정적인 무대는 우리가 세계음악의 중심
축에 서있다고 느끼게 만든 감동의 무대였다.
이런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초청공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신하고 대
중에게 다가서는 기획을 가미한 실력 있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연주무대가 준비되어 음악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월
드컵 개최 도시의 교향악단과 세계무대에서도 손색없는 연주력을 자랑하는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나서 수준 높은 연주
로 호평을 받은 <교향악축제>, 21세기 문화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지식을 심어주며 사랑을 받은 <청소
년음악회>와 <베스트클래식>등의 연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협주곡 3곡을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로맨틱콘체르토시리즈>를 통해 양성식, 양성원, 강
충모, 이경선, 김정원, 백주영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인기 아티스트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을 닦았다.
특히, 아티스트와 관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살롱 콘서트 형태로 기획된 <김대진의 음악이야기 "교감”
>은 6회 전 공
연이 매진되는 호응을 이끌어 내며 국내 최고의 클래식 스타로 발돋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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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2년 미술관에서는 총 73건의

개관이래 매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자인미술

전시가 개최되어 약 26만 명의 관람

관은 2001년에는 약33,000명이던 관람객이 2002

객이 다녀갔다. 이 가운데 기획전시는

년 약210,000명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관람객의 증가

12건으로 약 8만 명이 관람하였다.

는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디자인의 육성을 통

지난 5월에 개최한 <제1회 해외청년

해 궁극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한 그간

작가전>은 해외 각 국에서 활동하고

의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있는 젊은 작가들을 초대하여 기획한

2002년에는 총15회의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5건의

전시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 곳

기획전과 대관전 10건을 가진 바 있다.

곳에서 창작 혼을 불태우는 한국의 청

매년 해외의 주요 디자인의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

년작가들이지만 의지만큼 그리 만만

는‘해외디자인의 흐름’그 세 번째 전시로 이탈리아 근

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외작가들을 격려하고 향후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전시

대디자인의 형성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작품을

회였다. 6월에는 <한·중 2002 새로운 표정전>이 열려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

소개한 <브루노무나리(BRUNO MUNARI)전>은 일본과

련되었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전시였다. 각 국에서 새로운 형

이태리에서 수집한 무나리의 작품 250여점이 전시되었

상을 추구하는 15명씩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다. 조각가, 그래픽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교육가등

여름방학 기간동안 열린 <국제환경미술전-무당개구리의 울음>은 전 지구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경의 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

제를 미술로 그려낸 국제행사. 광범위한 환경의 문제를 사회환경, 도시환경, 폐품의 재활용 등의 분야로 나누어 밀도

할 수 있었던 이 전시는 디자인미술관 개관이래 최다 관

있게 접근하였다. 흥미로운 작품, 참여하여 공감해보는 작품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낸 전시회

람객(약 42,000명)을 유치했으며 후에 소장품전을 다

였다.

시 열 만큼 큰 호흥을 얻은 전시였다.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전시회는 <SAC 2002 젊은 작가전>이었다. 국내의 젊은 작가

9월에 열린 <몸에서 우주까지 - 유럽인의 새로운 선택

를 대상으로 작품발표의 장을 제공해줌으로써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 목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

전(From Body To Universe - European way(s) of

여 개인전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전시회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주최측인 예술의전당에서 지원한

life)전>은 생활양식을 토대로 한 디자인 작품을 통해 유

전시였다. 조각분야의 구본주와 회화분야의 이명복이 각각 선정작가로 초대되어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럽인의 일상과 유럽 디자인에 있어서 문화적 힘의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된 전시였다. 유럽의 대학을

겨울방학기간 동안 열린 <조각이란 무엇인가>는 3차원 시각예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조각을 사실,

중심으로 한 젊은 작가들의 최신 디자인 경향을 주제별로 소개하여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디자인 특성을 한자리에서

추상, 영상조각 등의 여러 장르로 세분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같은 기간동안 세계명작전

감상하도록 기획된 이 전시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자료를 제공한 데 큰 의의가 있었으며 또한

의 일환으로 열린 <팝 아트전> 역시 서양미술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양식으로 국내 관람객에게 소개하였다.

전시작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앉아보도록 하여 눈으로만 관람을 하는 딱딱한 전시가 아닌 체험을 통해 디자인을 보다

해외의 주요 컬렉션들을 섭외하여 국내 미술애호가들에게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다. 주요 대관전시로 <MANIF 국제아트페어>, <2002 화랑미술제>, <마왕퇴전>, <위대한 손, 로댕전> 등이 있었

이어 기획된 <서울디자인페스티벌2002전>은 국내 최초의 오픈전시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축제로

으며, 약 18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자리잡은 런던·도쿄 디자이너스 블록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문화교류의 물꼬를 연 전시였다. 전시
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인 스튜디오와 매장을 연결하여 디자이너와 일반대중이 함께 참여한 이 전시는 디
자인을 매개로 디자이너와 대중이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으며 축제의 형식으로 디자인을 쉽고 재미있
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전시였다.
2002년도 마지막 기획전시인 <간판과 디자인(Signage Design)전>은 디자인의 공공성을 부각시킨 전시로 도시환경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인 간판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한 전시였다. 이 전시는 2000년도에 열
린 <간판을보다>전의 후속전시로 간판의 문제점을 제시했던 1회 전시에 이어, 해외의 우수사례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개선에 필요한 디자인, 색채 및 관련 조례를 모범적 간판제작 모델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큰 호흥을 얻은 전시였다. 주요 대관전시로는 <까르띠에보석전>,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전>, <샤넬보석전>등이 개
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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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전시는 전시작품의 자료적 가치와 서예 대중화에 기여한

서울서예박물관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어 서예전시 사상 처음으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부산시립박물
관, 국립제주박물관 등 4개 지방 국립, 시립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마련되어 순회중이다.<조선왕조어필전 / 2002.12.27 2003.2.10>은 특히 언론과 방송, 그리고 학계에서 이례적으로 조
명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 어필을
한자리에서 대거 모은 것도 성과였지만 어필을 통해 학자와 예술가로
서 국왕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일반과 연구자들의 지금까지의 무관심
과 무지를 깬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즉 문종과 성종, 선조와 효종,
영조와 정조 등의 각종 희귀 필적에서 보듯이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왕이 사실상 학문과 예술의 세계에서도 당대 제1인자의 위치를 차지
하였고 왕실이 또 다른 조선의 예술과 학문의 산실이었음을 어필을
통해 증명한 의미 있는 전시였다.
이러한 일련의 서예사 전시를 통해 거둔 성과는 대중들의 서예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전
2002년도 서예관 전시는 총 39건의 전시가 개최되어 100,581명의 관객

시장을 찾아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고정관객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예 하면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이 다녀갔다. 이중 기획전시는 명가명품 콜렉션전으로 <통문관기증 한·중·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각 시대마다 상호 교통하면서 특징 있는 서예문화를 형성하였고, 작가나 작품을

일서예고문헌 자료특별전>과 한국서예사특별전 23번째로 <조선왕조 어필>

비교해도 중국과 구별되게 구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

등 총 73일간 3건이 있었고, <제15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 출품작가 선

이외에도 서예관 개관 때부터 지속해오면서 한국 현대 서단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되는‘한국서예청년작가전’

발휘호대회가 있었다. 대관전시는 총 277일간 36건이 있었다.

의 제15회 출품작가 선발대회(2002.8.4 / 음악당로비)에서는 총32명의 작가가 선발되었다.

2002년도 서예관의 특기할 사항은 그간 1988년도 서예관 개관 때부터 우
리나라 서예사의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2차례 지속해온 <한국
서예사특별전 시리즈>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서예관이 서예전문
박물관으로 등록(2002.3.12)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서예관은 겔러리
나 단순 전시장 기능에 치중하였는데 이제는 서예전문박물관 등록을 계기로

3개의 전시공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정식 등록

장기적으로는 유물구입과 연구 등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2년도 예술의전당 각 전시공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실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문미술관으
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예관, 미술관, 디자인미술관이라는 기존 3개의 전시공간은 그동안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통문관기증 한·중·일 서예고문헌자료 특별전 / 2002.7.26 - 8.25>은
서예박물관 등록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서점인 인사
동 통문관의 산기 이겸노 선생께서 한중일 서예, 고문헌 자료 290건 491
점도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마련된 전시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조선시대 3대 명필인 안평대군, 한석봉, 추사 김정희
의 필적과 각종 천자문 20여종, 전황당인보와 왕실관계자료, 당·송·원·
명·청 등 중국역대 명필들의 법첩들이 대거 전시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유
명서가들의 기준작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예를 통한 한중문
화교류사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여 그 정체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전시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1차적으로 3월에 서예관이 '서울서예박물
관'으로 개칭하여 먼저 등록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5월에는 미술관 및 디자인미술관이 각각 '한가람미술관' 및 '한가람디자인미술관'으로 등록심의를 통과하게 되
었다. 이로써 3개의 전시공간이 모두 제1종 미술관(전문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전문미술관을 운영하는 전문직원의 자격심의 절차도 거쳤다. 그 결과, 심의대상 직원의 실적 및 경력심
의를 통하여 '정학예사' 자격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얻게 되었다.
이같은 제도정비 및 전문직원 신분의 명료한 정리는 향후 전시기획 및 전시공간운영 등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설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각 전시공간 고유의 기능과 전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내외적인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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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음악분수와 문화광장
그 첫단계로 개장된 세계음악분수는 예술의전당의 기획과 아키반 설계연구소의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독보적인

빛과 물과 각국의 음악이 어우러지는「세계음악분수」개장
2002년 10월 18일, 환상적인 세계음악분수가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 들어섰다. 이 세계음악분수는 예술의전당이
추진하는「예술의전당 일대의 문화광장 조성계획」
의 첫 단계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양워터테크(주)가 시공하였다. 세계 음악분수는 명칭 그대로 세계 각국의 음악을 분수에 맞추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연출되는 매우 환상적인 분수이다. 특히 국내 다른 음악분수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화려한
음악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예술의전당 브랜드 못지 않게 일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악분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페라극장이나 음악당에서 공연하는 실황을 그대로 음악분수로 연결하여
중계하는 영상장비까지 도입할 계획으로 공연장 밖에서도 공연 실황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음악분수 개장을 시발로 예술의전당은 2003년 분수 앞에 대규모 야외카페를 개설하고 공연이나 전시관람과 관
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각종 문화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광장계획이 추진되면
2003년부터는 유럽의 유명한 문화광장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문화광장이 조성될 것이다.

경관조명
그간 예술의전당은 88년 음악당, 서예관의 개관이후 93년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준공되었다.
이에따라 건축물과 경관조명이 일관된 계획에 의해 설치되지 않아 전체적인 조화와 건축의 이미지를 표출시키지 못하
였다. 예술의전당은 예술공간의 명소로서 기존 건물 외곽에 품격있는 예술 조명을 연출하여 예술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도시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경관조명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관조명은 예술의전당 특유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과 홍보효과를 위해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외부조명을 연
출하고 또한 외벽재료인 돌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연스런 조명으로 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2001년도 1차년도 사업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예술자료관에, 2002년도에는 서예관, 오페라하우스 일
부, 외곽 수목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경관조명의 설치에 따라 예술의전당의 각 공간의 아름다움과 야간경관 조명의 조화로운 연출로 예술의전당은 환상적
가로 43m, 세로 9m의 대형수조에 약 800여개의 노즐과 수중펌프 60여대, 수중등 500여개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었다. 이에따라 관람객에 친밀한 공간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관광명소

음악을 다양하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이다.

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세계음악분수는 우면산 경관을 배경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살렸고 음악의 분위기와 장단, 고저 등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혹한기를 제외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될 예정. 전체적인 컨셉은 한국화에
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 웅장한 산맥분수, 세련된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갓분
수, 동양란의 모습을 형상화한 난초분수, 특수한 기동장치를 이용하여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학날개와 대형학날개 분
수, 수반전체에 잔잔히 퍼지는 안개분수, 세련되고 우아한 발레분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세계음악분수 개장을 시작으로 예술의전당은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광장 조성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먼저 한 일은 1만여평에 이르는 예술의전당 내 흩어져 있는 광장의 이름부터 새로이 붙여주는 일이었다.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을 이어주는 음악광장, 한가람미술관 앞의 미술광장, 그리고 계단광장이 그것이다. 그 외 인접
한 남부순환도로 일대까지 포함하여 문화광장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대중 교통편이나, 위치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았던 예술의전당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
지가 담겨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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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극장과 야외공간

대외교류사업

2000년 새단장이후 2001년 38회 공연에 26,376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린 야외극장은 우면산과 어우러진 수려
한 경관과 시설로 공연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연친화공원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예술의전당의 새 명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소로 각광받았다. 또한 대중예술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친근하고 편안한 예술의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사업규모가 2000년의 6억 2001년의 10억 2002년의 20억으로의 성장은 사업의 규모가

2002년 야외극장에는 기획공연으로 8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 준 한해였다. 전국의 많은 문화

월 3일~13일 셰익스피어 원작 <한여름

기관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올리는 공연이나 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앙위주의 공연을 지방에 연결하여 중앙의 양

밤의 꿈>이 마당놀이 형식으로 공연되었

질의 공연을 지방관객들에게는 향유할 수 있게 하여주는 전문연 사업취지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 2001년에 이은 여름철 문화행사로

10개 작품을 58개지역에서 101회 공연하고, 평균객석 점유율이 70%라는 높은 수치를 매년 기록하고 있음은 지방

<한 여름밤의 꿈>은 한 여름밤 야외극장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지방의 문화발전이 꾸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 독특한 분위기와 야외공간에서 뿜어내

또한 전국망사업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13개작품으로 16개 지역을 네트워킹함으로서 25,000여명의

는 자연내음이 야외극장을 찾는 관객들에

지방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사업은 6개의 회원기관의 참석으로

게 문화피서지로서의 새로운 공간으로 제

링컨센타, 카네기홀 등 해외 유명공연장의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선진문화센타의 운영기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공되었다.

를 만들었으며 2003년에는 전체회원기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여주 지역에 건설중인 무대용품 보관소는 모든 문화기관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상,
소품, 세트 등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사업이 전문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대용품 보관소는 공연 후 세트
어린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02 어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

린이날 축제 한마당>이 예술의전당 전 공간에서 진

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향후 제 2, 제3의 무대용품 보관소를 전국적으로

행되었다.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은 어린이와 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문화인
"옛놀이 체험”
코너와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숭
실대학교 "창의력 교실"코너가 준비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숭실대학교 <창의력 교실>과 공
동주최로 준비되었으나 처음 참여한 숭실대학교 "창
의력 교실”
코너는 과학에 대한 쉬운 이해와 직접 만
들어 보는 체험으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인기를 얻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트센터 연합회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1996년 창립되어 올해로 7주년을 맞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트센터 연합회(이하 아태연 )는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공연예술센터 네트워킹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 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구 일변
도의 프로그램과 일본 시장 중심으로 왜곡된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12개국 21개 기관이 회원 기
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국제 기구이다.
올해에는 신입, 탈퇴 기관 없이 기존 회원 그대로 운영되었으며, 제3회 아태연 프로그래머 미팅, 제10회 이사회, 제
5회 총회의 정례 미팅을 통해 신임 회장단, 이사회 선출 및 프로그래밍 정보 교환 온라인 채널 TOPICS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었다.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계획 발표

지난 3월 2일 제3회 프로그래머 미팅이 호주 공연 예술 마켓(2월 25일~3월 1일)과 연계, 아델라이데 페스티발
센터에서 개최되어 마켓 출품작과 아시아 페스티발 순회 공연 가능성이 실무자들간에 다각도로 논의되었으며,

2002년도에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계획이 발표되었다. 점증하는 뮤지컬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내 최초로 뮤지컬

TOPICS 시스템 개발에 대한 프로그래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6월 2일 싱가폴 에스플라네이드에서 제10회

전문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뮤지컬 공연문화를 주도하고자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장기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어 작년 총회에서 의결된 개정 회칙에 따라 이사 기관의 순차적 교체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이

예술의전당 고급예술 대중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완성하게 된다.

에 따라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6회 총회(12월 6일~8일)에서 에스플라네이드와 아델라이데 페스티발 센터가 각각 회

뮤지컬 전용극장은 옛 야외극장 건립부지인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옆 우면산 자락에 위치하게 된다. 지하 3층 원형구

장, 부회장 기관으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6년간 이사 기관으로 재임하였던 예술의전당, 아이치 아트 센터, 필리핀 문

조로 건립되는 극장에는 1,500석과 900석 규모 전용극장 2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2003년 6월에 착공될

화 센터가 임기를 종료하고, 일본 신국립극장, 호주 퀸스랜드 공연예술센터, 싱가폴 대학문화센터가 앞으로 2년 동안

예정이며 외국 뮤지컬극장 설계전문가와 연출가, 디자이너, 무대기술자들의 조언을 들어 설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신임 이사 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각 회원 기관의 고객 체험 및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컨퍼런스에서

특히 이번 뮤지컬극장은 자연친화적이며 기능적인 특성이 강조된 건축물로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졌으며 내년부터 가동될 TOPICS 시스템 운영이 시범적으로 소개되었다.
예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 기관을 역임하며 제1회 총회 및 제2회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
하였으며, 아태연 창립 이후 지난 6년간 이사 기관으로 활동해 오며, 아태연 전산망(www.aappac.net) 구축 등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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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아카데미

교육사업
미술아카데미

서예아카데미는 1988년 예술의전당 개관과 함께 개설되어 2002년

일반인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술애호가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1991년 9월

으로 14기를 배출하였다. 25 명의 강사가 889명을 지도하였다. 서

에 개설된 미술아카데미는 초보에서부터 작가 지망생까지 미술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

예 인구저변확대 뿐 아니라 전문서예가도 수강하는 서예아카데미는

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반에서 전문반까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진이

한국서예의 질적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진행하고 있다. 유화, 수묵화, 수채화, 크로키,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실기과정 외에

한글, 해서, 전서, 행서, 초서, 예서, 사군자, 문인화 등 전통서예 뿐

도 미술사, 미술감상 등 이론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미술과 작품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아니라, 현대서예 반을 개설하여 한국서예의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이

이해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도 시행하였다.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실기과정 수강생을 위해 열리는 <미술아카데미 회원전>이

1년을 교육기간으로 하는 서예아카데미는 주1회, 주2회 과정과 야

2002년에도 500명이 참가하여 3부로 나누어 디자인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간반이 있다. 서예 전문공간인 서울 서예박물관에 설치된 강의실은

어린이 과정은 28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염색, 판

최고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자료실에는 각종 서예관련

화, 도예 등 미술 장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인 창작교실과 초등학

문헌들을 소장하고 있다.

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뎃생,수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2년을 대기해야 수강

수강생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연습실을 개방하고 있

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 겨울특강, 여름미술학교 등 계절학교도 운영하고 으며

으며, 서예특강, 현장답사 등을 통한 산 교육을 시행하였다.

유명화백이 이끄는 미술영재아카데미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회화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2002년에는 성인 26개 강좌 645명, 어린이 11개 강좌 288명 총 37개반에 933명이 수강하였다.

디자인 아카데미
예술의전당 디자인 아카데미는 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르 중 그동안 소외되었던 디자인의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 분야

음악아카데미

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일정기간의 설문조사를 통해 2002년 2월에 신설되었다.

2002년은 음악영재아카데미가 변신을 시도한 해이다. 일반인 대상의 음악감상강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리빙디자인 개념의 교육방향을 설정, 디자인 교양강좌로 제1기 과정을 개설하였다. 수

좌를 개설한 것이다. 요일별로 과목을 달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준 높은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반인, 주부, 대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비젼을 제

이 강좌로 음악영재아카데미는 음악아카데미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서양음악의

시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이며, 교육과목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조각보 디자인,

역사, 세계 대중음악기행, 영상으로 보는 오페라와 발레, 건축가 김헌의 음악느

패브릭 디자인등의 수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208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낌, 김주영의 피아노 이야기 등 클래식에서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예
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게다가 첨단 오디오와 비
디오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영상과 소리, 강의를 곁들인 입체적인 강좌를 진행함
으로써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기관들의 강좌와 차별화 되었다.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단기강좌나 에피소드를 위주로 하는 특강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1년 과정 2학기 커리큘럼으로 구성한 이 체계적인 강좌에는
250여명의 수강생이 몰려 그 인기를 실감케 하였다.
한편 음악영재아카데미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커리큘럼에 우수한 강사진과 교육시
설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 짧은 기간동안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1999년 음악영재아카데미로 문을 연
이래 2002년에도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70여명의 학생들이 2학기에 걸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작곡 등의 전공과목과 시창청음을 수강하면서 미래의 전문연주자로의 길을 차근히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전공과목의 경우 젊고 실력있는 강사진과의 일대일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성과는
이미 각종 유명콩쿨 입상과 예원, 예고 진학율에서 증명되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경숙, 신수정, 임종필, 바이올리니스
트 김의명, 이성주, 피호영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가 진행한 마스터클래스도 적지않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기말에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는 아카데미콘서트, 무대경험을 위한 토요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영
재아카데미 강사들이 출연한 음악영재아카데미 교수콘서트와 수강생 중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공연한 아카데미영재콘
서트가 각각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에서 열려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실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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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최우선하는 선진 서비스

고객 서비스

예술의전당의 서비스는 지난해 리노베이션 했던 내용들을 좀더 정착화 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데 역점을 둔 한해였으

문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친구들”

며 전당 내 서비스 종사자들이 관객에게 좀더 편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

멤버스 플러스 프로그램(사전 예약 제도)은 한해 동안 이루어지는 공연일정과 주요 공연을 연초에 안내받아 규모있는

으로 마련하고 있다.

관람계획과 원하는 좌석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오페라하우스내의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은

신속, 정확한 정보와 할인된 가격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함으로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문화 애

안정된 대관서비스를 통해 대관단체들과 관객들의 호평

호가의 증가로 예술의전당 회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회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회원이 늘고 있다.

을 받고 있으며 공연장내 안내 멘트를 세련되고 친근감

예술의전당 회원 혜택은 할인과 예약, 공연 및 전시(강좌)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여 관객에게 한발 다가선 서비스

회원증가와 더불어 회원들은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의 구분없이 수준높은 공연의 입장권을 구입하고 있다. 꾸준한 회원

를 제공하고 있다.

수 증가와 회원의 입장권 구매는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대관 공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수준 높은 공연

특히 전당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CI물을 설치

의 기획에도 불구하고 홍보력이 부족한 공연단체나 기획사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좋은 공연은 수요가

하였으며 실내외의 포스터 부착판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있다는 등식을 만들 예술의전당 회원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홍보물을 정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자
유소극장의 객석 배치도를 극장내에도 설치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공연장의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기

2001년 12월말 유효 회원 56,477명은 문
화예술기관의 유료회원 제도로는 획기적인 수

울여 안전관련 물품들을 새로 정비하고 확보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였으나, 2002년 12월말 유효회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서비스 플라자는 전화안내, 매표, 회원관리, 민원상담 등 논스톱 서비스 창

71,631명은 2001년보다 27% 증가한 회

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친절한 미소로 반기는 안내데스크와 합리적 설계와 세련된 인테리어의 매표소와 물품보관소

원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예술의전당의 이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으며 취학 전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편안한 공연

일반회원과 골드회원에 비해 제휴회원의 증가

관람을 위한 어린이나라는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세가 뚜렷한 이유는 기업체의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예술의전당 회원 서비스로
선정한 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홈페이지 서비스의 한차원 업그레이드
예술의전당은 2002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Visual 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마케팅 기법으로써 기업체는 자사의 우수 고객들에게 예술의전당 회원가입과 1년에 1~2회 공연에 초청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여 회원서비스 면에서도 한차원

함으로서 문화 애호가 저변 확대와 기업 이미지 향상에 예술의전당 회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높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눈에 찾기 쉽고 보기 편리해진 예술의전당 홈페

예술의전당 회원 서비스 제공은 제휴 관계를 원하는 기업들에 의해 더 많은 회원 가입과 수준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

이지(http://www.sac.or.kr)에서는 기존의 공연실황 VOD 서비스를 확대 서비스

공으로 경쟁사와 차별화 되는 단계에 이르게되면 예술의전당의 발전과 더불어 회원의 증가 및 혜택은 점점 더 발전할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친밀도 향상 및 창작활동을 돕고자 엄

것이며, 국내 문화예술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선된 양질의 '예술아카데미의 교육컨텐츠의 동영상 멀티미디어(VOD) 서비스'를 새
롭게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회원들을 위하여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회원들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향상 및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 확대

<지난 4년간 회원성장도 그래프 단위 : 명 >

를 위해 커뮤니티(동호회) 서비스를 처음 선 보였으며, 교육컨텐츠 VOD 서비스 및 공연ㆍ전시ㆍ아카데미의 최근 소식
들을 담아 전하는 메일링 서비스도 이런 사이버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공연ㆍ전시 검색을 할수 있도록 예술정보통합검색창을 통한 검색은 물론, 일일/2주간/월간/연간
71,631

으로 다양하게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연ㆍ전시ㆍ행사 정보를 항상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하고

56,477

있으며, 1988년부터 최근까지의 지나간 예술정보들은 Visual Library 형식의 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AIDB)를 통해
36,388

서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열람ㆍ활용 할수 있게 서비스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및 이벤트(ex.
제시노만 공연 프로그램 선정 , 인터넷 정보서비스 설문조사 등) 실시를 통해 많은 고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
기도 하였다.

14,990

19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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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기획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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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극장
5월21일-25일
6월21일-23일
10월9일-12일
10월16일-19일
11월6일-9일
11월15일-12월1일
12월7일-15일
12월21일-29일

도이치 오퍼 베를린 초청공연‘피가로의 결혼’
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공동제작 오페라‘오텔로’
네덜란드댄스씨어터 I 초청공연
가족오페라‘마술피리’
몽유도원도
우리시대의 노래‘조용필 콘서트’
호두까기인형 `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에이콤/조선일보사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토월극장
1월19일-2월24일
6월28일-29일
8월3일-11일
12월5일-03년1월5일

뮤지컬‘캬바레’
한일 합작연극제‘강 건너 저편에’
가족 오페라‘마술피리’
렌트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일본 신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신시뮤지컬컴퍼니

자유소극장
1월4일-16일
1월19일-31일
6월8일-23일
7월25일-8월10일
10월16일-11월4일

어린이연극‘강아지똥’
어린이연극‘춤추는 강아지’
화제의 연극‘레이디맥베스’
어린이연극‘모자와 신발’
제 5 회 청소년연극제

예술의전당/극단 모시는 사람들
예술의전당/극단 성씨어터라인
예술의전당/극단 물리
예술의전당/교육극단 사다리
예술의전당/대산문화재단/한국연극협회

콘서트홀
1월1일-2일
4월1일
4월2일
4월3일
4월4일
4월6일
4월7일
4월8일
4월9일
4월10일
4월11일
4월12일
4월13일
4월20일
5월5일
5월18일
5월26일
6월12일
6월15일
6월18일
6월22일
7월18일
7월20일
8월8일-10 일
8월17일
8월18일
8월19일
8월20일
9월5일
9월6일
9월14일
10월19일
10월23일
10월31일
11월16일
11월29일
12월4일, 7일
12월21일
12월23일
12월31일

신년음악회
교향악축제(제주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부천필하모니)
교향악축제(대구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서울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전주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인천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수원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부산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광주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울산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코리안심포니)
청소년음악회
재외유명연주자 초청공연(정경화)
아빠와 함께 하는 클래식 2002
청소년음악회
회원음악회 ' 아름다운 친구들 '
알라냐 & 게오르규 듀오콘서트
청소년음악회
말러교향곡 1999-2003
로맨틱콘체르토시리즈 양성식 & 양성원의‘낭만의 향기속으로’
윌드컵 성공기념 대음악회 `’영광의 그날’`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베스트클래식 위대한 작곡가들-차이코프스키 Best
베스트클래식 위대한 작곡가들-모차르트 Best
베스트클래식 위대한 작곡가들-드보르작 Best
베스트클래식 위대한 작곡가들-베토벤 Best
로맨틱콘체르토시리즈 강충모&이경선의‘9월의 낭만이야기
말러교향곡 1999-2003
청소년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윈턴마살리스 & 링컨센터 재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로맨틱 콘체르토 시리즈 김정원 & 백주영의‘늦가을에 듣는 낭만'
청소년음악회
말러교향곡 1999-2003
소프라노 제시노만 리사이틀
청소년음악회
강동석의 ’화이트크리스마스’
신영옥의‘송년제야음악회’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6월11일
6월12일
6월13일
6월14일

유망신예초청연주회(최재원)
유망신예초청연주회(김주희)
유망신예초청연주회(김현정)
유망신예초청연주회(우지연)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7월27일
8월10일-13일
8월11일
8월12일
8월13일
8월14일
8월31일
9월28일
10월22일
10월23일
10월24일
10월25일
10월26일
11월30일
12월28일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예모아 청소년 클래식 길잡이
실내악축제(피아노 트리오)
실내악축제(부천필 윈드 퀸텟)
실내악축제(Celestial 콰르텟)
실내악축제(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유망신예초청연주회(여가영)
유망신예초청연주회(이진원)
유망신예초청연주회(이상희)
유망신예초청연주회(홍수경)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김대진의 음악이야기‘교감’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후원회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서예관
7월27일-8월25일
통문관 이겸로 선생 기증작품 특별전
12월27일-2003년2월10일 조선왕조어필전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미술관
1월1일-2월17일
1월1일-2월17일
5월18일-6월5일
6월1일-30일
6월12일-30일
7월12일-28일
7월27일-8월26일
9월11일-19일
12월4일-12일
12월20일-31일
12월20일-31일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상처와 치유
램브란트
재외 한인 청년작가전
한,중회화 '2002 새로운표정전 '
관산월전
호주미술전
국제환경미술‘무당 개구리의 울음’
젊은 작가전 (구본주)
젊은 작가전 (이명복)
한국근, 현대미술전
세계명작전

디자인미술관
5월4일-29일
‘브루노무나리전’
9월6일-29일
뭄에서 우주까지‘유럽인의 새로운 선택전’
10월24일-31일
서울디자인페스티벌‘유머러스디자인’
12월20일-2003년1월12일 간판과 디자인

예술의전당/주한이탈리아문화원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야외극장
8월3일-13일

예술의전당

한여름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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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대관프로그램
1.12-1.27 누구를위하여종은울리나 | 극단 신협 2.8-2.24 단장의 미아리고개 | SBS 3.15-3.31 명성황후 | 에이콤인터내셔날 4.6-4.9 지

9.16 가을콘서트 | 뉴서울필 9.17 국립합창단 제99회 정기연주회 | 국립합창단 9.18 2002안익태기념음악회 | 안익태기념재단 9.19 레이프 오베 앤스니스 피아노 독주회 | FAN

젤 | 국립발레단 4.12 오페라 갈라콘서트 | 국립오페라단 4.18-4.21 카르멘 | 베세토오페라단 4.27-5.2 나비부인 | 국제오페라단 5.8-5.11 김유신과 화

concert 9.23 소프라노김희정독창회 | 한우리예술기획 9.27 첼리스트 안너빌스마 독주회 | 빈체로 9.28 수원대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 수원음대 9.28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

랑 원술 | 서울오페라단 6.6-6.9 전쟁과 평화 | 국립오페라단 6.14-6.17 로미오와 줄리엣 | 유니버설발레단 6.28-7.3 돈키호테 | 국립발레단 7.27-

주회 | 서울모테트합창단 9.29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 영예술기획 9.30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 강남심포니 10.1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인천시합창단 10.2 수원시향

7.28 월드발레스타초청공연 | 동아일보사 8.2-8.11 성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 | 서울예술기획 8.17-9.15 갬블러 | 신시뮤지컬컴퍼니 9.14-9.18 직지 | 국제오페라단 9.25-

정기연주회 | 수원시향 10.3 유키구라모토내한공연 | 크레디아 10.4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KBS 10.5 음악원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 음악원 10.5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

9.26 고구려의불꽃-동명성왕 | 국립오페라단 9. 30 오프닝갈라 | CID-UNESCO한국본부 10.25-10.29 로미오와 쥴리엣 | 국립발레단

울시향 10.6 한일문화교류 합창의 밤-정기연주회 | 서울싱잉커플즈 10.7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10.8 2002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수상자초청공연 | 한중문화재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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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극장

토월극장

1.4-1.13 여우야 뭐하니 나하

고 놀자 | 극단성씨어터라인 3.13-3.14 김나영의 춤 | 김나영 3.20-3.24 부자유친 | 쎄뮤 3.29-4.14 로미오와 줄리엣 | 진우예술기획 4.18-4.24 리체데이 | 서울예술기획

10.9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 서울예술기획 10.10-11 MBC가을맞이 가곡의 밤 | MBC프로덕션 10.12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정기연주회 | 국민대필 10.12 임미정 피아노 독주회 |

4.27-4.28 마임,발레와 함께하는 음악총체극 | 한국페스티벌앙상블 5.1-5.5 인어공주 | 공연기획 이일공 5.7-5.10 칼멘샌디에고의 행방 | 공연기획 이일공 5.14-5.19 아빠, 나몰

미추홀 10.13 까다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빈체로 10.16 서울대와독일만하임대학연합ORC연주회 | 서울음대 10.17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울시향 10.18 범음악제 | 범음악제

래 결혼했어요 | 세종문화회관 5.24-6.6 도깨비스톰 | 미루 스테이지 5.22 꿈을 비는 마음 | 문호근을 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5.25-5.26 이희아 행복한 콘서트 | 극단 후암 5.30-

10.20 간염퇴치명예대사강동석위촉기념공연 | 영예술기획 10.21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 프라임필 10.22 사랑과 영혼의 노래 | 새사람선교회 10.24 제6회대한민국종교예술제 | 불교

6.16 여우야 뭐하니 나하고 놀자 | 극단 성씨어터라인 6.21-6.23 KNUA무용단 정기공연 | 한국예술종합학교무용원 7.27-7.28 Being | 서울발레시어터 8.17-8.25 로미오와 줄리

방송 10.25 가을밤 콘서트 | 대한매일신보사 10.26 경원필하모니아 정기연주회 | 경원음대 10.26 첼리스트 니나 코토바 초청연주 | 프로아트 10.27 피호영 바이올린 독주회 | 음연

엣 | 서울예술단 8.31-9.22 Urine Town | 극단 신시 9.27-9.29 빨간 백조 | 최상철 Dance Project 10.2-10.14 SIDance2002 | CID-UNESCO 10.18-10.20 내혼에 불을

10.29 재외동포서울예술제 | 재외동포재단 10.30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 콘서트 | 조이엠닷컴 11.1 프리마돈나앙상블 정기연주회 | 헥사예술기획 11.2 숙명여대음대 정기연주회 | 프

놓아 | 창무예술원 10.23-10.24 1919 | 김운미무용단 10.28-10.29 김양근의 춤 | 김양근과 가리온무용단 11.1-11.2 조승미 추모공연 | 조승미 발레단 11.7-11.10 버섯피자,

로아트 11.2 창단25주년 조트리오 음악회 | DSD 11.3 볼쇼이합창단, 발라라이카 ORC 내한공연 | DSD 11.4 제61회 정기연주회 | 주.서울필 11.5 윤소영.김규연 협주곡의 밤 | 미

외투 | 광인성악연구회 11.15-11.30 블루 사이공 | 극단 모시는사람들 자유소극장

2.22-2.23 탐 정기공연 | 현대무용단-탐 2.27-3.3 라틴살사Cobana | 쎌인터내셔널 3.9-

추홀 11.6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정기연주회 | 한국페스티발7 11.7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정기연주회 | 서울레이디 11.8 서울 코랄 페스티발 | 서울코랄 11.9 한양음대 국악과 '한양국악

3.31 암흑전설 영웅전 | 극단 작은신화 4.4-4.8 메피스토 | 공연기획 210 4.11-4.12 Duet Variation | 서울현대무용단 4.16-5.5 두여자 | 에이넷 코리아 5.14-5.16 움직임과

제' | 한양음대 11.9 죠르지 산도르 피아노 리사이틀 | 음악춘추사 11.10 김수빈 바이올린 독주회 | 미추홀 11.11 서울쳄버오케스트라 정기여주회 | 조이클래식 11.12 수원시향 연주

신호 | 최데레사 무용단 5.19 공 | 김명숙 무용단 5.25-5.26 컨템포러리 퓨전재즈 | 고수예술기획 5.29-5.30 손인영의 춤 | MCT 6.2 강미희 솔로 퍼포먼스 | 공연기획MCT

회 | 수원시청 11.14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울시향 11.15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11.17 마이클 호페 내한공연 | 피엠지코리아 11.18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성남

6.29-6.30 정기공연 | LDP무용단 8.23-9.1 우투리-억새풀우는 사연 | 극단 돌곶이 9.6-9.22 동물농장 | 극단 상상 9.27-10.9 휘가로의 결혼 | 오페라무대 신 10.13 정기공연

시립합창단 11.19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 서울바로크합주단 11.20 우크라이나 내셔널심포니 ORC 초청연주 | 파홀로 11.21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 문화뱅크 11.22 Kiev

| 툇마루무용단 10.16-23 SIDance 2002 | CID-UNESCO 11.9-12.1 사랑은 비를 타고 | OD뮤지컬컴퍼니 12.5-12.6 이경은의 춤 | LEE. K. Dance 12.9-12.10 이현수,류

Saxophone Quartet 내한공연 | 열린커뮤니케이션 11.23 상명대학교 정기연주회 | 예인예술기획 11.23 젊은 영웅들 2 | 음연 11.24 제4회 핸드벨 자선음악회 | 세실예술기획

석훈의 춤 | 박명숙 서울현대무용단 12.14-12.15 현대춤 신인발표회 | 한국현대춤협회 12.18-12.22 장필순 콘서트<동창> | 쎌인터내셔널 12.24-12.31 동물원콘서트 | 쎌인터내

11.25 한일합동콘서트 | 글로리아오페라단 11.26 월드비젼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 파홀로 11.27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11.28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한국남성

셔널 콘서트홀 1.13 한일 젊음의 하모니 | 아트앤하트 1.18 제7회 새해를 여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 문화뱅크 1.19 보리스 베레초프스키 피아노 독주회 | 마스트미디어 1.19 음

합창 11.30 성신여대 정기연주회 | 성신여대 11.30 서울대음대 관악동문 음악회 | 프로아트 12.1 Donald Hunsberger 초청 서울음대 관악협주 연주회 | 김영률 12.2 서울모테트합

악이 있는 마을 정기연주회 | 음악이있는마을 1.20 이무지치 실내악단 내한공연 | MBC 1.21 서울팝스 신년음악회(정기연주회) | 서울팝스 1.22 금난새의 신년음악회 | 크레디아 1.23

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 | 서울모테트 12.3 스윙글 싱어즈 | 크레디아 12.5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 서울팝스 12.6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12.8 로맨틱아티스트 이사오사사

카운트 테너 슬라바 내한공연 | 빈체로 1.24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kbs 1.25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 뉴서울필 1.27 스쿨 클래식 2002 | 스테이지1 1.28

키 퀄텟 내한 | 빈체로 12.9 CBS창사 48주년 기념음악회 | CBS 12.10 오데사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 서울예술기획 12.11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12.12 스페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정기연주회 | 서울오라토리오 1.29 강남심포니신년음악회(정기연주회) | 강남심포니 2.2 베를린 바로크 앙상블 초청공연 | 경향신문사 2.5 코리안심포니 '이영조 작

셜콘서트 The Gift | 코다클래식 12.13 새천년 한국 가곡의 밤 | 동아음악신문사 12.14 덕원예고 정기연주회 | 덕원예고 12.14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 채리티체임버

곡 칸타타' | 코리안심포니 2.6 메트로폴리탄 솔리스트 앙상블 | 비손EDP 2.8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2.17 얀 가바렉과 힐리어드 앙상블 내한공연 | 크레디아 2.18 우토 우

12.15-16 제100회 정기공연 | 국립합창단 12.17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울시향 12.18 2002 Adieu Concert | 문화뱅크 12.19 정격연주에 의한 메시아 대연주회 | 율챔버기획

기 바이올린 독주회 | 미추홀 2.19 바이마르음대 총장 '신춘음악회' | 음악친구들 2.20 까르미나 부라나 | 국립합창단 2.21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 프라임필 2.22 서울신포니에타정기

12.20 외환카드 송년음악회 | 외환카드 12.22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정기연주 | 서울청소년 12.24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12.25 글로벌오페라단 송년음악회 |

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2.24 국제실내악페스티발 | 크레디아 2.25 국제오페라단20주년기념 김진수독창회 | 국제오페라단 2.26 Taipei Phillharmonic Chamber Choir | 인터쿨터코

영음기획 12.26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12.27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 강남심포니 12.28 KNUA심포니 정기연주회 | 음악원 12.28 쏠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 헥

리아 2.28 텔레만실내악단&Sop김인혜초청공연 | 스테이지1 3.1 앙코르 클래식 김민기 | 월간객석 3.2 제2회 국제실내악 페스티발 | 국제실내악페스티발 3.6 상해방송교향악단.요요

사예술기획 12.29 금난새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크레디아 12.30 뉴서울필 정기연주회 | 뉴서울필/6002-6290 리사이틀홀 1.13 윤지선귀국피아노독주회 | 윤지선 1.13 혼과

마 초청공연 | 영예술기획 3.8-9 빈소년합창단내한공연 | 서울예술기획 3.9 헝가리집시바이올린밴드 로지 라카토쉬 내한공연 | 스타넷아시아 3.10 Trio Toykeat 내한공연 | 에드포르

바이올린,피아노를위한트리오 | 게누인프로덕션 1.14 문정원피아노도주회 | 미추홀 1.15 여주현귀국바이올린독주회 | 여주현 1.16 정지윤귀국바이올린독주회 | 정지윤 1.17 한규화귀

테 3.11 제60회 정기연주회<불새> | 뉴서울필 3.13 본드 현악 4중주단 내한공연 | 마스트미디어 3.15 김영준 바이올린 독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3.16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ORC

국첼로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1.18 이경미귀국바이올린독주회 | 음연 1.19 김종미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사 1.19 신년음악회 |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1.20 최세영귀국피아노독주회

내한공연 | 씨엠아이 3.18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 서울바로크합주단 3.19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울시교향악단 3.21 제97회 정기공연 '신춘음악회' | 국립합창단 3.22

| 음연 1.20 김혜정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1.21 김혜련귀국클라리넷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1.22 메조소프라노강성옥독창회 | 세실예술기획 1.22 녹음대관(4일간) | 스테이지원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3.23 찰리헤이든&곤잘로루발카바 듀오 콘서트 | 서울예술기획 3.24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내한공연 | 빈체로 3.25 창단 5주년 기념 콘서트 | 프라임필

1.23 바쏘콘체르토 | 한우리예술기획 1.24 피아니스트이호정귀국독주회 | 파홀로 1.25 피아노듀오콘서트 | 이베아띠 1.26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1.26 강성연플루트독주회

3.26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3.27 강남심포니정기연주회 | 강남심포니 3.28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독창회 | 크레디아 3.29 서울대음대 교수음악회 | 서울대음대

| 음악저널 1.27 송미란,이경희피아노듀오연주회 | 파홀로 1.27 한미문화재단아티스트기획시리즈 | 한미문화재단 1.28 유미정피아노독주회 | 조이클래식 1.29 김내리바이올리독주회

3.30 러시아국립별소년소녀합창단 초청 | CBS 3.30 클래식으로 듣는 영감의 성가 | 음연 4.15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세실예술기획 4.16 존페리 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사/

| 세실예술기획 1.30 코리아콘트라베이스코라텟정기연주회 | 코리아콘트라베이스 1.31 유은영바이올린독주회 | 조이클래식 2.1 이종실챔발로독주회 | 아르떼 2.2 홍다연바이올린독주

4.17 예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제25회연주회 | 아트폴리오 4.18 한.일월드컵공동개최기념한일합동남성합창연주회 | 한국남성합창단 4.19 나카무리유리코내한공연(아틀리에의휴일) | 애

회 | 프로아트 2.2 해설이있는피아노독주회 | 파홀로 2.4 김영기바이올린독주회 | 마스트미디어 2.5 이혜정바이올린독주회 | 아르떼 2.6 이상은플루트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2.7 송혜

드포르테 4.21 파블로지글러퀸텟 내한공연 | 빈체로 4.22 큰빛남성합창단 창단 10주년 공연 | 음악친구들 4.23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4.24 월드컵성공개최를위한한일

경, 유명희듀오리사이틀 | 음연 2.14 발렌타인콘서트 | 쎄뮤 2.15 김설아피아노독주회 | 한우리예술기획 2.16 제17회한.러음악가협회주최스트링콘서트 | 한.러음악가협회 2.16 한미

친선교류음악 | 사랑의소리인터넷방송 4.25 Junge Deutsche Philharmonic 내한공연 | 헥사공연예술기획 4.26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4.27 덕원예고 동문음악회 | 덕원예고

문화재단아티스트기획시리즈 | 한미문화재단 2.17 김영윤팀파니독주회 | 아르떼 2.17 앙사블유림정기연주회 | 유림아트홀 2.18 이주엽피아노독주회 | 부암아트 2.19 이정재피아노독

4.27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 서울모테트 4.28 한국심포니정기연주회 | 한국심포니 4.29 제3회 무의탁 노인 자선음악회 | 서울예술기획 4.3 레퀴엠의 밤 | 크레디아 5.1 부천

주회 | 파홀로 2.20 유은석피아노독주회 | 유은석 2.21 김수연바이올린독주회 | 마스트미디어 2.22 코리안심포니스트링쳄버창단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2.23 김성기실내악발표회 | 김

필특별기획연주회 <마술피리> | 부천시 5.2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서울시교향악단 5.3 2002아시아현대음악제개막공연 | 집행위 5.4 2002예원 연주회 | 무직크라마 5.4 금난새와

성기 2.24 이경애귀국피아노독주회 | 음연 2.24 정수경피아노독주회 | 정수경 2.26 여가영피아노독주회 | 아르떼 2.27 이진록첼로독주회 | 환타지아 3.1 제2회국제실내악페스티벌

함께하는 어린이음악회 | 크레디아 5.6 제19회정기연주회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 한국오라토리오 5.7 중앙 음악 콩쿠르 - 거장과 신예 | 중앙일보 5.8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

| 국제실내악페스티벌 3.1 송은영바이올린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3.2 소프라노심재화독창회 | 피아노포르테 3.4 아퀴나스제20회정기연주회 | 아퀴나스 3.5 전성해바이올린독주회 | 헥

서울바로크합주단 5.9 2002아시아현대음악제폐막공연 | 집행위 5.10 NHK.KBS교환-NHK교향악단서울연주회 | KBS 5.11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 서울예고 5.11 서울신포니에타

사공연예술기획 3.6 장명규바순독주회 | 환타지아 3.8 이소영플롯독주회 | 대한예능진흥회 3.9 이혜리피아노독주회 | 이혜리 3.9 쉬링스목관5중주단제5회정기연주회 | 쉬링스목관5

정기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5.12 Take 6 내한공연 | 이엠지 5.13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5.14 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 바로크예술기획 5.16 브랜포

중주 3.10 제9회한국피아노학회우수신인연주회 | 한국피아노학회 3.11 박현신비올라독주회 | 마스트미디어 3.12 김광원타악기독주회 | 김광원 3.14 강현주플루트독주회 | C&C

드마샬리스콰르텟내한공연 | 영예술기획 5.17 월드컵개최기념음악회 | 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 5.19 시크릿가든내한공연 | 빈체로 5.20 자끄루시에트리오내한공연 | 빈체로 5.21 더리

3.15 배은경피아노독주회 | 음연 3.16 피아노앙상블콘서트 | 파홀로 3.16 프리마베라콘체르토 | 한우리예술기획 3.17 김명주첼로콘서트| 음연 3.17 김수진피아노독주회 | 음연

얼그룹내한공연 | 빈체로 5.22 콰르테트조빔모렐렌바움내한공연 | 빈체로 5.23 문용희.이대욱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 미추홀 5.24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KBS 5.25 서울코랄

3.18 정혜선피아노독주회 | C&C 3.19 제2회대진트리오정기연주회 | 음악춘추사 3.20 프랑스음악연구회제6회정기연주회 | 부암아트 3.21 이지은첼로독주회 | 조이클래식 3.22 피

제6회 정기연주회 | 서울코랄 5.25 서울대음대교향악연주회 | 서울대음대 5.28 Choir of MAY 5월의 합창 | 아르떼 5.29 자족과함께하는5월의향연 | 한우리예술기획 5.30 머레이

호영바이올린독주회 | 아르떼 3.23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3.23 김석란피아노독주회 | 음연 3.24 전경미,심영지베토벤첼로소나타변주곡연주 | 지음기획 3.25 여음목관5중주

페라이어 피아노 독주회 | 크레디아 6.1 중대음대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 중앙대 6.1 안양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안양시합창단 6.2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조이클래식 6.4

연주회 | 음악저널 3.26 이승혜플루트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3.27 현혜진첼로독주회 | 현혜진 3.28 21세기악회정기작품발표회 | 21세기악회 3.29 김경민바이올린독주회 | 부암아트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6.5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6.7 살타첼로2002월드컵기념순회공연 | 굿인터내셔널 6.10 소리꾼 신영희의 소리인생 50년 기

3.30 곽안나바이올린독주회 | 곽안나 3.30 이미현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3.31 김수영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4.1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정기연주회 | 쎄뮤 4.2 조현

념공연 | 한국국악협회 6.11 한국페스티발앙상블정기연주회 | 한국페스티발 6.13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 서울팝스 6.16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 정기연주회 | 서울오라토리오 6.17 부

수피아노독주회 | 부암아트홀 4.3 김유정바이올린독주회 | 김유정 4.4 서울심포니초청용수민첼로독주회 | 서울심포니 4.5 까라무스오보에앙상블 | 까라부스오보에 4.6 진윤일비올라독

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 부천시 6.20 안산시립합창단 초청공연 | 파홀로 6.21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6.22 크누아심포니정기연주회 | 음악원 6.23 코리아필정기연주회 |

주회 | C&C 4.6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정기연주회 | 서울싱어즈 4.7 Lauren Hyunhee Min귀국피아노독주회 | 민현희 4.8 배종선플루트독주회 | 음악춘추사 4.10 제23회소리목봄

코리아필 6.24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 프라임필 6.27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6.28-29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내한공연 | MBC 7.19 부천필하모닉 정기연주회 | 부

정기연주회 | 작곡동인소리목 4.11 정정호바이올린독주회 | 정정호 4.12 한국리스트제6회정기연주회 | 한국리스트연주회 4.13 한국여성작곡가회봄정기발표회 | 여성작곡가회 4.13

천필 7.21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7.22 한미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한미청소년문화재단 7.28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7.24 우리아버지합창

박규연피아노독주회 | 아트폴리오 4.14 오승은바이올린독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4.14 돔앙상블제16회정기연주회 | 세실예술기획 4.15 앙상블네상스정기연주회 | 마스트미디어 4.15

단 제6회 정기연주회 | 우리아버지합창단 7.25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7.26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KBS 7.27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 서울모테트합창단

신상우녹음대관 | 신상우 4.16 제2회세계가곡페스티발 | 바로크예술기획 4.17 멜로스트리오 | 음악저널 4.18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4.19 진윤일비올라독주회

7.27 피터 비스펠베이 내한공연 | 크레디아 7.28 제8회 서울관악제 | 한국관악협회 7.29-30 콰이어링2002남성.여성합창페스티발 | 세연아트큐 7.31 아주여성합창단 연주회 | 아르

(녹음대관) | 마스트미디어 4.20 실내악이있는풍경 | 조이클래식 4.20 코리아나브라스앙상블정기연주회 | 코리아나브라스 4.21 강현종바이올린독주회 | 지음기획 4.22 협스트링앙상블

떼 8.1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 서울팝스 8.2 강남심포니ORC 청소년음악회 | 강남심포니 8.3 2002 여름 스쿨클래식 | 스테이지원 8.3 금난새와 함께하는 여름가족음악회 | 크레디아

정기연주회 | 세실예술기획 4.23 서울챔버앙상블정기연주회 | 세실예술기획 4.24 제2회필트리오정기연주회 | 예인예술기획 4.25 조주현피아노독주회 | 조주현 4.26 채희철,어수희듀

8.5-6 동아음악콩쿠르입상자초청-2002청소년음악회 | 동아일보 8.7 노래하는천사들'보니프에리'첫내한공연 | 쎌인터내셔날 8.11 이성주와조이오브스트링스 | 스테이지원 8.12

오콘서트 | 프로아트 4.27 모짜르트페스티벌 | 서울심포니 4.27 허재영튜바독주회 | 프로아트 4.28 제2회피아노동인회정기연주회 | 피아노포르테 4.28 현재희,염보영두오리사이틀 |

2002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공연예술메니지먼트 8.13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미추홀 8.14 한상우의 클래식 산책 | 아르떼 8.21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 | 코리안심포니

현재희 4.29 피아노앙상블2 | 오세란 4.30 카로스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 카로스타악기 5.1 박지화첼로독주회 | 문화뱅크 5.2 피경선피아노독주회 | 음연 5.3 서인원귀국첼로독주

8.22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KBS 8.23 청소년을 위한 피아노 이야기 | 조이엠닷컴 8.24 Toots Thielemans 내한공연 | 이엠지 8.24 엘샤다이합창단정기연주회 | 엘샤다이합창단

회 | 서인원 5.4 소프라노이지은귀국독창회 | 쎄뮤 5.4 정지강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사 5.5 어린이날특별연주회 | 피아노포르테 5.6 작악회작곡발표회 | 작악회 5.7 카메라타서울첼

8.25 서울시향 POP'S 콘서트 | 서울시향 8.26 서울튜티앙상블 정기연주회 | 무직크라마 8.28 한국클라리넷 훼스티발 | 한국클라리넷협회 8.29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서울심포니

로앙상블연주 | 카메라타서울첼로 5.8 서계숙교수정년퇴임기념음악회 | 김문철 5.9 2002신음악학회작품발표회 | 신음악학회 5.10 서울튜티앙상블정기연주회 | 무직크라마 5.11 4인

8.30 한국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 환타지아 8.31 KNUA 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 음악원 8.31 베데스다현악4중주단전국순회 | 한국재활재단 9.1 기타 협주곡 시리즈(1)-로드리

피아노음악회 | 피아노포르테 5.11 김종수바리톤독창회 | 음악저널 5.12 배수희귀국첼로독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5.12 김규희피아노독주회 | C&C 5.13 김유철피아노독주회 | 부암아

고 페스티발 | 헌이랑 9.2 서울페스티발심포니 정기연주회 | 예인예술기획 9.3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 프라임필 9.4 한국심포니 정기연주회 | 한국심포니 9.7 계원예고 정기연주회 | 계

트 5.14 이숙미귀국피아노독주회 | 아트폴리오 5.15 박지선바이올린독주회 | 조이클래식 5.16 오퍼스130-701작곡발표회 | 작곡동인오퍼스 5.17 허진선귀국챔발로독주회 | 세실예

원예고 9.7 창단5주년기념FOCUS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 | 포커스타악기앙상블 9.9 안희복오페라단 정기연주회 | 영음예술기획 9.10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술기획 5.18 김순영바이올린독주회 | 음연 5.19 클라비어연주회(김식교수동문) | 피아노포르테 5.20 벨레스트리오 | 마스트미디어 5.21 김미숙플루트독주회 | 김미숙 5.22 트리오한

9.11 서울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서울시향 9.12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수원시합창단 9.13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 KBS 9.15 한구석밝히는음악회 | 바로크예술기획

정기연주회 | 프로아트 5.23 이예찬바이올린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5.24 한국포스트모더니즘악회창단발표회 | 중앙대 5.25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5.25 이태은피아노독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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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대관프로그램
| 음악춘추사 5.26 강윤주피아노독주회 | 부암아트 5.26 문록선플루트독주회 | 음악춘추사 5.27 소프라노최승은독창회 | 바로크예술기획 5.28 채리티챔버앙상블정기연주회 | 채리티

경란 7.10-7.17 한국파스텔화협회전 및 공모전 | 한국파스텔협회 7.13-7.21 임립전 | 임립 7.20-7.27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 구가보훈문화예술협회 8.1-9.29 마왕퇴전 | 다솔

챔버 5.30 제2회노정희작곡발표회 | 노정희 5.31 이진이피아노독주회 | 조이클래식 6.1 브람스리더아벤트 |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6.2 방성주클라리넷독주회 | 서울뮤지션스 6.3

스페이스 7.31-8.8 류지선 달려라토끼전 | 류지선 8.11-8.18 이종관전 | 이종관 8.21-8.28 이두선개인전 | 이두선 8.31-9.8 한국공예가 협회전 | 공예가협회 8.31-9.8 이웅

윤경희바이올린독주회 | 조이클래식 6.4 인성희소프라노독창회 | 음악저널 6.5 허태범피아노독주회 | 음연 6.6 안소현피아노라시이틀 | 무직크라마 6.6 박숙련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

직 작품전 | 이웅직 9.11-9.18 한국현대조형작가회전 | 현대조형가회 10.1-10.9 2002년 화랑미술제 | 화랑미술협회 9.22-10.9 문홍일 사진전 | 문홍일 10.12-10.20 유휴열

사 6.7 목완수오보에독주회 | 프로아트 6.8 소프라노유은정독창회 |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6.8 소프라노이금옥독창회 | 헥사공연예술기획 6.9 테너김민성귀국독창회 | 영음예술기획

개인전 | 유휴열 10.12-10.20 일당김태신채묵세계전 | 김태신 10.12-10.20 X-Rey 미술제 열 네개의 방 | 위성웅 10.12-10.20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 조계종총무원 10.12-

6.9 신인음악상동우회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6.10 뮤직'c'정기연주회 | 공연기획두오 6.15 김진경바이올린독주회 | 서울뮤지션스 6.16 이현주바이올린독주회 | 이현주 6.16 사색의노

10.20 한기호개인전 | 한기호 10.12-10.20 문학렬개인전 | 문학열 10.24-11.5 제36회 한국미술협회전 | 미술협회 11.10-11.19 제21회 대한민국건축대전 | 건축협회 11.8-

래 | 영음예술기획 6.17 한국피아노듀오협회정기연주회 | 피아노듀오 6.18 가야현악4중주단제3회정기연주회 | 예인예술기획 6.19 김소연플룻독주회 | 서울뮤지션스 6.20 하상희피

11.15 한국조형가협회전 | 한국조경가협회 11.8-11.16 전북대 기금전 | 전북대 미대동문 11.9-11.17 산학목심회 문인화전 | 산학목심회 11.22-11.30 신중덕 개인전 | 신중덕

아노독주회 | 음연 6.21 김연미,주혜정듀오연주회 | 지음기획 6.22 김강숙바이올린도주회 | 예인예술기획 6.22 창단20주년부부성악듀엣콘서트 | 국제오페라단 6.23 송재광바이올린

11.19-11.26 박장년/김미자전 | 박장여 11.19-11.26 목화전 11.19-11.26 김춘자 전 | 김춘자 11.20-11.27 Or iental Post Minimal 전 11.22-11.30 2002한국건축문화

독주회 | 송재광 6.23 김성희파아노독주회 | 음악저널 6.24 카로스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 카로스타악기 6.25 코리아나챔버정기연주회 | 코리아나챔버 6.26 미하엘볼프콘트라바스

대상수상작 | 건축협회 11.30-12.8 김현옥 개인전 | 김현옥 11.30-12.6 성신여대 공예과동문전 | 성신 동문회 11.30-12.8 HERE & NOW 전 11.30-12.8 강상중 개인전 | 강

독주회 | 게뉴인뮤직프로덕션 6.27 이은숙피아노독주회 | 음악저널 6.28 2002부천필실내악페스티발 | 부천필 6.29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6.29 박규원피아노독주회 | 박규

상중 12.4-12.11 이승은 채색화전 | 이승은 12.17-12.30 로댕 조각전 | MBC 문화방송 5.30-6.9 제13회 구상조각대전 | 한국구상조각회

원 6.30 서울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 서울클라리넷앙상블 6.30 이석호비올라독주회 | 아르떼 7.1 김신경피아노독주회 | 음연 7.2 정미현피아노독주회 | 쎄뮤 7.3 바이올린,기타,

까르띠에 보석전 | 까르띠에 6.1-6.9 퀼트전 | 한국퀼트협회 6.11-6.19 신인숙 섬유미술전 | 개인 6.22-6.30 한국여성 시각디자인전 |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 6.4-6.25 이태리

챔발로와함께하는실내악여행 | 배장흠 7.4 조선희피아노독주회 | 조선희 7.5 Bell String Quartet | 바로크예술기획 7.6 김병규귀국만돌린독주회 | 김병규 7.6 임경묵피아노독주회 | 음

축구 그림전 | 주한 이태리대사관 8.23-8.29 박진숙 그래픽전 | 개인 10.2-10.10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전 | 실헙작가협회 11.15-11.24 패션아트웨어전 | 11.27-12.4

연 7.7 메조소프라노채진영귀국독주회 | 채진영 7.7 빈트리오제2회정기연주회 | 부암아트 7.9 로저살란더클라리넷독주회 | 프로아트 7.10 유진섭바이올린독주회 | 헥사예술기획

JAD실내환격디자인공모전 | 중앙디자인 12.10-12.13 샤넬보석전 | ㈜샤넬 12.9-12.14 한국타이어공모전 | ㈜한국타이어 서울서예박물관 1.4-1.13 제3회새천년서예술대전 |

7.11 제2회청소년을위한음악회 | 아르스노바앙상블 7.12 이문규바이올린독주회 | 프로아트 7.13 김지희첼로독주회 | 프로아트 7.13 손정옥피아노독주회 | 음연 7.14 예림회두오피

새천년서예술협회 1.14-1.20 제4회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 월간서예 2.5-2.10 대한민국해동서예문인화대전 | 해동서예학회 2.18-2.24 성균관대학교반궁서단전 | 성균관대학

아노리사이틀 | 예림연주회 7.14 라해진피아노독주회 | 라해진 7.15 노경연피아노독주회 | 음연 7.16 7월의음악이야기 | 바로크예술기획 7.17 오유진바이올린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3.12-3.17 제6회서울미술전람회 | 국민예술협회 3.19-3.24 제4회사임당,율곡기념서예전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3.25-3.31 취묵헌인영선작품전 | 인영선 4.2-4.7 소헌정도준서

7.17 이선아첼로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7.18 안윤정,김선희피아노듀오리사이틀 | 세실예술기획 7.19 이승경귀국피아노독주회 | C.E.M 7.20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7.20 김

예전 | 정도준 4.2-4.7 금정초남기매서전 | 남기매 4.8-4.14 한국서화명인대전 | 최금자 4.15-4.21 제3회세종한글서예대전 | 세종한글큰뜻모임 4.22-4.28 농인김기동서예전 |

성려바이올린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7.21 정서연귀국피아노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7.21 4+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 세종예술기획 7.23 아르톤목관5중주정기연주회 | 세종예술기획

김기동 4.29-5.13 제10회대한민국서예전람회 | 한국서가협회 5.14-5.27 제14회대한민국서예대전 | 한국서예협회 5.28-6.3 동아시아필묵정신전 | 변오인 6.5-6.12 제21회대

7.24 배장흠기타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7.25 보이켄스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7.26 유민정피아노독주회 | 음연 7.28 공누이피아노독주회 | 공누이 7.28 최윤애바이올

한민국미술대전(문) | 한국미술협회 6.17-6.23 제15회서예대전 | 월간서예 6.24-6.30 제13회대한민국서법예술대전 | 한국서화교육협회 7.2-7.7 제13회대한민국동양미술대전 |

린독주회 | 아르떼 7.29 두대의피아노를듣는한여름의꿈 | 테마앙상블 7.30 손서진클라리넷귀국독주회 | 세종예술기획 7.31 김나영바이올린독주회 | 음연 8.15 청소년을위한해설음악

동양서화묵화교류협회 7.9-7.14 국제각자연맹한국전 | 한국서각협회 7.16-7.21 제3회대한민국문인화대전 | 현대서예문인화협회 8.28-9.2 세계평화서화초대전 | 평화통일비림협회

회 | 서울싱어즈 8.16 강혜정, 로롱떼시네챔발로듀오연주회 | 아르떼 8.17 김지민첼로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8.17 2002년 Collists d'amour정기연주회 | 지음기획 8.18 테너심송학

9.4-9.17 제8회대한민국서예고시대전 | 한국서예고시협회 9.24-10.2 이수덕700전 | 이수덕 10.4-10.10 제41회갈물한글서회전 | 갈물한글서회 10.12-10.17 제7회한중서예

독창회 | 음악춘추사 8.18 숙명성악앙상블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8.19 피아노듀오콘서트 | C&C 8.20 제18회서울목관정기연주회 | 환타지아 8.21 세종목관챔버앙상블 | 아트폴리오

교류전 | 근묵서학회 10.11-10.17 제5회고윤서회전(해서) | 고윤서회 10.18-10.27 제3회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 | 한국문인화협회 10.28-11.3 제12회동연회전 | 동연회

8.22 2002 이야기가있는청소년음악회 | C.E.M 8.23 주은후피아노독주회 | 부암아트 8.24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8.24 Mannes College Music동문창단연주회 | 부암아트

10.29-11.3 향덕서학회전 | 향덕서학회 11.5-11.11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전 | 한국서가협회 11.13-11.18 한국추사서예협회원전 | 한국추사서예협회 11.19-11.25 제7회서울

8.25 중앙트럼본앙상블정기연주회 | C.E.M 8.25 카로스타악기앙상블정기연주회 | 카로스타악기 8.26 김호정첼로독주회 | 김호정 8.27 홍만기첼로독주회 | 음연 8.28 유성희귀국마

서예공모대전 | 한국서예협회서울지부 11.26-12.5 제11회한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12.7-12.12 제12회남청전 | 남청회 12.13-12.22 제6회대한민국

림바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8.29 김도희피아노리사이틀 | 김도희 8.30 김계화피아노독주회 | 아트앤하트 9.1 BRASSNOVA정기연주회 | BRASSNOVA 9.1 피아노앙상블연주회 | 피

통일서예대전 | 한국종교서예인협회 야외극장 5.3-5.4 코바나콘서트 | 쎌인터내셔널 5.10-5.12 동물원콘서트 | 쎌인터내셔널 6.8 코바나콘서트 | 쎌인터내셔널

한가람디자인미술관 4.19-4.27

아노듀오협회 9.2 임상희피아노독주회 | 아르떼 9.3 박세나바이올린독주회 | 헥사공연예술기획 9.4 2인음악회 | 김창숙 9.5 BIS퀸텟정기연주회 | 오유진 9.6 한국피아노학회대구,경
북,서울연주회 | 한국피아노학회 9.7 한국여성작곡가회가을정기발표회 | 한국여성작곡가회 9.7 오선영피아노독주회 | 환타지아 9.8 조지현피아노독주회 | 음연 9.8 이영아바순독주회 |
프로아트 9.9 김유미바순독주회 | 환타지아 9.10 숙명트리오정기연주회 | 프로아트 9.11 이혜전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 9.12 서정심첼로독주회 | 서울신포니에타 9.14 권상희바이
올린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9.14 한국쇼팽협회정기연주회 | 음연 9.15 이주연피아노독주회 | 이주연 9.16 홍은경피아노독주회 | 홍은경 9.17 이온재,박인혜피아노두오리사이틀 | 부암
아트 9.18 이지희피아노독주회 | 조이클래식 9.23 노미경피아노독주회 | 음연 9.24 백연주첼로독주회 | 음악저널 9.25 이선이바이올린독주회 | 조이클래식 9.26 성소현첼로독주회 |
성소현 9.27 작악회32회작품발표회 | 작악회 9.29 유명숙비올라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9.29 오신정플룻독주회 | 프로아트 9.30 김유미바이올린독주회 | 헥사공연예술기획 10.1 아
울로스목관5중주연주회 | 아르떼 10.2 앙상블네상스정기연주회 | 마스트미디어 10.3 바이올리니스트유라미귀국독주회 | 환타지아 10.3 테너김신영독창회 | 김신영 10.4 미래악회제
27회정기연주회 | 미래악회 10.5 배유진귀국타악기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10.5 용수민첼로독주회 | 음악저널 10.6 유수정귀국피아노독주회 | 부암아트 10.6 정선이첼로독주회 | 음
악춘추사 10.7 제3회조성이있는신작가곡발표회 | 신작가곡연구회 10.8 변정은피아노독주회 | 음연 10.9 김대환바이올린독주회 | 아르떼 10.10 협스트링앙상블정기연주회 | 세실예
술기획 10.11 미래악회제27회정기연주회 | 미래악회 10.12 김규동작곡발표회 | 쎄뮤 10.12 독일가곡연구회정기연주회 | 독일가곡연구회 10.13 서정실기타독주회 | 크림스아트
10.13 권정선피아노독주회 | 음연 10.14 임수미오보에독주회 | 프로아트 10.15 서울챔버앙상블정기연주회 | 세실예술기획 10.16 김정임귀국플루트독주회 | 서울페스티발아티스트
10.17 임경원첼로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10.18 최성원첼로독주회 | 음악춘추사 10.19 신지영귀국피아노독주회 | 음악저널 10.19 두오피아노연주회 | 피아노포르테 10.20 김수연피
아노독주회 | 김수연 10.27 한정민귀국피아노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10.27 김인하플룻독주회 | 환타지아 10.28 이석준호른독주회 | 예인예술기획 10.29 김성미피아노독주회 | 부암
아트 10.30 아티스트앙상블정기연주회 | 프로아트 10.31 21세기악회정기창작곡발표회 | 21세기악회 11.1 정순용바순독주회 | 정순용 11.2 셜리유피아노리사이틀 | 미추홀 11.2
정희선피아노독주회 | 프로아트 11.3 곽미현피아노독주회 | 곽미현 11.3 김현미,김금봉슈베르트이야기 | M&S 11.4 임성애귀국피아노독주회 | 음연 11.5 이소진피아노독주회 | 음연
11.6 Ensemble Air Trio Abend | 박정혁 11.7 송경화플루트독주회 | 유림아트홀 11.8 강진희,서혜전,김승곤의가곡으로의여행 | 서혜전 11.10 이예찬바이올린독주회 | 세실예술기획
11.11 김재미피아노독주회 | 음연 11.12 정자영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사 11.13 김동진작곡발표회 | 동아음악신문사 11.14 이윤희귀국바이올린독주회 | 미추홀 11.15 김현곤클라
리넷독주회 | 김현곤 11.16 소프라노오영은독창회 | 영음예술기획 11.16 리더아벤트 | 서울싱어즈 11.17 민요를주제로한영미가곡의밤 | 영미가곡연구회 11.17 앙상블프리즈마정기
연주회 | 프로아트 11.18 김문정피아노독주회 | 음연 11.19 손희령피아노독주회 | 세종예술기획 11.20 박종숙피아노독주회 | 박종숙 11.21 이활바이올린독주회 | 프로아트 11.22
김효원피아노독주회 | 음연 11.23 소프라노채정임귀국독창회 | 예인예술기획 11.23 송미란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11.24 박혜준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11.24 코리아클
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 프로아트 11.25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정기연주회 | 쎄뮤 11.26-27 한.일교류작품연주회 | 아시아작곡가연맹 11.28 임효선피아노독주회 | 음악춘추
사 11.29 리더스앙상블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11.30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12.1 김승현피아노독주회 | 김승현 12.1 우정은바이올린독주회 | 마스트미디어 12.2 한국피아
노듀오협회정기연주회 | 듀오협회 12.3 | 12.4 오정화귀국피아노독주회 | M&C 12.5 허원숙피아노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12.6 부천필실내악페스티발 | 부천필하모닉 12.7 송희피
아노독주회 | 송희 12.8 콰르텟플레이스정기연주회 | 콰르텟플레이스 12.8 유형직클라리넷독주회 | 환타지아 12.9 김승연피아노독주회 | 김승연 12.10 강유선귀국피아노독주회 | 김
민식 12.11 방진이피아노독주회 | 음연 12.12 트리오사이클론창단연주회 | 조진영 12.13 김혜경피아노독주회 | 크림스아트 12.14 문진탁귀국피아노독주회 | 음연 12.14 이영재바
이올린독주회 | 피아노포르테 12.15 서울튜티앙상블송년음악회 | 무직크라마 12.15 카로스타악기정기연주회 | 카로스타악기 12.16 이숙영,정지강듀오연주회 | 세종예술기획 12.17
박윤팀파니독주회 | 쎄뮤 12.18 한순자귀국피아노독주회 | 한순자 12.19 이현주첼로독주회 | 코리아나 12.20 심윤선피아노독주회 | 음연 12.21 모짜르트페스티발 | 서울심포니
12.21 박라나와하프앙상블 | 코다클래식 12.22 한국바로크챔버앙상블제8회정기연주회 | 한국바로크챔버 12.22 임지은바이올린독주회 | 스테이지원 12.23 코리아나브라스앙상블정
기연주회 | 예술기획 12.24 박용훈첼로독주회 | 박용훈 12.25 제11회 자선음악회 사랑의플룻콘서트 | 사랑의플룻콰이어 12.25 김용균귀국피아노독주회 | 김용균 12.27 제34회성
음회정기연주회 | 성음회 12.29 장소현귀국피아노독주회 | 음연 12.30 김용희,김영한피아노두오리사이틀 | 김용희+C24 한가람미술관 2.22-3.3 제2회 한국현대 미술제 | KCAF
3.7-3.17 대한민국 미술축전 | 한국미술협회 3.20-3.27 최종일 개인전 | 최종일 3.20-3.27 신진 작가 발언전 | ㈜미술세계 3.20-3.27 김덕기 작품전 | 김덕기 3.29-4.7 김래
환 전 | 김래환 3.30-4.7 메소기오 2002 사과전 | 이광복 3.30-4.7 2002 Seoul World Art Exhibition |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3.30-4.7 주영도 조각전 | 주영도 4.10-4.17
제30회 한국여류화가회정기전 | 한국여류화가 4.10-4.17 한국수채화협회공모전 | 한국수채화협회 4.20-4.28 서울판화 미술제2002 | 판화미술협회 4.29-5.14 MANIF 서울아트
페어 | MANIF 5.18-5.26 이시가와도예서울전 | 가화문화의나래실행 5.18-5.24 한국 출판 미술협회전 | 출판미술협회 5.18-5.26 천환봉의 흙의예술 | 천한봉 5.27-6.6 자연과
의 대화 | 중앙일보 SGI 6.1-6.9 제35회 한국구상조각회전 | 한국구상조각회 6.9-6.16 이화 조각전 | 이경희 6.9-6.16 한울회전 | 한울회 6.19-6.26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전 |
기독교미술인협회 6.19-6.26 신조형 수체화전 | 신조형 6.9-6.16 WAVE ART FAIR | 김대영 서울아트 6.29-7.7 제23회 서울조각회전 | 양세혁 7.3-7.10 김경란 개인전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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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nnual Report - 예술사업통계자료
■ 관객통계자료
2002

2001

관객수
공연건수/회수
기획
대관

318,837명
26/247
8/63
18/184

386,177명
24/296
11/210
13/86

평균객석점유율

56%

57%

112,178명
29/340
4/106
25/234

99,150명
34/286
9/177
25/109

49%

52%

56,221명
27/322
5/115
22/207

76,810명
31/351
10/149
21/202

58%

73%

445,178명
310
49
261

417,066명
303
58
245

55%

60%

93,935명
399
24
375

89,211명
378
23
355

63%

63%

334,175명
91/1,078
18/395
73/683

520,777명
86/1,172
15/363
71/809

100,581명
39/322
3/45
36/277

108,518명
34/340
5/110
29/230

19,456명
4/13
1/7
3/6

26,376명
14/38
2/8
12/30

1,480,561명

1,724,085명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관객수
공연건수/회수
기획
대관
평균객석점유율
자유소극장
관객수
공연건수/회수
기획
대관
평균객석점유율

음악당
콘서트홀
관객수
공연회수
기획
대관
평균객석점유율
리사이틀홀
관객수
공연회수
기획
대관
평균객석점유율

미술관 / 디자인미술관
관객수
전시건수/일수
기획
대관

서예관
관객수
전시건수/일수
기획
대관

야외극장
관객수
행사건수/일수
기획
대관

총관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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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nnual Report - 예술사업통계자료
■ 2000 / 2001년 월별 공연 관람객추이

(단위 : 천명)

■ 연도별 공간별 관람객 변동사항

(단위 : 천명)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미술관/디자인미술관
서예관
야외극장과 야외공간

(월)
2002년
2001년

(년)

■ 연도별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현황
■ 연도별 관람객추이

(단위 : 천명)
(단위 : 공연/회수, 전시/건수)
오페라하우스(공연)
음악당(공연)
미술관/디자인미술관(전시)
서예관(전시)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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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Annual Report - 예술의전당 가족
■ 이사회 명단

□ 예술의전당 후원회 회원 명단

2002년 12월 31일 기준

예술의전당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문화예술계, 경제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명망있는 인사 17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2년도에는 이사회를 통해 예산, 결산 및 제도개선 등의 사안을 의결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예술사업을 비롯한 각
종 사업추진시 예술의전당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사장
정재석 전 부총리

상임이사
김순규 예술의전당 사장

비상임이사
김각중
김재철
박권상
방상훈
오 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조선일보사 사장
아주대학교 총장

정진홍
이중한
이세웅
김서봉
손 숙
이규도
김형규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신일재단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고문
연극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당연직이사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김동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2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1997년에 설립되어, 예술의전당 후원기금 조성 및 문화예술 저변확
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저명인사와 기업체의 참여로 2002년 현재 185회원(부부회원 불포함)이 가입하여 친목 도모
및 예술가와 교류 제공 등 다른 후원회 조직들과는 차별화 되는 회원 관리와 후원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 후원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후원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예술의전당 후원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운동을 통해 예술의전당이 세계 10대 아트센
터로서의 위상과 문화예술 기관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다.

□ 예술의전당 후원회 임원단
김영수
송 자 박성용 김상하 이종구
최무훈 박선주
김영호 박영주 한상우

이

사 곽수일
김현실
윤윤수
이재식
자문위원 홍라희

강희철
박기석
윤의숙
정우철
박희주

김양자
박승택
이기남
지성한
이현자

김용원
서민석
이영혜
최왕언

김의재
신영무
이운형
최종률

김창실
유정주
이인호
허 참

□ 예술의전당 후원회 회원 명단
무궁화 회원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대일건설(주)
법인대표 박희주 / 김춘강
이건희 /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 호암미술관장
한국가스공사
법인대표 김명규 / 정경숙
한국전력공사
법인대표 최수병 / 김정자
윤세영 / 변금옥
(주)SBS 회장
박성용 / Marguerite C. Park
(주)금호그룹 명예회장
이건산업(주)
법인대표 박영주 / 박인자

모란회원
Hubert Abrons / 이현자
뉴욕시티오페라이사, 링컨센타 후원회원
(주) SK
법인대표 손길승 / 박연신
LG 칼텍스 정유(주)
법인대표 허동수 / 김자경

목련회원
김영수 / 원종순
양 웅
이종구 / 김지미
지성한 / 이영주
허 참 / 홍애자
손병찬 / 정미애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웅덴탈크리닉 원장
이종구심장내과 원장 / 영화인협회 이사장
한성실업 회장
명지유통 회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 (주)골드맥스 대표이사

석류회원
고병헌 / 장명숙
구병삼 / 김양자
권성문 / 박혜원
김상하 / 박상례
김성기 / 오순희

36

(주)금 비 회장
전 고려대의무부총장 / 예맥화랑 대표
KTB network 대표
(주)삼양사 회장
한성자동차(주) 대표

김용원 / 신갑순
김운용 / 박동숙
김은수 / 이영지
김태경 / 강금실
김효순
박기석 / 천승주
박부일 / 권경순
박선주 / 양정옥
박세종 / 서혜숙
박승택 / 이주영
박인호 / 김도희
박주선 / 이현숙
송 자 / 탁순희
신영무 / 김현실
신준식 / 김정자
양동훈 / 남현숙
유정주 / 이경혜
윤윤수 / 이효숙
윤의숙 / 윤기섭
이동훈 / 김영혜
이문호 / 이기남
이민주 / 신인숙
이상렬 / 박은희
이상일 / 박덕순
이석형 / 하인수
이수성 / 김경순
이우백 / 염각경
이운형 / 박의숙
이정익 / 윤영자
이준용 / 한경진

2002년 12월 31일 기준

(주)중외제약 회장
변호사
(주)선 화랑 대표
(주)뉴서울호텔 대표
한라건설(주) 회장
(주)일 삼 대표
정치과의원 원장
경진상사 사장
변호사
성부실업(주) 회장
음악평론가
허영진 한의원 원장

장미회원 (평생-부부)

■ 후원회

회 장
고 문
감 사
부회장

이종호 / 홍임선
이태희 / 조현숙
이호현 / 김창실
임종빈 / 이화일
정몽원 / 홍인화
정우철 / 정윤숙
정윤표 / 김현실
지종한 / 김현옥
최명부 / 민절자
최왕언 / 은광환
한상우 / 신승애
허연진 / 박선주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 발행인
대한체육회장, IOC 집행위원
로제화장품 회장
도서출판 이론과실천 대표 / 변호사
(주)시공테크 대표
다다실업 회장
변호사
(주)세종공업 대표
박승택한의원 원장
서울중앙병원정신과 교수 / 작가
국회의원
(주)대 교 회장 / 의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
(주)신양산업 회장
유니온통산(주) 대표
변호사
휠라코리아(주) 대표
(주)아이디에이 대표
(주)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주)신명시스템 대표
조선무역(주) 회장
(주)메트로프로덕트 대표
/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음악감독
(주)일진산업 대표
변호사
평화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주)조우니 대표
세아제강(주) 회장
(주)서광전기 대표
한림미술관장

강은엽 / 김소라
강학중 / 조경희
강희철 / 박혜진
곽수일 / 최청규
고종진 / 유승미
구범환 / 서춘지
권광중 / 조송녀
권혜숙 / 송여진
금난새 / 홍정희
김경원 / 박애경
김경준 / 강정숙
김성진 / 전성결
김유후 / 김용내
김영준 / 이영자
김용주 / 유정자
김의석 / 유진아
김의재 / 정선숙
김정배 / 오윤자
김주인 / 김춘강
김진현 / 민태희
김행술 / 이혜숙
문덕만 / 심영자
문호근 / 정은숙
박선우 / 공영자
박용정 / 임광자
배기원 / 여정옥
이교상 / 신아림
양동훈 / 남현숙
양천구 / 조문순
윤병철 / 이정희
이관우 / 박위자
이기동 / 박온자
이병담 / 조숙미
이성준 / 최정윤
이승준 / 최현분
이영조 / 김정희
이용우 / 김은자
이우석 / 황순희
이원희 / 이영애
이인호
이재식 / 윤임순
이종덕 / 김영주
이종태 / 이문경
이철주 / 이경준
이현구 / 최순희
이홍주 / 장정림
정성진 / 서신덕
정환상 / 정리정
조규환 / 이혜라
조홍석 / 박은영
차성윤 / 김정자
차정일 / 유옥순
최무훈 / 이경희
최웅렬 / 심선연
최종률 / 신연자

계원예대 부학장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주)두산 회장
고려대 의무부 총장 / 서소아과 원장
변호사
플루티스트
지휘자
사회과학원 원장
제성병원 이사장
(주)파라다이스 고문
변호사
한일카페트 사장
(주)행남자기 회장
변호사
변호사
고려대학교 총장
(주)시-즈 회장 / 대한어머니회 회장
문화일보 고문
정화인쇄(주) 사장
88프로모션 회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장훈학원 이사장
아이티맥스(주) 회장
대법관
(주)홀리데이인호텔 실장
유니온통산(주) 대표
남성해운항공(주) 대표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한국몽골협력협회 회장
(주)서울조구 대표
/ 서울여대도서관장, 문헌정보과 교수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서울신경통증크리닉 원장
(주)진보식품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법관
동아수출공사 대표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총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변호사
세종문화회관 총감독
송백회 사무총장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주)까사미아 대표
뮤직라이브러리 대표
국민대 총장
(주)클라라, 라스포사 대표
이화산업(주) 사장
이화유통(주) 대표
세종학원 이사장/성정문화재단 이사장
변호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주)씨앤피 테크노 대표
한국 ABC협회 회장

최종욱 / 조동옥
한호형 / 이영숙
황병주 / 신명옥
황세영 / 정경자
홍건희 / 이봉순

(주)SKM 회장
변호사
동영물산(주) 회장
황세영산부인과병원 원장
한국타이어 부회장

장미회원 (평생/개인)
고광복
강화자
곽태식
김봉임
김은영
김진숙
김희진
노미경
박성동
박정택
박한용
손동창
신경욱
이영혜
인영기
양계남
양수화
이기춘
이수연
이재후
장혜원
조선제
지영년
최영철
최홍용
하성호
홍원선

용인송담대 교수
강화자베세토오페라 단장
장미악기 사장
서울오페라 단장
연세대 비서과장
상명대음대 겸임교수
피아니스트
(주)파크랜드 사장
변호사
(주)퍼시스 회장
전 서울예고 교장
디자인하우스 대표
동화통상(주)대표
조선대미대 교수
글로리아오페라단 단장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피아니스트
변호사
이대음대 교수
교원공제회 이사장
교 사
송담학원 이사장
진성상역(주) 회장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장미회원 (년-부부)
김신권 / 김정화
김중길 / 이희원
이세중 / 전계우
한경국 / 공영완
허형택 / 전영혜

(주)한독약품 회장
아주약품 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변호사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위원

장미회원 (년-개인)
김남윤
김종찬
김한경
심치선
안태영
이재숙
이은진
이태영
최승혜
한현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한일광고 사장
KPR&ASSOI.INC 대표
계원예고 교장
서울중앙병원 비뇨기과 교수
LPI 대표
태준제약 회장
IMC 대표
월간네이버 대표

진달래 회원
강경희
서경덕
신용균
안한상
양 인
우정희
이원영
장 명
전성자
전효택
한무영
한인권
홍석규

(주)삼진타워 사장
서울대 공대 교수
바시스 산업(주) 대표
명지대 교수
갤러리 인 대표
동서한방병원 부원장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나리빌딩 대표
성신여대 불문과 교수
서울대 공과대 교수
서울대 공과대 교수
삼성제일병원 기조실장
(주)보 광 사장

※ 이상의 후원회원 명단은 예술의전당 음악당 중앙 로비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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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관 / 입주업체 / 협찬사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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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

입주업체

서울예술단

한국아트체인

송기봉, 김인현, 최현규, 유재일, 이용상, 이용석,
류동신, 유정훈

한국영상자료원

예전레코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약국 / 편의점

천세기, 공준택, 길준웅, 박남석, 오승천, 이보만,
이태훈, 박천일

국립발레단

(주) 조뮤직센터

국립합창단

조문성 포토갤러리

국립오페라단

(주) 케이아트센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한음악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비반

예술의전당 임직원명단
사장

김순규
무대기계

감사

성수현

예술감독(공연)

윤호진

예술감독(음악)

김홍식

무대조명

무대음향
예술감독(미술)

유재길

예술감독(디자인)

안정언

기획운영국장

곽정석

공연사업국장

안호상

경영지원팀

전해웅(팀장), 최강수, 김영곤, 이원호, 황복희,
송종준, 박상현

총무팀

조내경(팀장), 김광수, 정재영, 안진모, 박치웅,
곽동희, 김혜수, 안희국, 권부윤, 김명옥, 박혜숙,
박정이, 한석훈, 임창홍, 김형목

시설관리팀
공연기획팀

무대기술팀

공연장운영팀

유남근(팀장), 김승배, 박상훈, 길세연, 손미정,
최진숙, 성은미, 양우제, 이현기

홍보마케팅팀

박민호(팀장), 윤동진, 김낙곤, 이준호, 김지영,
배민경

예향

전시사업팀

박성택(팀장), 문창국, 채홍기, 이동국, 감윤조,
김인서, 최종철, 조성문, 서민석, 이소연

(주)우리은행

교육사업팀

조석준(팀장), 배성기, 이재석, 이미숙, 정규승

검사역

신영균

노동조합

송인상(위원장), 이상미(사무국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이철순(사무국장), 김정우, 이단비, 이경진

예술의전당 후원회

손미경, 황현경

필사인

(주)호텔신라

협찬사

이용욱(팀장), 이환희, 이은관, 이재상, 염기섭, 조종구
고희경(팀장), 이철순, 윤미경, 태승진, 정동혁,
길찬균, 박민정, 최석중, 조현아, 김영랑

LG전자

한화

쌍용자동차

홍콩상하이은행

현대백화점

삼성전자

삼성화재

한국도요타자동차

외환카드

장재욱(팀장)

무대감독

윤기선, 김미희, 오충식, 유우식

무대진행

구본학, 윤대성, 이윤호, 권규완, 김상근, 이상은,
이상수

자원봉사단

김효균, 변영태, 서창석, 윤경석, 박재경, 임채흥

홍승아, 홍경자, 유윤화, 최종자, 장숙자, 정희선, 유문자, 최지안, 김정대

■ 기구표
사

장

예술감독(공연)
예술감독(음악)
예술감독(미술)

감 사

기획운영국

검사역

공연사업국

경영지원팀

공연기획팀

전시사업팀

총 무 팀

무대기술팀

교육사업팀

시설관리팀

공연장운영팀
홍보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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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예산집행실적

■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제16기 2002. 12. 31 기준

수 입

지 출

(단위 : 원)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실적

%

국고보조금

6,524,000

6,484,779

99.40

예술사업비

12,834,369

11,207,190

87.32

방송발전기금

3,204,722

3,062,535

95.56

공연행사비

7,336,477

7,005,864

95.49

예산

%

실적

자

보조사업일반회계

합 계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4,511,856,196

5,768,256,306

20,280,112,502

14,511,856,196

5,768,256,306

20,280,112,502

268,249,142,709

53,245,559

268,302,388,268

16,429,415

15,163,785

92.30

전시행사비

732,580

693,745

94.70

공연행사

7,159,030

6,310,790

88.15

강좌사업비

1,178,825

1,066,926

90.51

전시행사

413,400

270,134

65.34

부대사업비

2,722,387

1,706,867

62.70

(1) 투자자산

10,586,000

8,222,031,928

24,170,000

강좌사업

1,916,295

1,988,896

103.79

관리운영비

864,100

733,788

84.92

(2) 유형자산

268,237,460,709

39,661,559

268,277,122,268

부대사업

3,185,790

2,366,876

74.29

경상운영비

5,878,269

5,652,473

96.16

(3) 무형자산

1,096,000

0

1.096.000

대관수입

3,754,900

4,227,089

112.58

인건비

3,719,072

3,649,485

98.13

282,760,998,905

5,821,501,865

288,582,500,770

임대사업수입

1,302,000

1,459,340

112.08

경상사무비

2,159,197

2,002,988

92.77

공간임대수입

1,302,000

1,459,340

112.08

공간유지비

9,966,649

9,062,546

90.93

1,639,863

936,003

57.08

예비비

420,713

152,993

36.37

Ⅰ. 유동부채

3,214,773,058

3,675,164,441

6,889,937,499

29,100,000

27,106,442

93.15

지출계

29,100,000

26,075,203

89.61

Ⅱ. 고정부채

2,504,663,840

5,550,000

2,510,213,840

부채총계

5,719,436,898

3,680,714,441

9,400,151,339

273,330,076,905

1,000,000

273,331,076,905

0

119,459,884

119,459,884

(4,496,962,826)

10,228,775,468

5,731,812,642

자본총계

268,833,114,079

10,349,235,352

279,182,349,431

부채와 자본 총계

274,552,550,977

14,029,949,793

288,582,500,770

예술사업수입

Ⅱ. 고정자산

자산총계

기타수입

수입계

■ 공간유지비와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 수입 지출 구성비

■ 총수입 대 자체수입 비교

(단위 : %)

부

자

채

본

(단위 : 백만원)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결손금)

국고보조금

예술사업수입

예술사업비

자체수입액

공간유지비

공간임대수입 등

경상운영비

총수입액

공공지원금

공간유지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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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

제16기 2002. 12. 31 기준

(단위 : 원)

제16기(2002.1.1-2002.12.31)

제15기(2001.1.1-2001.12.31)

24,542,393,373

22,110,441,169

1. 공연행사수입

6,299,833,743

6,263,475,334

2. 전시행사수입

275,942,859

273,194,110

3. 부대사업수입

2,134,366,960

2,069,734,809

4. 강좌수입

1,925,506,970

1,561,386,762

5. 임대수입

1,539,539,960

1,430,847,240

6. 대관수입

4,381,148,869

3,601,932,328

7. 기타수입

7,986,054,012

6,909,870,586

26,131,374,289

23,082,616,229

1. 공연행사비

7,133,548,968

4,258,579,425

2. 전시행사비

687,308,423

573,749,044

3. 강좌사업비

1,066,353,494

921,414,792

4. 부대사업비

1,288,418,552

811,522,617

5. 관리운영비

737,315,985

710,193,047

6. 경상운영비

9,263,720,775

9,590,725,413

7. 시설유지관리비

5,750,455,162

5,866,569,643

8. 기타

102,993,410

84,408,780

9. 수입금마련지출

101,259,520

265,453,468

(1,588,980,916)

(972,175,060)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Ⅲ. 사업이익(손실)

발행처

예술의전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Ⅳ. 사업외이익

768,490,169

41,601,603

247,414,062

Ⅵ. 경상이익(손실)

(921,376,974)

(451,098,953)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921,376,974)

(451,098,953)

Ⅷ. 당기순이익(순손실)

(921,376,974)

(451,098,953)

Ⅴ. 사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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