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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Vision
A Mecca for the Arts and Nation’s Cultural Welfare
as Korea’s Most Representing Arts Complex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05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비전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예술센터로써 순수예술의 메카를 지향하며
국민 문화복지를 실현한다.

한국

활동 목표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예술센터로써 문화예술 부문을 선도한다.

대표

활동 영역

국내 순수예술의 진흥과 국제 문화예술 협력교류를 위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네트워크의 중심축 기능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한다.

복합예술센터

활동 형태

공연예술의 본산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전용 홀 음악당, 순수 미술관,
국내 유일의 서예박물관, 예술교육의 예술자료관 등 5 개 전용공간에서 연간 1,000여 건의
예술행사를 개최한다.

순수예술

활동 분야

오페라와 발레, 클래식, 연극과 무용, 미술, 서예, 디자인, 예술교육 등 국가의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메카

활동 대상

최고 수준의 예술활동과 관객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한다.

문화복지

지향점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공연장, 전시장, 예술교육관의
예술행사를 통해 국민의 윤택한 삶을 실현하여 문화복지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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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예술의 메카 예술의전당

우리 사회가 바라는 예술의전당이 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Seoul Arts Center
a Mecca for the Arts

2005년 예술의전당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 개관되어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청중들의 사랑터로

2005 has seen some major changes taking place at Seoul Arts Center. Music Hall was renovated last year, since its

자리잡았던 음악당을 리노베이션하였습니다.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쾌적함과 세련된 분위기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릇으로 탈바꿈하였

opening in 1988 as a much loved space by audiences, along wi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music

습니다. 한편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내디뎠습니다.

maestros. Complete renovation raised SAC to a new level, showing its prominence as an international arts complex with

문화예술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술의전당은
본래의 사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순수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실천과 전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자금 지원의 감소와 더불어 상업성
위주의 문화예술시장 속에서 예술의전당은 순수예술의 메카로써 그 사회적 소명과 기능을 더욱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the surroundings that are comfortable and highly refined.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has improved immensely by
professional staff members with well polished administrative abilities with the better services.

우리는 문화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술의전당은 본래의 사명을

Despite many practical changes and improvement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peration of SAC was not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순수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예술의전당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always bright. Financial funding was reduced, more focus was put on commercial initiatives within the culture and arts

하였습니다.

market. Regarded realistically as the mecca of non-commercial arts, it is necessary for SAC to set the social direction and

어떤 문화가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경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입장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function. Therefore the time has come to think again about the meaning of culture. Culture and arts is the area that we

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이 정성들여 만든‘경영성과 보고서’의 목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들어서 널리 알리

need to cultivate. Last year we maintained and developed our existing missions simultaneously as applying efforts to

고 또 그것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잘못이 있어 그것을 찾아내고 고쳐갈 수 있는 것도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록이 있어야

vitalize non-commercial arts, standing as an arts complex favored by our society.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Documenting and recording the past is important not just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e, but also for creating new

합니다. 이 기록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ones. SAC’s annual report serves the same purpose as a major infrastructure of Korea’s culture and arts. We hope that in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future these records will aid us to improve and develop.

오늘의 예술의전당이 있기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의에도 감사드립니다.

The annual report shows the hard work of everyone who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SAC. I would like to salute

우리 사회 각 계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이 베풀어주신 성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성적인 후원회 및 지역사회를

to the effort and the support of all those who helped maintain another successful year.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비롯한 주위로부터의 성원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deepest appreciations to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Patrons of Seoul Arts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품위있는 예술의 공공성 유지와 훌륭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여, 새로운 차원의 예술의전당으로 거듭나기

Center. Also to President Young Bae Kim and staff members who successfully attained both in maintaining art for the

에 성공한 김용배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과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general public and great management result at the same time. Last but not the least, the interest and affection for

예술의전당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ulture and arts shown by the public encouraged us to be what we are today. Your continual support and interest is
much appreciated. Thank you.

Sey-Ung Lee

예술의전당 이사장
Chairman,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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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of Advancement to become
the World's Best Arts Complex
2005 has been an eventful year for Seoul Arts Center. In a time of culture, we have leaped into our second stage of

최고의 아트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의 한 해

advancement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I would like to begin by showing my deepest appreciations to everyone
who enjoyed and visited SAC throughout the entire year.
In the first place, I would like to mention our management initiative directing the 5-month renovation of Music Hall.

단일 복합예술센터로써 많은 이용자 규모에 자만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만족할 수 있는

Originally, it opened in 1988 as Korea’s first music hall designed specifically for classical music. The renovation project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의전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순수예술의 메카로써

of 11 billion Korean Won, improved Music Hall’s facilities to a higher standard, satisfying both visitors and musicians, to

내실있는 운영과 비전 실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become the world’s best arts complex. A commemorative festival was organized in celebration of Music Hall’s reopening. It received countless compliments and praises for improved sound system, comfort of facilities and the
aesthetics of its interior. The second is a reorganization in the workforce, followed thirdly by the adoption of weekly 5day work system. The fourth is the introduction of art related commercial projects combined with exhibitions. These are

2005년은 예술의전당에 있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한 해였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다시 한 번 도약의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예술의전당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조언 속에서 무사히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nly a few of our major achievements.
Music Hall re-opened on May 31 with a festival. New trends in music were set with the narrative “Thursday’s Brunch
Concert”, the year’s complete sell out program. There were performances by some of the world’s great musicians such

우선 경영 부문에서는 음악당 리노베이션 공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은 1988년 국내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로

as Yuri Bashmet and Gidon Kremer. A whole selection of legitimate operas began with “Un Ballo in Maschera”, “La

개관되어 그 동안 세계적인 거장들의 찬사와 관객들의 호응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예술가와 관객의 눈높이도 개관 당시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

Bohéme” highlighted by a rare showing of “Andrea Chénier”. The original cast for “The Phantom of the Opera” was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한발 앞서서 세계 최고의 연주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개월간 전면적인

exceptional praised by musical lovers. In theater, an original production was presented in collaboration with a Greek

리노베이션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개최한 재개관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음향과 편의성, 인테리어의 미적수준이

Director for “Agamemnon”,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a young talent, “The Disappearance of the Crown Prince”.

높아졌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한편으로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This year we attained huge success in art with “Millet, Corot and Pleiades of Barbizon School”. “400 Year of Western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도 가까운 미래를 슬기롭게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Art” and “Art & Playing-Funsters” already in its third showing. In calligraphy, “Hanulcheon Taji” exhibition was

공연사업 부문에서는 <음악당 재개관 페스티벌>과 함께 해설음악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11시 콘서트>가 전회 매진의 기록을

organized in addition to many others.

이어갔으며 유리 바쉬메트와 기돈 크레머 연주 등 거장들의 초청공연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완성도 높은 정통오페라 <가면무도회>, <라보

I would like to show my deepest appreciations to you, the public, for visiting Seoul Arts Center. We also provided

엠>, <안드레아 셰니에>를 오페라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었고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outdoor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e actual number of visitors in 2005 was approximately 2,200,000, including

<아가멤논>과 <왕세자 실종사건> 등 참신한 실험연극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전시사업 부문에서도 <미술과 놀이>, <밀레와 바르비종파>,

everyone who simply strolled our site. It is our duty to discover new talents in all genres of art. We would also like to

<서양미술 400년>, <하늘천 따지전> 등이 다양한 관객층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expand our horizons in ‘sharing culture’ with small and large communities in our society. The program of ‘Sharing

신인발굴의 등용문이 된 공개오디션 제도는 오페라 외에도 음악과 연극 부문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선발 방식과 인재발굴의 놀라운 성과를

Culture’ with those culturally deprived was initiated in 2005.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에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배려 역시 예술의전당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05년에도 문화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ul thanks to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for their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문화나누기’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탄광촌 어린이들과

generous support and help. Finally, I would to mention that it is the public who built the success of SAC. Without your

청소년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어머님들, 국군장병과 소외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문화를 나누는 작은 감동도 함께 체험하

visits and interests, we would not have achieved what we have today. I hope to develop and improve our arts complex

였습니다.

furthe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culture and arts center. Thank you.

2005년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을 찾은 분들이 2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공연과 전시, 교육 등에 참여한 예술가들과 문화광장,
음악분수의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포함한다면 이용객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단일 복합예술센터로써 유례없는 이용자 규모입니다만
저희는 그 숫자에 자만하지 않고 예술의전당을 이용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이사장 이하 예술의전당 이사진과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와 후원기업들의 지원에도

Young-Bae Kim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신 후의와 지원이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임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의전당 사장

예술의전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순수예술의 메카로써 내실있는 운영과 비전 실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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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공연 계의 선도자로 그 위상을 공고히

관객과 공연예술 계 그리고 세계로 열린 한 해

Consolidating the Music Hall’s Status
as the Leader of Korea’s Music Scene

An Opening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erforming Arts World and the Audience

2 0 0 5

최 준 호 _ 공연예술감독
Jun-Ho Choe _ Artistic Director for Performing Arts

2005 began with the award winning theatrical production of
“Galmaegi (the Seagull)” in January. The year has been most
memorable as it provided the chance for Seoul Arts Center to

이 택 주 _ 음악예술감독
Taek-Ju Lee _ Artistic Director for Music

2005 has been a most meaningful year for Music Hall. The

2004년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 연극 <갈매기>의 공연(1월, 문예회관)

raise its status as a theater producer both nationally and

으로 시작한 2005년은 예술의전당이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한 해로

internationally. In April, there was a competition for

특기할 만했습니다. 4월에는 처음으로 전국에 공모하여 1차에 선정된

theatrical pieces under the category of ‘Young Liberal

‘자유젊은연극’5편의 무대실연 심사가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작

Theatrical Plays’. As the finalist, “The Disappearance of the

<왕세자실종사건>(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은 12월에 제작되어 관객,

Crown Prince” was performed in December, receiving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향후 외부에서 지속적인 재공연이

outstanding reviews and acclaim from the public. The same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여 이 작품은‘2006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play has been selected for the ‘2006 Seoul International

공식 초청되게 되었습니다.

Performing Arts Festival’.

complete renovation plan for 5 months, reduced the number

국제 공연 계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그리스의 연

Over the recent years, Seoul Arts Center corresponded

2005년은 예술의전당 음악당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of overall concerts but it allowed the audience to enjoy a

출가 미하엘 마르마리노스와 음악감독을 초청하여 <아가멤논>을 상반

actively with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5개월 간의 전면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연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지

much elevated sound quality with the improvements

기 토월정통연극시리즈 작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initiating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The Greek Director

만 확연히 달라진 공연장과 편의시설로 관객들과 연주자들에게 최적의

adjusted to the renewed Music Hall. In addition to this, the

전혀 새로운 형식과 <아가멤논>의 새로운 해석으로, 코러스가 중심에

Mikhail Marmarinos was invited to produce “Agamemnon”

공연과 감상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층 더 선명해지

seating and other aspects of Music Hall incorporates

있되 음악성과 시각성을 극대화한 공연으로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with Korean actors and actresses. The music was also

면서도 풍부해진 음향으로 국내 최고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자신 있게

advanced and improved facilities.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directed by a Greek person. A chorus was introduced as the

To commemorate the re-opening of Music Hall, the first

7월 프랑스 아비뇽축제의 개막일에는 교황청 중정에서 열린 <눈물의

재개관 기념공연의 일환으로 개최된 <2005 교향악축제>에서는 축제

stage was led by “2005 Symphony Festival”. The event was

역사>(얀 파브르 작, 연출)의 공동제작자로 세계 공연예술 계에 Seoul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연주자들의

more memorable as young musicians were auditioned to

Arts Center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에 세계

In July, Seoul Arts Center was introduced at the Avignon

호연이 인상 깊었고, 식을 줄 모르는 <11시 콘서트>의 열기는 5개월의

take part in the festival as soloists. “Thursday’s Brunch

일류의 극장들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일에 예술의전당이

Festival as the co-producer for “History of Tears”. The

공사기간 동안에도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사가 끝난 6월부터는 다시

Concert”, organized for 5 months, overwhelmed audiences

합류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6개국 공연에서도 우리의

production was presented in 6 different countries.

콘서트홀로 돌아와 전석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받

with every performance sold out completely.

국제적 역할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re of the performance to harmonize visuality with music.
The attempt was progressive and new.

For the first time in Korea, “Cyrano de Bergerac” was

고 있는 오페라 <라보엠>과 여름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그리고 자체

Popular operas such as “La Bohéme”, summertime family

하반기 토월정통연극시리즈는 국내 예술가들에게 열어둔 창작의 계

produced at Towol Traditional Theater, end of last year. It

제작으로 매우 도전적인 작품인 <안드레아 셰니에>가 성공적으로 무대

favorites like “The Magic Flute” and the more challenging

기였습니다. 국내에서 온전히 제작된 바가 없었던 대작 <시라노 드 베르

was the first experience in producing a foreign comedy and it

에 올려졌습니다.

house production “Andrea Chénier” were a huge success.

쥬락>(로스탕 작, 김철리 연출)을 공연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코미디를

proved to be both challenging and refreshing.

예술의전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음악공연 계의 선도자로서 그

The Seoul Arts Center hopes to maintain its status as

제작한 의미와 일반 관객의 호응은 있었지만, 공연 시기의 문제나

In 2005 SAC took a new step in theater production

위상을 공고히 하며 또한 한국음악 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연주자들

Korea’s leader in the music scene. We hope to provide more

국내예술가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야 하는 점 등 배움의 계기가 되

accommodating initiatives into the international scene. A

과 단체들에게 폭넓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공연 계에

opportunities for young and promising musicians to show

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객과 예술가들에게 한 층 더 다가설 수 있는

new direction and founda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2005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their talents to develop into future music maestros.

새로운 연극, 무용의 기획·제작 방향의 초석을 다진 2005년으로 생각

to narrow the gap between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됩니다.

and audienc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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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R E C T O R ’ S

M E S S A G E

상호소통시대, 시각문화의 다양한 변주
Diverse Variations in Visual Culture in a
Time of Reciprocal Communicatio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서울서예박물관은 명실 공히 세계문화와
김 영 순 _ 전시예술감독

고유문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한국 미술 계에 새로운 전시지표를

Young-Soon Kim _ Artistic Director for Exhibition

제시하고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감상과 교육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2005년의 괄목할 만한 전시성과는 국내의 단일 전시로는

Hangaram Art Museum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유례없이 30만 관객이 관람한 <서양미술 400년전>과 <밀레와 바르비종

namely directs new exhibitions and sets exhibition standards

파 거장전>이 각기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양미술사의 흐름과

by combining world’s culture with Korean ones. In doing so

19세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기에 형성된 개성적인 전원풍경의 명화로

SAC harmonizes tradition with contemporary tendencies,

시민들의 안목과 교양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opening emotional senses and fulfilling educational needs of

국내작가 23인이 초대된 <2005 미술과 놀이-펀스터즈>전은 미디어

the public.

시대의 예술과 놀이문화를 접합해 인터렉티브미디어와 역동적 심리게임,

“400 Years of Western Art” and “Millet, Corot and Pleiades of

다양한 시·지각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예술의 원초적 유희

Barbizon School” were 2005’s most popular exhibitions. An

성과 감성중시의 문화사조를 아우르는 데 성공하여, 지방문화회관에서

invitational exhibition of 23 Korean artists, “2005 Art &

초대전을 개최했고 타 미술관들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Playing-Funsters”, was once again successful as an interactive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과 민화의 민의성에 착안한 <세화견문록전>은

and dynamic psychological game. The success of this

다양한 다른 장르의 국내 현대미술가 16인 개성이 돋보이는 전통의

exhibition has been a source of benchmarking by other

재해석과 과감한 전시공법을 제시하여 미술 계의 주목을 받았고,

contemporary museums. The exhibition was invited to show in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을 초대한 <2005 해외청년작가-

galleries and art museums located in other regions of Korea.

양식의 수수께끼전>은 해외 미술 계의 신사조와 신예작가 발굴의 장이
되었습니다.

There was also the “Saehwakiyeonmunrok Exhibition”,
inviting 16 leading contemporary artists to re-interpret

한편 서울서예박물관은 한국서예사의 정립과 전통문화의 가치 제고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customs and folk art. The

에 진력해 온 성과로 지난해 월간미술 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스물

exhibition “2005 International Young Artists-A Puzzle in the

네 번째 <한국서예사특별전>으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고승

Mode”, promoted new and young talents working

대덕 120여 명의 유묵(遺墨)을 통해 선(禪)사상과 서예의 변천을 총정리

internationally. It has developed into a program for

한 <고승유묵-경계를 넘는 바람>전을 학술심포지엄과 함께 개최하였

discovering new young talents and for setting a new trend in

고, 석봉 한호 타계 400주년을 기념한 <하늘 천 따지-천자문과 조선인

the international market.

의 생각·공부·글씨>전시는 중국천자문의 전래에서부터 우리의 다양

In 2005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received the Monthly

한 서체와 도상들을 전시하고 그 내용과 판본,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Art Magazine’s Award for its attempts to preserve traditional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탁본하기’,‘수묵애니메이션’,‘게임’,

culture. “The Autographs of Masters-Wind Overstepping

‘몸으로 표현하는 천자문의 현대무용’까지 영상문화 시대에 걸맞는

Boundaries”, was organized as the 24th Special Exhibition on

과감한 기획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

Korean Calligraphy. The 4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해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Sukbong Hanho was also commemorated with an exhibition

이상의 전시 성과는, 미술 계의 이슈와 관객의 수요를 동시에 간파해
온 전시팀의 전문성과 20년 가까이 경영노하우를 축적해온 예술의전당
조직의 지원과 견인의 조화에서 얻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of “Hanulcheon Taji-Character Text & Ideas·Studies·Arts of
Chosun Dynasty”.
Many of the issues in art have been presented in our

새해에는 실험정신과 대중과의 소통의 접점을 보다 첨예하게 압축한

exhibition planning. These have been organized with effective

국제전과 숙원사업인 서울서예박물관의 개보수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

economical planning. Through our exhibitions, Seoul Arts

리해 우리 미술문화의 새로운 지표로 거듭날 것을 기원합니다.

Center will continue to stand as the leader of ar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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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Performing & Visual Arts
예술사업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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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드라마틱한 품격, 오페라 발레
2005년 시즌 예술의전당 오페라는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로

가족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연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는 2001

Magnificent Stages with Dramatic Dignity,
Opera and Ballet

시작했다. 이미 예술의전당이 제작하는 오페라는 그 완성도와 품격에서

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어려운 오페라를

Seoul Arts Center began its 2005 with Verdi’s “Un Ballo in

produce “Agamemnon”. The play moved

평자들과 관객들에게 보증수표로 자리잡았는데, 이 공연 역시 세밀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되 품격은 잃지 않는 이 프로젝트는 실력있는

Maschera” directed by today’s most acclaimed director, So-

away from existing styles in theater with

표현력과 독특한 해석으로 국내 최고의 여성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는

신인급 성악가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는 무대로 자리잡았다.

Young Lee. Success is guaranteed with this much loved

the incorporation of a chorus directed also

performance each time it is presented. This year it received

by a Greek music director. There were

이소영이 새로운 디자인의 무대미학을 선보여 그 기대를 채워주었다.

Greek Director Mikhail Marmarinos to

3월에는 세계적인 프리마 돈나 홍혜경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라보엠>

정통과 실험정신의 공존, 연극 뮤지컬

outstanding praise for intricate expressions, a unique

some innovative directions where time

이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존 코플리 프

예술의전당이 정통연극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토월정

interpretation and a new style in theater set design. On

seemed to move from one space to

로덕션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공연은 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연출

통연극시리즈는 그 동안 <보이체크>를 시작으로 <갈매기>, <꼽추, 리

March, world-famous soprano, Hei-Kyung Hong, John

another, capturing the attention of the

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2005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2005년

차드 3세> 등 굵직한 고전극을 선보이며 국내 연극 계에 적지않은 반향

Copley’s production of “La Bohéme” gained artistic triumph

audience with a refreshing impact making it an enjoyable

예술의전당 오페라 시즌은 국내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지오르다노

을 불러 일으켜왔다. 국내 배우들과 외국 스태프와의 국제협력 제작을

and critical acclaim alike, its realistic directing and opera

experience. In July, the acclaimed production of “Across on

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베리스모 오페

통해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연극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

starts enchanting audience. The opera, “Andrea Chénier”, by

the Other Side of the River”, collaborative work between

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작품으로 오페라 관객들은 다양한 오페라의

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2005년에는 그리스 연출가와 음악가

Giordano showing the Verismo opera style had left the

Japan’s New National Theater, Tokyo and Seoul Arts Center

세계를 맛볼 수 있었다.

를 초청하여 국내배우들과 함께 그리스 연극 <아가멤논>을 제작하였다.

audiences with strong impressions before its curtain falls.

was presented again at Towol Theater. Although the showing

작년에 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로 막을 올린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이 공연은 일상적인 형식에서 탈피하여 시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In comparison with 2004, the year has been exciting with

연말 가족프로그램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러시아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관극 체험을 선사하였다. 한편

many different performances. “The Nutcracker” was

발레 계의 살아있는 신화라 할 수 있는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내한하여

으로 예술의전당과 일본의 신국립극장이 2002년에 공동제작하여 잔잔

produced at the end of the year, by the great Russian artistic

For the Young Liberal Theater Series, 2005 was a year in

안무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 것도 관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고자

한 화제를 모았던 연극 <강건너 저편에>가 2005 한일 문화교류의 해

director in Ballet, Yuri Grigarovich. The audience’s high

search of new developments. Competitions were established

하는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념으로 7월 토월극장에서 재공연되었다. 합작공연으로는 드물게 뛰어

expectation was satisfied by this particular performance. “The

to discover new directors and theatrical productions. From it

난 예술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으로 짧은 공연횟수가 아쉬울 만큼 애호가

Magic Flute” has been coined to the Korean people as family

the play “The Disappearance of the Crown Prince” produced

들의 호평을 받았다.

opera, capturing the attention of the younger audience.

by Arum Han and directed by Jae-Hyoung Seo, was selected.

2005년에는 자유젊은연극시리즈가 발전적인 모색을 시도한 해였다.

Seoul Arts Center hopes to continue its initiative to show

It received promising review from specialists.

공모를 통해 연출가와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높은 경쟁률을

more innovative and progressive opera and ballet

The most impressive musical production of 2005 was the

뚫고 최종 선정된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의 <왕세자 실종사건>은

productions.

performance given by the original cast of “The Phantom of

참신한 실험정신과 극형식으로 평단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was short, it was a successful collaborative teamwork, well
received by the audience.

the Opera”. 2005 summertime was greatly enjoyed by the

내렸다. 2005년 국내 뮤지컬 계의 화두는 단연 오리지널 투어팀의 내한

Progression with Tradition in Theater and Musical

Korean audience with the highest quality of worldly

공연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 <오페라의 유령>이었다. 이번 공연은

Since 2003, Seoul Arts Center operates the project-series of

renowned musical cast, no longer remaining as a phantom in

투어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실력을 보여줘, 더 이상의 팬텀은 없다는

plays at Towol Traditional Theater-to revitalize traditional

their imagination.

평가를 받았고 국내 관객들은 행복한 여름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plays and to enhance plays within the country to be on a
higher plane. In 2005, Seoul Arts Center collaborated with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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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 Recitals

감동의 하모니, 콘서트

Divine Harmony, the Music Hall

2005년은 예술의전당 음악당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개관

무대를 가졌고, 끊임없는 음악적 탐구로 고전과 현대 레퍼토리를 넘나들

The rebirth of Music Hall in 2005 will be remembered as a

a permanent member of Seoul Arts Center, planned to

이후 최대 규모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객석과 로비,

며 애호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기돈 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new start for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performances.

participate largely in most of the programs together with the

백스테이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음악당이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

세번째 내한공연이 2회 개최되어, 특유의 영감 넘치고 재기 발랄한 무대

Since its first opening, Music Hall was completely renovated.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 The program was focused

다. 재개관을 축하하는 페스티벌이 5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성대하게

로 음악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For 5 whole months the seats, lobby, back stage and other

on Bruckner and Bartók. The Bruckner season opened first in

펼쳐졌으며 국내외 아티스트와 연주단체, 청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악가의 인생과 이야기가 진솔하게 곁들어지는 <이야기

facilities were re-installed. On May 31, Music Hall re-opened

2005 by the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 The program

재개관의 첫 무대는 <2005 교향악축제>가 장식했는데 오디션으로

콘서트시리즈> 제3탄으로 소프라노 박미혜 편이 리사이틀홀에서 개최

successfully and for one month, an extensive commemorative

was a success well received by the audience.

선발된 실력 있는 젊은 신인 연주자와 연륜 있는 중견 음악가들이 하모

되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제야음악회>가 음악당의 대미를

festival was organized. Music Hall was once again, welcomed

The world’s greatest violinist, Yuri Bashmet gave an encore

니를 이룬 무대가 펼쳐졌다. 2004년 시행된 첫 공개 협연자 오디션을

장식하였다.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ists, orchestras and audience.

performance since his first one in 2003. Gidon Kremer held

통해 선발된 피아니스트 손은정 등 신인 아티스트들이 클래식 연주 계

음악당의 인기 프로그램인 청소년 음악회 <김대진의 음악교실>과 성

“The 2005 Symphony Festival” was the first performance

his third performance with the attempt to combine classical

의 새로운 스타로 발돋움했다. 또한 세계 피아노 계의 석학 <레온 플라

인들을 대상으로 한 알기 쉬운 해설과 공연 시간대 파괴로, 국내 클래식

to be given with the re-opening of Music Hall. For this,

and contemporary music performed together with Kremerata

이셔 피아노 독주회>와 핀란드 <쿠모 페스티벌>의 실내악 연주회, 거장

음악 계에 새로운 공연문화를 창조한 <11시 콘서트>는 계속해서 관객

auditions were held to select new talents to harmonize with

Baltica.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세계적인

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음악당의 한 해를 이끌어주었다.

established musicians. Since 2004, new talents were

As the third series, for “SAC Story Concert”, soprano Mi-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모데른>의 첫 서울공연이 재개관 페스티벌

searched to perform with symphony orchestras. Young

Hae Park held a delightful performance in Recital Hall. Along

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talents such as pianist Eun-Jeong Son, was recognized as a

with this, there was also “The White Christmas” and “New

여름 시즌에는 <팝스 콘서트>가 더운 여름 밤에 즐거운 무대를 선사

promising musician from the audition. The festival was

Year’s Eve Concerts”.

하였으며, 여름실내악 공연이 200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콘

brilliantly celebrated by inviting worldly acclaimed musicians

“Dae-Jin Kim’s Music Class” for the younger generation of

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of the highest caliber, the distinguished scholar and pianist

music lovers and the “Thursday’s Brunch Concert” for adults

가을 겨울 시즌인 2005-2006 시즌은 올해 역시 예술의전당 심포닉

Leon Fleisher, Kuhmo Festival Chamber Orchestra, Christoff

gained overwhelming response from the audience. Those

시리즈의 무대로 시작되었다. 이번 시즌부터는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

Eschenbach and the Philadelphia Orchestra in Seoul, the

two stand as Music Hall’s most popular programs.

트라로서 이미 기획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코리안심포

Ensemble Moderne’s first performance.

니오케스트라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하여 브루크너와

“The Pops Concert” added enjoyment to summer nights

바르토크 두 작곡가를 각각 선보이는 포맷으로 진행되어 2005년에는

and the summer chamber orchestra was reborn at Concert

부천필의 브루크너 무대가 먼저 개최되어 교향악 팬들의 큰 호응을 얻

Hall three years after its performance in 2002.

었다. 또한 가을 시즌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비올리스트 <유리 바

The Autumn-Winter Season of 2005 and 2006 began with

쉬메트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가 2003년 공연의 호평에 이어 앙코르

performances by Seoul Arts Center’s Symphonic Series.
For this particular season, the Korean Symphony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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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Museums
Exhibition and Art Projects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순수미술을 통하여 관람객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데 주안점을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실험성을 공유하는 생동감 넘치는 전시

Many of our projects concentrate on enriching the every day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크게 보아

로 첫 발을 내디뎠다.

life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fine art. For this, we focus

A special exhibition featured the works of “Laszlo Maholy-

on two main subjects: contemporary art and the introduction

Nagy”. Once again, the design museum organized lectures

of world’s masterpieces.

and increased its data on artists for academic purposes. It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세계명작의 국내 소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외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시로 마련된 <모호이 너지의 새로
운 시각>전은 강연과 함께 다양한 작품 및 귀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

young designers, to experiment with interesting ideas.

우선 제3회째를 맞은 <미술과 놀이-펀스터즈>은 여전히 대중들의 높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디자인전시 총람>, <디자인미술

SAC has for years presented the Exhibition “Art & Playing-

은 참여를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미술에 있어서 유희성이라는 다소 전

관 5주년 기념집>을 펴내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연구에 기반

Funsters”. In its third showing, it proved once again to be a

Design Exhibitions” and “Design Museum’s 5th Anniversary

문적인 영역을 쉽고도 편안하게 연출해 냄으로써 현대미술의 새로운 전

을 둔 전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huge success. “The Young Overseas Artists Exhibition” and

Catalogue”.

published the “Comprehensive Documentation of International

“SAC Young Artist Exhibition” promotes young artistic

시영역을 열었다. <해외청년작가전>과 <SAC 젊은작가전>은 국내외
우리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두 전시 모두 젊은 작

서울서예박물관

가들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미술관 고유의 뜻을 펼쳐보인 사례이다. 참여

한국서예사특별전 24번째인 <고승유묵(高僧遺墨)-경계를 넘는 바람>은

Hangaram Art Museum focuses to introduce some of the

“The Autographs of Masters-Wind Overstepping Boundaries”,

작가 역시 강한 의욕으로 미술관의 기획 의도에 걸맞는 작품으로 보답

예술의전당, 국립청주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세 개의 기관이 공동

world’s masterpieces. In 2005, the exhibition “Millet, Corot

the 24th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Calligraphy, was

함으로써 전시의 의미를 더하였다.

으로 기획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각 박물관에서 개최된 순회전

and Pleiades of Barbizon School”, was organized under the

organized by three different groups, Seoul Arts Center,

다른 하나는 국내 미술인들의 교양과 교육적 의도를 위하여 마련한

이다.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1,500여 년의 한국서예사에서 고승대덕(高

museum’s series of the World’s Masterpieces. Visitors

National Cheongju Museum and Tongdo-Sa Sungbo Museum.

사업이 바로 세계명작전시리즈이다. <밀레와 바르비종파전>은 명실 공

僧大德)의 정신세계가 함축된 선필(禪筆)이 지니는 위치를 재평가하였고

gained insight and knowledge on the period and landscape.

The exhibition traveled nationally between 2004 and 2005.

히 세계 최고의 거장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밀레와

나아가 선(禪)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여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코로 등 바르비종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들이 보여준 서민의 삶과

얻었다.

목가적인 풍경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아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talents. This event is also encouraged each year.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Hanulcheon Taji-Character Text & Ideas·Studies·Arts of

Hangaram Design Museum

Chosun Dynasty”, commemorated the 400th Anniversary of

<하늘천 따지-천자문과 조선인의 생각·공부·글씨>는 석봉 한호 작

Hangaram Design Museum celebrates its 6th anniversary.

the Death of Sukbong Hanho The different basic characters

고 40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었으며, 전시된 조선 500년과 개화기·일

2005 has been more active than other years showing

used during different periods were displayed. In addition to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시대에 만들어진 100여 종의 서로 다른 천자문은 학습교재 뿐만 아니

versatility in exhibitions. This year, space was divided for the

this, the characters were re-interpreted in the contemporary

올해로 개관 6년째를 맞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은 기획전시 4회, 상설전

라 우리나라 글씨 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Design Cube Exhibition. In total there were 4 feature

style to create ink animations, games, tablets and creative

시 7회를 운영하면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차별화된 전시공간 디

현대적 감각으로 천자문을 재해석해 보는 다양한 시도들로 수묵애니메

exhibitions and 7 permanent ones.

dance. The exhibition was organized together with the

자인 큐브전시를 마련하여 참신한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를 마음껏 펼쳐

이션, 창작무용, 한자게임, 탁본하기 등으로 아이들에게 전시장을 능동

“Daily Design 2-The Show Room”, second in its series,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적인 체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크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전시는

selected the chair form for several designers to produce

<생활디자인2-더 쇼룸>전은 디자이너들로부터 얻어진 생활 속‘명

고양문화재단과 공동 주최로 고양어울림미술관에서 순회전으로 개최되

innovative chair designs.

작’의 결과물들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특별한 공간을 보여주었다. 도시

어 다시 한 번 천자문의 열기를 느끼게 하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 유물

“Universal Design 2-Urban Design Suited for Human

환경과 디자인시리즈 다섯번째로 마련된 <유니버설디자인2-인간을 위

특별전>은 예술의전당과 강진군청이 공동 기획하여 다산유물전시관에

Beings”, fifth in the series for Urban Environment and

한 도시디자인>전은 도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유니버설디자인적 요소

서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학문적 업적에 가려졌던 정약용의 인간적

Design, studied universal design fit for human beings.

들을 조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우수디자인 사례를 통해 인간중

면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작품들이 새로 발굴되어 학계와 관람객들이 큰

심적인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다. 대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Goyang Culture Foundation.
“The Ancient Relics of Dasan Yak-Yong Cheong” exhibition,
organized by Seoul Arts Center and Gangjin District Office,
depicted the humane qualities of Dasan.

In 2005 the Seoul Design Festival changed its title to
“Design Made”. It encouraged new progressive creativity of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올해부터 <디자인메이드>전으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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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cademy
순수예술 교육센터, 예술아카데미
Fine Art Academy

예술의전당의 개관과 그 역사를 함께 해 온 순수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2005년 한 해 음악영재아카데미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90여 명의

예술아카데미는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미술관, 음악당 등 각 전시장과

학생들을 2학기에 걸쳐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작곡

Established on September 1991, the Art Academy is opened for

Young-Chang Cho, Young-Wook Kim, Hae-Sun Paek, Kyoung-

콘서트홀과 더불어 곳곳에서 펼쳐져 온 순수예술 교육센터이다. 매년 3

등 전공과목과 시창청음 수업, 연주 수업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all art-lovers. The curriculum considered by many well-balanced

Sun Lee, Kyoung-Soon Lee, Dae-Jin Kim, Chung-Mo Kang and

천여 명 이상의 순수예술 애호가를 배출하며 진·선·미를 실현하는

2학기에 걸쳐 총 38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전공과목의 경우

and designed to provide in-depth initiation to art. Seoul Arts

Ju-Yeong Baek.

순수예술센터로 일반인과 예술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다.

젊고 실력 있는 전문 강사진과의 일대일 수업을 통해 그 탁월한 성과를

Center launched 24 programs for children and 44 programs for

Music Appreciation class usually presents concerts of the

증명해주고 있으며, 강동석, 조영창, 김영욱, 백혜선, 이경선, 이경숙,

adult in 2005, attended by more than 1,000 children and adults.

highest standards. The course includes studies in 6 different

미술아카데미

강충모, 김대진, 백주영 등 국내 정상의 연주자가 함께 한 마스터 클래스

Besides the main programs, there are seasonal courses for

subjects-music compositions, music from the world’s

1991년 9월 개설된 미술아카데미는 순수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에

도 큰 사랑을 받아왔다. 상반기와 하반기 말 각각 <아카데미 콘서트>를

winter and summer holidays. Anyone from 28 months to

different cultures, understanding opera, classical

게나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미술아카데미는 유화, 수묵화, 수채화,

펼쳐 이들의 향상된 연주 실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음악감상 강좌는

elementary school can enroll to the art programs-Art and

promenades and others. The programs operate for 30 weeks

크로키,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실기과정과 미술사, 미술감상 등 이론과정

예술의전당만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들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Playing, watercolor painting classes, etc..

and there were more than 300 students.

도 함께 운영하며 순수미술과 일반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해왔

체험교육의 장으로, 요일별로 과목을 달리하여 진행되는데 해당 분야를

“The Art Academy Graduation Show” displaying works by

In 2005 many new programs were introduced within the

으며, 미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미술을 체험하고 느낄 수

대표하는 저명한 강사진이 진행하고 있다. 종합 음악교육의 모토로

graduating atelier students, was also hosted in 2005.

Music Academy. These include the Saturday “Story Concert”,

있는 국내 최고의 미술아카데미로 인정받고 있다.

2005년 한 해 작곡가 순례, 세계문화와 음악, 오페라 여행, 클래식 산책

Approximately 400 works were displayed in Hangaram Art

“Training as Culture and Arts Teacher” a program integrating

2005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해 성인 44개 강좌, 어린이 24개 강좌

등 6개 강좌가 30주 동안 진행되었고 총 300명이 수강하였다. 2005년

Museum.

art and music, “Introductory on Music for Children” and

등 총 68개반 1,000여 명이 수강하였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 겨울특강,

에는 토요 휴무일에 열리는 <이야기 콘서트>, 미술과 음악을 종합한

The Art Academy for Gifted Children began on 1999 and is

여름미술학교 등 계절학교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여, 생후 28개월 유

<문화예술교사연수>, 어린이를 위힌 클래식입문, 오페라 강의로 진행된

well-known as ‘The Program Preparing Korean Art of Future’.

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장르의 다양한 미술놀이 프로그램

<여름음악학교> 등이 음악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시도되었다.

And the program is taught by artist Hong-Su Kim, and now, by

Calligraphy Academy

Doo-Sik Lee. The exhibition for this was shown in the Hangaram

Followed by the opening of the Seoul Calligraphy Art

Art Museum in January. There were about 250 pieces of work.

Museum on 1988, the Calligraphy Academy is the strong

과 데생, 수채화 프로그램들이 어울려 방학시즌에 어린이들의 미술에 대

lectures on opera “Summer Music School”.

한 수강열기가 뜨거웠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실기과정의 성인

서예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모여 준비하는 <미술아카데미 회원전>은 1년 교육의 결실

1988년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첫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예아카데

을 확인하는 기회였는데,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어 400여 작품들을

미는 서예인구 저변확대뿐 아니라 전문 서예가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Music Academy

over 800 graduates, in its 17th Session. Instruction in 48

선보였다. 1999년에 시작하여 8년 차의 연륜을 더하고 있는 미술영재

찬사를 받으며 한국 서예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7기 총 800명을

The Music Academy is composed of the Academy of Gifted

subjects including Hangeul(Korean) and Chinese character

아카데미는 김흥수 화백에서 이두식 화백으로 이어져‘미래의 한국미술

배출한 2005년 한 해, 한글, 한문(해서, 전서, 예서, 행서, 행초서), 사군

Children(since 1999) and the Program to Appreciate Music

calligraphies(regular script, seal script, official script, running

을 준비하는 영재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왔다. 미술영재로 선발된 250

자, 문인화 등 전통 서예와 현대 서예반을 개설하여 34주간 48개 과목

(since 2002) succeeded to become the outstanding agency.

script, grass script), and sagunja(the four gracious beings)

명의 수강생들이 준비해 온 작품을 평가하는 미술영재아카데미

을 지도하였다. 1년을 교육기간으로 하는 서예아카데미는 주1회, 주2회

In 2005, Music Academy for Gifted Children trained 190

and literati paintings, was offered in two different classes-

전시회가 2005년 1월 한가람미술관 제5, 6전시장에 열려 250점의 작품

과정과 야간반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 계층에게 수강의 기회를

children selected through audition. Instruction was offered i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classes-during a

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이두식 화백(홍익대 교수)은“독자적인

제공하고 있으며, 강의는 국내 초유의 서예전용 공간으로 그 전문성을

major subjects including piano, violin, viola, cello, flute and

34-week period. The 1-year curriculum offers courses that

개성과 창의적인 표현이 놀라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정받고 있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관람의 기회가

composition, and other required subjects such as sight-

meet once or twice weekly operated also with evening

motive power for education of calligraphy. 2005 produced

언제나 보장되는 교육환경에 더해 서예 특장, 현장답사 등 산교육도

reading, listening, and instrumental skills. The one-year

courses. Calligraphy Academy conducts extra-curricular

음악아카데미

병행하는 커리큘럼은 서예아카데미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program produced 380 graduates. Students benefited

activities such as calligraphy contests and field trips. The

음악아카데미는 1999년 시작된 음악영재아카데미와 2002년부터 개설

1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감하는 평가전이 서울서예박물관 2, 3층 전관

particularly from one-on-one lessons in their major subjects

graduation show, hosted on the 2nd and 3rd floor of Seoul

된 음악감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서 600여 점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provided by top-notch instructors. Master class was

Calligraphy Art Museum, displayed some 600 students

organized with guest lecturers such as Dong-Suk Kang,

works.

최고 수준의 실기 및 교양 음악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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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Service
Seoul Arts Center’s membership programs are value packages, for culture
lovers making advance plans to visit programs offered at the center.
Membership allows efficient bookings to secure seats ahead of time in
addition to obtaining exhibition and music information with various
discounts through ‘Members Plus’ Services. The advantages are numerous,
as we continue to add new services for our members.

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

As of December 2005, Seoul Arts Center numbered 68,660 active members.
SAC membership programs, credited for having created the country’s most
representative theater and concert-goer community, have been employing
innovative marketing techniques. Seoul Arts Center rewards customers of

격조 높은 예술의 산실이자 시민들의 편안한 예술 쉼터인 예술의전당

good standing with customer-appreciation gifts, while supplying

여주고 있다.

opportunities for PR to businesses through our sponsorship program and

은 한층 보장된 편의시설과 관객서비스로 시민의 문화생활을 한층 높

Seoul Arts Center is as good as a ground of magnificent

other forms of exchange. Our plan is to continue to provide quality cultural

arts and the place to rest. The insights of public is more

회원제

products and develop new and improved service packages to expand our

enhanced and elaborated by receiving the convenient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자부심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예술의전당 회원제는 예술 향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그 수도

member pool and energize the Korean art world.

facilities and finest services from SAC.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회원에게는 신속한 공연 전시 정보와 함께 행사별로 다양한 할인혜택과 사전예약제도인 멤버스
플러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Service Custom-made

2005년 12월 현재 유효회원은 68,660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 문화 애호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has further improved its convenient facilities to give

회원제는 민간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힘입어 새로운 문화마케팅 기법으로 기업체의 자사 홍보 및 우수 고객을 위한 사은 상품

comfort to visitors, as a haven of culture. The parking lot has been

으로 크게 사랑받았다. 문화예술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언제나 주목받고 있는 예술의전당 회원제는, 향후 더욱 실효성 있는 혜택과

reconstructed with a more comfortable entrance and fare adjustment booth.

탄력적인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oul Arts Center is presently re-designing its CI for more convenience. We
hope to serve you like a family through our ‘Service Plaza’ and to maintain a

고객만족

high standard in making your visits pleasurable.

격조 높은 예술의 산실이자 시민들의 편안한 예술 쉼터인 예술의전당은 관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한층 보강된 관객 서비스로 지난해
많은 관람객을 맞았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및 주차정산소 사인물의 개선공사와 전당 내 공간 명칭 CI 개선을 통

One Click Service

해 전당을 찾는 관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예술의전당 서비스의 최전선인‘서비스 플라자’역시 가족처럼 관람객을 맞으며

Since 1997, official website of Seoul Arts Center(http://www.sac.or.kr) has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시설물 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예술의전당만의 서비스 정신을 구현해준다.

been updated continuously with diverse contents, becoming the best
website for art and culture. This site i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portal to

클릭, 정보서비스

all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events at SAC. Through this one-stop

1997년 처음 문을 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sac.or.kr)

portal, users can retrieve information relating to events of their interest with

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각종 콘텐츠의 추가로 온라인 최고의 문화

one simple click in the convenience of their own home. The Art Information

예술 사이트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술의전당 모든 예술행사들이 집

Database (AIDB) is regularly updated, and plays the indispensable role as a

대성되어 유선이나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complete art information source. Seoul Arts Center also disseminates quality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AIDB)는 매

art information through its educational content VOD service. Entertainment

년 계속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예술 자료관으로써의 역할을 담

contents such as quiz events and survey questionnaires await users as well

당해내고 있다. 풍부한 양질의 정보는 예술아카데미 교육콘텐츠의

as links to websites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d to other sites of interest.

VOD 서비스로 대표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예술교육의 장으로

This is also the plac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lobal operation

2005년 한 해 크게 호평을 받았다.

of Seoul Arts Center, as users can obtain ess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Seoul Arts Center, including its vision and operation result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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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Plaza
예술 향기가 가득한 문화광장
세계음악분수
예술의전당 문화광장을 상징하는 세계음악분수가 매년 3월 15일에 겨울

토요 야외콘서트

잠에서 깨어나 개장을 한다. 2003년부터 예술의전당 문화광장 활성화

(매월 둘 째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프로그램으로 개최했던 토요분수콘서트, 어린이날 행사, 섬머페스티벌을

일자

프로그램

출연단체

비롯한 각종 예술행사가 세계음악분수 주변에서 펼쳐짐으로써 예술의전

5.14

유쾌한 브라스 퍼포먼스

퍼니밴드

5.28

즐거운 알프스 음악여행

김홍철과 친구들

6.11

싱그러운 아카펠라 세계로의 초대!!

메이트리

6.25

Cross over & Fusion!

김권식과 주비

지(토, 일요일은 3시까지),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토, 일요일

7.9

클래식에서 팝까지-색소폰 향연

서울색소폰퀄텟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밤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등 하루 세 차례

7.23

크로스 오버의 유혹!!!

일렉쿠키

대한민국 3군 군악대 퍼레이드

8.13

Summer Jazz Concert

신관웅째즈밴드

페이스 페인팅

당 문화광장이 서울시민의 휴게공원과 관광명소로 각광받아 왔다.
2005년도 세계음악분수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

이다. 분수음악은 주로 세계 각국의 고전음악부터 최근의 음악까지 다양

2005 어린이날 행사

The World Music Fountain

어린이날에는 예술의전당 문화광장 곳곳

The World Music Fountain wakes from its long winter hibernation each year on March

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5.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3, many programs have been organized around the

주요내용 (11:00-16:00)

fountain. There is the Saturday Fountain Concert, Children’s Day Programs, Summer
Festival, in addition to various others.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resting

장소

행사내용

음악광장 세계음악분수쇼

parks and tourist attractions of Seoul.
The World Music Fountain operates a musical water show three times a day,
11:30AM to 2:00PM (Saturdays and Sundays, until 3:00PM), 6:30PM to 8:30PM

8.27

가을로 향하는 취주

서울트럼펫앙상블

키다리 아저씨의 요술 풍선쇼

(Saturdays and Sundays, starts at 5:30PM) and 9:00PM to 10:30PM. The water show is

한 레퍼토리를 선곡하였다. 분수 수준을 가늠하는 분수형상에는 웅장한

9.10

Catch The Beat! Feel The Heat!

초감각 비트 퍼포먼스!! 두드락

전통 장승 전시회

presented with a repertoire of music from classical to contemporary scores. There are

산맥분수, 동양란을 연상하는 난초분수, 수반 전체에 잔잔히 퍼지는 안개

9.24

Shall We Dance~

대한댄스스포츠연맹

풍물놀이(남사당패)

10.8

Percussion World!!

타악그룹4plus

* 행사 뒷놀이 어울림 행사

10.22

천사의 소리

월드비전어린이합창단

분수 등 세련되고 우아한 모양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화산형분수가

range, another an orchid spray, fog effect and many others. The scene created by
계단광장 음악영재아카데미 특별연주회

새로 보태져 보다 더욱 화려해진 분수쇼를 연출하여 가족, 연인, 관람객들

·바이올린_2명(피아노 반주)
·첼로_1명(피아노 반주)

문화나누기
대한 향유층의 저변을 확대하며 순수예술의 공연장과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전담팀과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일자

행사명

관람인원

1.14

가족극_몽실언니

관악구내 동명보육원 초등학생 20명

S석

3.11

오페라_라보엠

법무부산하 안산예술종합학교 학생 30명

S석
S석

본격적인 <문화나누기-객석기부제> 사업을 전개해 문화사각지대 계층

5.31-6.30 교향악축제

불우청소년 500명

800명을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과 전시프로그램에 초청하였다. 2005년도

10.7

국방부 장병 가족 323명

심포닉시리즈_브루크너Ⅰ

문화나누기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 계층에게 순수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이는 경제적인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
로 인해 공연 및 전시의 관람이 제한되어 있는 불우 가족, 하위직 공무원,

10.29

안드레아 셰니에

11

시라노드 베르쥬락

소외 유소년, 국군장병,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2,500명을 초청하여

좌석

행사 앞놀이 대고와 사물놀이

The Open-Air Performance, free of charge, began in 2003. Since its establishment,

신명나는 한마당 놀이

there have been attempts for more open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of this caliber.

국악관현악단연주회
국악동요 및 국악가요 함께 부르기

A석

국방부 장병 100명

C석

These programs have a system of organizing trips to performance for specific groups

사물놀이 함께 배우기

who are culturally deprived. Donations for visits have been arranged by different fields

전통놀이 줄넘기, 투호, 사방치기 등

of professions in the Korean society, for the less fortunate people. In August a team

미술광장 전통장승 전시회 및 체험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200명

‘Sharing Culture’ with the Culturally Deprived

specifically for this was established to manage “Sharing Culture”. 800 people were

교구놀이 체험장

invited in 2005 to take part, both in the field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The

휘귀우표 전시회 및 우표 만들기

purpose includes anyone wishing to give funds for the handicapped, performing

장인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 체험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11.17)

한지를 이용한 전통 공예 체험

youths, military groups, volunteers and others wishing to share the finesse of art and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11.18)

가면(탈) 만들기

culture. In 2006, we hope to expand this project.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11.19)

순수예술의 향유 기회를 나누어가졌다. 2006년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water in harmony with the world’s great music is simply spectacular.

·피아노_2명

에게 아름다운 클래식음악과 시원한 분수쇼를 선사하였다.

예술의전당은 2003년부터‘야외 무료 공연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에

different fountain sprays that conjure up interesting images, one like a mountain

한국여성개발원 83명(11.22)
12.2

심포닉시리즈_브루크너Ⅱ

12

A석

기돈 크래머&크레메라타 발티카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12.06)

호두까기 인형

May 5. There is ‘The Fountain Show’ and ‘Balloon Show’ presented by Mr. Long-legs,
‘Face Painting’ and traditional folk dance performances. Seoul Arts Center’s academy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12.07)

R석

정선군 폐광촌 공부방 학생 45명(12.30)

S석

2005년 관람인원 2,568명

Celebrative Events for Children’s Day
Various programs are organized around the Culture Plaza for Korea’s Children’s Day on

국방부 장병 가족 100명
한국여성재단 자원봉사단 167명

12

A석

for Gifted Children also organizes concerts for young talents. 2005 had an encore
concert for this. Traditional Samulnori, combined with piano sounds and traditional
instruments played children’s songs. Songs for adult and children were played on the
Korean Kayageum and Azeng together with traditional Korean games and recreation.

예술의전당‘문화나누기’행사의 일환으로 오지의 불우어린이를 초청하여

On one side of the open space, there was an exhibition of Korean traditional totems.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연 및 전시를 참관하게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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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of the Music Hall and
Its Successful Re-opening

The environment for visitors has been improved for a more enjoyable
experience with the newly designed exterior walls of the lobby, entrance
and a pathway overlooking through the changed windows towards the
Woomyeon Mountain.
Music Hall was first opened in 1988 as a concert hall built specifically for
classical music. For the 17 years of its operation, there were 8,725
performances with 730 visitors with an 80% operation rate of its facilities.
Music Hall was used to large extents by renowned national and

관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하여 로비의 건물외벽, 출입구,
출입문을 전망이 용이하고 우면산이 잘 보이는 유리재질로
교체 하였다.

international music maestros, as Korea’s leader in classical music.

Music Hall Reopening
음악당 리노베이션과 성공적인 개관

17 years after its opening the facilities required repair and restoration as

The environment for visitors has been improved for a more
enjoyable experience with the newly designed exterior walls

it held concerts almost every day during the 17 years. It underwent

of the lobby, entrance and a pathway overlooking through the

renovation for 5 months from January 2 and Music Hall reopened once

changed windows towards the Woomyeon Mountain.

again on May 30.
Space for waiting, audience environment, seating and other visitor’s
conveniences were revised to install more comfortable and advanced
facilities. The lobby, entrance and windows overlooking towards

1988년, 국내 최초의 클래식음악 전용홀로 탄생한 음악당은 지난 17년간 총 연주 회수 8,725건, 총 동원 관객 730여 만 명의 연주

Woomyeon Mountain were redesigned. In addition to this, the facilities for

홀 가동율 80%에 달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하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클래식음악전용 연주홀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하지만 음악 계

performers such as the stage, waiting and dressing rooms, storage for

의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 음악당은 연중무휴로 이용되고 장기간 시설사용에 따라 시설물 및 각종 장치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music scores were newly fitted. Furthermore systems for handicapped

예술의전당은 국내외 정상의 아티스트 및 연주단체들에게 최상의 무대를 선사하며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주홀로

people have been effectively installed for their convenience and comfort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간 음악당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였다.

(pathway, seats, toilets and electric blocks for handicapped people have

음악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 공간, 관객들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무대 및 객석 공간, 그리

been built in). There are also more ladie’s powder rooms. Originally there

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 개보수 등을 포괄하는 대역사였다. 로비는 건물외벽, 출입구, 노후 출입문을

were 26, now the number has increased to 64. We endeavored to take the

전망이 용이하고 우면산이 잘 보이는 유리재질로 교체하였고, 또한 무대 지원공간은 출연자들의 편이를 고려한 출연자 출입구,

convenience of visitors as our most important priority.

분장실 노후시설 전면 재시공, 악기보관실 확충, 노후 방범시설 등을 교체하였다. 특히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장애우경사

New comfortable seats, wider by 5 cm (seat and seat-back), were

로, 전용석, 전용화장실, 점자블럭)과 여성 화장실의 증설(당초 26개소→개선 64개소) 등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오던 민원을 일시에

designed by human engineers. Music Hall was redesigned with

해소한 대표적인 결실이었다.

architecture accommodating new advanced sound systems. The floors,

객석은 공사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객석 의자 교체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인체공학적 의자가 도입되었다. 등받이가 길어

walls and ceilings were newly changed also. In total a sum of 11 billion

지고 의자의 너비 또한 기존 의자보다 최대 5㎝ 넓어져 안락함을 느끼게 했다. 클래식음악 전용홀로써 건축음향조건에 대한 시설

Korean Won was invested in the renovation of Music Hall. Concert Hall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바닥, 벽체 및 천장 마감재 교체를 하였고 노후 무대음향, 조명, 기계설비들도 교체 및 보완하였다.

now has 2,523 seats and Recital Hall has 354 seats.

총 공사비 110억 원을 투입,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백스테이지 지원 공간, 로비 공간 등 음악당 전 공간에 걸친 대대적인 리노베이
션 후 콘서트홀 2,523석, 리사이틀홀 354석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With the re-opening of Music Hall, a one-month festival was organized to
celebrate the occasion wi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nowned

한 달 동안 개최된 개관 기념음악회에 참여한 국내외 출연자와 청중들은 새롭게 단장한 음악당을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음악 전용

classical musicians. Music Hall is already praised as having “A warmer

홀의 건축음향을 온전히 이어가게 되었다며“과거보다 홀의 음이 따뜻하고 명료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 클래식음악 전용

sound effect” than it had in the past. Once again it has been re-born as a

홀과 견주어 손색없는 클래식음악 전용홀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worldly acclaimed music hall praised by many exper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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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Hall Re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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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C

System Reorganization
조직개편 및 주40시간 도입

서비스 대상별 효율화된 기구 개편
예술의전당은 전문화된 조직개편으로 보다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기관으로 진일보하였다. 과거 2국 9개팀을 3국 12개팀으로 재편성
하고, 서비스 대상을 내부 임직원, 예술창작 주체, 그리고 외부 관람고객 등으로 세분화하고, 체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연기획팀을 음악기획팀과 공연기획팀으로 무대기술팀을 무대운영1팀과 무대운영2팀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고객지원팀을 신설하여 관람객 눈높이의 서비스 체질 강화에도 무게를 두었다. 향후 예술의전당은
전방위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예술창작 행위자와 관람객, 내부 임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신입직원 채용
예술의전당은 2005년 7월 1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예술의전당 주5일 근무제의 특징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서비스 기관임을 고려해 일요일과 월요일을 주휴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 전 분야의 주5일 근무제 확산 추세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로 고객들의 주말 예술의전당 이용이 늘어날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사 간의 성공적 합의 절차를 거쳐 국내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유일한 일-월요일 주5일 근무제는 문화예술기관을 선도하고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의전당
만의 또 다른 결실이다. 예술의 전당은 2005년 16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소정의 인턴기간 중에 심사를 거쳐 14명의 신입사원을
채용, 예술의전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뛰고 있다.

System Reformation
The Seoul Arts Center organised its working force and system for a more active and versatile organization. In the
past there were 2 departments with 9 teams. This has been reformed with 3 departments and 12 teams. They fall
into the category of service, creative art, management of visitors and other divisions.
For an effective organization of the performance and music planning teams together with the stage technical
team, the working force divides into Stage Managing Team 1 and Team 2. Furthermore, the customer’s service
has been newly established to improve our customer management.

The New 5 Working Day System
From July 1 2005, the 5 working day system has been incorporated into our society. This evidently created more
time for the public to enjoy their weekends. SAC’s 5 working day system without Sunday and Monday is in the
vanguard of major complexes for the arts and culture while it implies the standard system over art administrative
field. 14 new employees have been taken on through the internship program, which originally accommodated 16
people, for a more effective system appropriate to the 5 working day policy.

A N N U A L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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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Business & Financial Statistics
예술사업 및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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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tatistics
관람객 통계 추이 및 누계 변동

관객 통계 Attendance Statistics

연도별 관람객수 Attendance By Year

연도별 누계 관람객수 Yearly Cumulative Attendanc
단위: 명 unit: visitor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2005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관객수 Total attendance
공연건수/횟수 No. of events/performances

2004
(1,990석 기준)

음악당 Music Hall
콘서트홀 Concert Hall

417,641명

378,221명

21/252

19/233

공연횟수 No. of events

8/130

7/157

기획 SAC productions

대관 Lease events

13/81

12/76

대관 Lease events

83%

82%

토월극장 Towol Theater
관객수 Total attendance
공연건수/횟수 No. of events/performances
기획 SAC productions
대관 Lease events
평균객석점유율 Average seat occupancy

(594석 기준)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95,399명

관객수 Total attendance

38/257

21/278

4/66

5/95

34/191

16/183

57%

58%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관객수 Total attendance
공연건수/횟수 No. of events/performances
기획 SAC productions
대관 Lease events
평균객석점유율 Average seat occupancy

평균객석점유율 Average seat occupancy

86,946명

311,080명

445,503명

2,216,880

218

304

57

37

161

267

57%

59%
(346석 기준)

공연횟수 No. of events

51,720명

100,588명

225

406

6

8

기획 SAC productions
대관 Lease events
평균객석점유율 Average seat occupancy

219

398

66%

72%

20,000,000

2,000,000

10,000,000

1,000,0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단위: 명 unit: visitor

(288석 기준)

40,038명

50,637명

34/274

29/275

3/38

2/65

31/236

27/210

51%

64%

1,200,000
1,000,000

한가람미술관/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Art Museum/Hangaram Design Museum

관객수 Total attendance

2005

2004

800,000

1,101,229명

678,209명

600,000
400,000

전시건수/일수 No. of exhibitions/days

41/960

65/950

기획 SAC productions

16/524

20/393

대관 Lease events

25/436

45/557

관객수 Total attendance
2005

2004

전시건수/일수 No. of exhibitions/days
기획 SAC productions

관객수 Total attendance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공간별 관람객 변동추이 Change in Attendance by Facility

200,000

‘93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야외공간 Outdoor Facilities

단위: 명 unit: visitor

25,245,081

2004
(2,494석 기준)

관객수 Total attendance

기획 SAC productions
평균객석점유율 Average seat occupancy

2005

150,000명

150,000명

대관 Lease events

58,226명

108,811명

35/341

39/372

4/99

5/111

31/242

34/261

‘94

‘95

‘96

‘97

■ 오페라하우스 544,625
Opera House

‘98

‘99

■ 음악당 362,800
Music Hall

‘00

‘01

■ 미술관 1,101,229
Art Museum

‘02

‘03

‘04

■ 서예관 58,226

‘05

■ 야외공간 150,000

Calligraphy Art Museum Outdoor Facilities

2005년 전체 공연 대비 자체 기획 공연 비중 Share of Total Number of Events by SAC Productions in 2005
100%

총 관객수 Combined total attendance

2005

2004

2,216,880명

2,007,368명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콘서트홀

Opera House

Towol Theater

Concert Hall

75%
75%

50%

68%

25%

27%
26%

※ 객석 점유율은 표시된 객석수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전년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05년 음악당은 5개월간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로 휴관기가 있음.

29%
26%

0%

횟수점유율 관객점유율

횟수점유율 관객점유율

횟수점유율 관객점유율

Total No. of events Total attendance

Total No. of events Total attendance

Total No. of events Total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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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2005 Budget
예산 집행 실적, 예술사업 수입 지출 및 세부 현황
2005년 예산 집행 실적 Budget Execution

2005. 12. 31 기준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수입 재원 구성 비교 Composition of Revenue by Source

단위: 백만원 unit: KRW 1 million

1. 수입 Revenues

단위: 천원 unit: KRW 1 thousand

100%
75%

예산 Budget

실적 Amount executed

집행율 Rate of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5,852,000

5,852,000

100.00%

방송발전기금 Grants from Broadcasting Fund

2,663,000

2,425,442

91.08%

18,548,112

19,074,244

102.84%

25%

9,097,680

8,737,161

-

0%

646,450

965,735

-

강좌사업 Lectures and courses

2,123,595

2,012,518

-

부대사업 Other revenues

3,684,887

3,430,243

-

대관수입 Revenue from lease events

2,995,500

3,928,587

-

1,520,393

1,883,695

123.90%

826,375

1,072,988

129.84%

이월금 Balance carried forward from prior fiscal year

7,878,000

7,878,000

100.00%

이월사업비 Working Expenses from prior fiscal year

2,312,120

2,312,120

100.00%

39,600,000

40,498,489

102.27%

79.56%

50%

예술사업수입 Revenues from performing and exhibiting arts
공연행사 Performances
전시행사 Exhibitions

임대사업수입 Revenue from lease business
기타수입 Other revenues

총계 Total

2005. 12. 31기준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78.6%

2005

76.1%

2004

64.8%

2003

2002

70.1%

70.5%

2001

2000

국고보조금 5,852

방송발전기금 2,425

자체수입 32,221

수입총계 40,498

자체수입비율 79,56%

Government grants

Grants from Broadcasting Fund

Internal revenue

Total revenue

Share of internal revenue

수입 구조 세부 현황 Revenue Breakdown
2005. 12. 31 기준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1. 자체 수입 구성 현황 비교

2. 예술사업 수입 현황 비교

Composition of Internal Revenue

Breakdown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Revenue
2005년

■ 예술사업수입

2004년

59.20% 56.51%
5.85% 5.32%

Rental revenue

■ 기타수입
■ 이월금

■ 전시수입

3.33% 3.59%

■ 강좌수입

31.63% 34.58%

■ 부대수입

예술사업비 Performing and exhibiting arts business expenditures
공연행사비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performances
전시행사비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exhibitions
강좌사업비 Expenses relating to lectures and courses

집행율 Rate of

14,278,062

11,911,257

83.42%

7,840,301

6,331,321

-

659,507

480,617

-

1,235,380

1,120,747

-

부대사업비 Expenditures from other businesses

2,995,645

2,714,882

-

관리운영비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sts

1,547,229

1,263,691

-

경상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ditures

6,542,167

6,099,236

93.23%

인건비 Compensation expenditures

4,843,998

4,646,266

-

경상사무비 Ordinary administrative expenses

1,698,169

1,452,970

-

14,573,950

13,729,620

94.21%

1,893,701

881,317

46.54%

공간유지비 Facility maintenance costs
예비비 Reserve

10.6% 12.1%
18.0% 20.3%

Other revenues

■ 대관수입
실적 Amount executed

2.6%

Lecture and course revenue

Balance carried forward from prior fiscal year

예산 Budget

5.1%

Exhibition revenue

Other revenues

2. 지출 Expenditures

2004년

45.8% 38.8%

Performance revenue

Revenues from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 임대사업수입

2005년

■ 공연수입

20.6% 26.2%

Revenue from lease events

지출 구조 세부 현황 Breakdown of Expenditure
2005. 12. 31 기준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1. 지출 세부 현황 비교

2. 공간 유지비 중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Composition of Expenditures

Composition of Facility Maintenance Budget

■ 공연행사비

2005년

2004년

18.1%

15.8%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performances

■ 전시행사비

1.4%
3.2%

2005년

2004년

43%

51%

57%

49%

Government funding

1.9%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exhibitions

■ 강좌사업비

■ 국고 보조금
■ 자체 자금
Internal funding

4.4%

Expenses relating to lectures and courses

■ 부대사업비

7.8%

10.4%

3.6%

3.7%

Expenditures from other businesses

■ 관리운영비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sts

이월사업비 Working Expenses from prior fiscal year
총계 Total

2,312,120

2,312,120

100.00%

39,600,000

34,933,550

88.22%

■ 인건비

13.3%

14.0%

4.2%

7.8%

39.3%

41.2%

2.5%

0.8%

Compensation expenditures

■ 경상사무비
Ordinary administrative expenses

■ 공간유지비
Facility maintenance costs

■ 예비비
Reserve

■ 이월사업비

6.6%

Working Expenses from prior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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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Sheet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diture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19기 2005. 12. 31 기준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제19기 FY 2005

제18기 FY 2004

자산 Assets
I. 유동자산 Current assets
(1) 당좌자산 Quick asset
II. 고정자산 Fixed assets
(1) 투자자산 Investment asset
(2) 유형자산 Tangible asset
(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

자산총계 Total assets

제19기 2005. 1. 1~2005. 12. 31 19th Fiscal Year ending on Dec. 31, 2005

I.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21,035,913,351

1. 공연사업수입 Performance income

9,104,243,702

6,780,242,923

18,196,692,273

20,561,700,455

2. 전시사업수입 Exhibition income

1,009,951,022

486,874,211

266,730,997,976

264,891,672,620

3. 부대사업수입 Income from other related businesses

3,747,633,777

3,412,281,308

21,083,000

22,221,000

4. 강좌사업수입 Income from lectures and courses

2,018,121,773

2,107,185,919

266,709,914,976

264,869,451,620

5. 공간임대료수입 Rental income

1,866,988,613

1,620,340,821

0

0

6. 대관수입 Income from lease events

3,912,586,855

4,678,211,239

284,927,690,249

285,453,373,075

7. 기타수입 Other incomes

2,679,742,313

1,950,776,930

II.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31,200,751,927

29,122,435,616

5,455,376,819

4,544,407,204

478,570,318

470,774,437

3. 강좌사업비 Expenses relating to lectures and courses

1,120,663,162

1,238,183,095

4. 부대사업비 Operating expenses from other related businesses

3,431,662,025

2,875,612,810

5. 관리운영비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sts

1,258,122,749

1,022,796,528

10,400,961,870

10,209,530,031

6,475,656,210

7,130,881,457

881,317,110

230,707,360

1,698,421,664

1,399,542,694

(6,861,483,872)

(8,086,522,265)

5,497,058,487

5,957,737,500

38,075,966

53,573,735

VI. 경상이익(손실) Income(Loss) befor extraordinary items

(1,402,501,351)

(2,182,358,500)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Income before income taxes

(1,402,501,351)

(2,182,358,500)

VIII. 당기순이익(손실) Net earning(net loss)

(1,402,501,351)

(2,182,358,500)

7,190,617,235

6,552,141,841

1. 공연사업비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performances

II. 고정부채 Fixed liabilities

3,708,936,230

3,070,824,120

2. 전시사업비 Expenses relating to hosting exhibitions

10,899,553,465

9,622,965,961

자본 Capital
273,331,076,905

273,331,076,905

697,059,879

2,499,330,209

자본총계 Total capital

274,028,136,784

275,830,407,114

부채와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284,927,690,249

285,453,373,075

II. 이익잉여금 Earned surplus (deficit)

24,339,268,055

20,561,700,455

I.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I. 자본금 Capital

제18기 FY 2004

18,196,692,273

부채 Liabilities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제19기 FY 2005

6. 경상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7. 시설유지관리비 Facility maintenance costs
8. 기타비용 Others
9. 수입금마련지출 Expenses relating to income earning activities
III. 사업이익(손실) Non-operating income(loss)

※ 특별법인 예술의전당 회계 단위는 비영리사업인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특별 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특별 회계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IV.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profit
V.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

* 일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수입과 그에 대한 지출이 계상되며, 수익사업 특별 회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계상함.
* 본 대차재조표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특별 회계 총괄임.

※ 본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 특별 회계의 손익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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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Board of Trustees

Organization

예술의전당 이사회

2005년 기구표 & 임직원 명단

2005. 12. 31 기준

사장 김용배
음악예술감독 이택주
공연예술감독 최준호
전시예술감독 김영순

예술의전당은 정관 제3장에서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당 경영에 관한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 및 이사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2005년 한 해 제75차, 제76차, 제7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예술의전당 운영에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원활한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사장
이세웅
사장
김용배

기획국장 박성택

예술사업국장 안호상

운영국장 유남근

감사 성수현

경영지원팀
조내경(팀장)
안진모 정재영 이원호 조현아
박혜숙 송성완

공연기획팀
고희경(팀장)
박상훈 길찬균 박민정 최진숙
최석중 김우진

고객지원팀
윤미경(팀장)
길세연 김지영 문광인 김혜연
박거일 송병하

검사역 김광수

시설관리팀
배성기(팀장)
송기봉 이은관 염기섭 조종구
김명옥 정현근

음악기획팀
전해웅(팀장)
정동혁 이미숙 손미정 염기영
유연경 정영선

공연장운영팀
윤동진(팀장)
이환희 양우제 신윤진 서고우니
김세연 황정원

디자인미술관
장재욱

총무팀
신영균(팀장)
최강수 문창국 곽동희 태승진
박치웅 김혜수 성은미 이재석
이동훈

무대운영1팀
임종호(팀장)
김효균 구본학 길준웅 오충식
김상근 김신년

홍보마케팅팀
박민호(팀장)
김낙곤 황복희 이준호 서민석
김미희 이상미 이상은 정다미

무대운영2팀
이용욱(팀장)
천세기 김인서
유재일 변영태
박재경 윤경석
오승천 이보만
권규완 이윤호
박천일 이태훈
이동환 손명성

교육사업팀
이철순(팀장)
최종철 채홍기 배민경 김영랑

노동조합
이동국 최석중

신일재단 이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비상임이사
김민희
한양대학교 생활무용예술학과 교수
김형규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선우중호 전 명지대 총장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재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이규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부 학장
이병규
문화일보사 사장
정귀호
법무법인 바른 법률 변호사
최종률
KABC 회장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당연직이사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공준택
최현규
서창석
유우식
정규승
고재진

이용상
박남석
임채흥
윤대성
류동신
신현주

전시사업팀
김영곤(팀장)
이동국 송인상 이재석 이재상
감윤조 조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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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ns of Seoul Arts Center
※ 장미(평생-개인)이상의 후원회원 명단은 예술의전당 음악당 중앙 로비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후원회 회원

석류회원

정몽원/홍인화

한라건설(주) 회장

윤병철/이정희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성신

강희철/박혜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승일/장승자

세일이엔에스(주) 회장

윤재승/홍지숙

(주)대웅제약 대표이사

김용신

예술의전당 후원회 임원단

고종진/유승미

(주)두산 회장

정우철/정윤숙

(주)일삼 대표

윤재륭/백아리

윤재룡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영

2005. 12. 31 기준

한국 미쯔비시상사(주)

이종구

고광복/김인호

용인송담대 교수

정윤표/김현실

정치과의원 원장/실내건축 디자이너

윤홍근/홍은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진숙

고 문

김영수 송 자 故박성용

고병헌/장명숙

(주)금비 회장

지종한/김현옥

(주)KJC Corp. 대표이사

이교상/신아림

(주)홀리데이인호텔 실장

김희진

상명대음대 겸임교수

감 사

강희철 박선주

곽정환/고은아

합동영화(주)서울극장 회장/

故최명부/민절자

변호사

이균부/강미경

이균부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미경

피아니스트

부회장

김영호 박영주

(주)서울극장 사장

최왕언/은광환

성부실업(주) 회장

이관우/박위자

한국몽골협력협회 회장

박성동

(주)파크랜드 사장

전 고려대의무부총장/예맥화랑 대표

최종률/신연자

한국 ABC협회 회장

이기동/박온자

(주)서울조구 대표/

박정택

변호사
교사

회 장

이 사

자문위원

연세대 비서 차장

고종진 곽태식 권오춘 김양자 김의재 김창실

구병삼/김양자

김현실 박기석 박승택 서민석 신영무 양동훈

권성문/박혜원

KTB network 대표

허영진/박선주

사랑과 희망 한의원 원장

서울여대 문헌정보과 교수

박종영

윤윤수 윤의숙 이기남 이영혜 이원희 이재식

김상하/박상례

(주)삼양사 회장

현덕규/우인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민교/김효신

아이비씨 로 그룹 고문

박지훈

대기오토모티브(주) 대표

이종호 임종빈 정우철 최왕언 최종률 허영진

김성기/오순희

한성자동차(주) 대표

故한상우/신승애

음악평론가

이병담/조숙미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내과의사, 소화기센터 소장

김용원 박희주 이현자 故한상우 허참 홍라희

김영무/신수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홍평우/김혜경

신라명과(주) 대표

이용배/김혜선

여의도 성모외과 의원 원장

서승희

김용원/신갑순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이승준/최현분

(주)진보식품 대표

서정권

(주)두비 대표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손동창

(주)퍼시스 회장

삶과꿈 체이버 오페라 싱어즈 대표

장미회원(평생-부부)

이영조/김정희

김운용/박동숙

전 대한체육회장

강대신/박경옥

(주)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이우석/황순희

동아수출공사 대표

손용석

(주)인컴브로더 대표이사

무궁화 회원

김은수/이영지

로제화장품 회장

강은엽/김소라

계원조형예술대학 부학장

이원희/이영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신경욱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이건희/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재우/구연덕

(주)동인 SFG 회장

강학중/조경희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3억 5천만원)

김재학/김혜숙

(주)효성 중공업 사장

구범환/서춘지

(전)고려대 의무부총장/

이인수/최서원

수원대학교 이사장

인영기

동화통상(주) 대표

법인대표 한준호/민태희(1억 5천만원)

김효순/권영해

서소아과의원장

이재식/윤임숙

변호사

양수화

글로리아오페라단 단장

권오춘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1억 3천만원)

박기석/천승주

(주)시공테크 대표

곽수일/최청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종덕/김영주

(재)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박부일/권경순

다다실업 회장

곽태철/이경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태/이문경

송백회 사무총장

이수연

피아니스트

박선주/양정옥

변호사

권광중/조송녀

변호사

이철주/이경준

전)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주)세종공업 대표

권재혁/오금희

안양과학대학 학장/

이현구/최순희

(주)까사미아 대표

장혜경

예술의전당 후원회 가입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한국전력공사

故박성용/Marguerite C. Park
금호 아시아 그룹명예 회장

박세종/서혜숙

(주)SBS 회장

박인호/김도희

서울중앙병원정신과 교수/작가

유아교육과 교수

이홍주/장정림

뮤직라이브러리 대표

장혜원

이대음대 교수

백종헌/임명효

프라임산업(주) 회장

박인철/배혜순

대기산업(주) 회장

금난새/홍정희

지휘자

이훈규/양미을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경수

서울대 공과대 교수

대일건설(주)

법인대표 박희주/김춘강

박주선/이현숙

국회의원

김갑유/정선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한흠/김혜경

법무법인 마당 대표 변호사

전효택

서울대 공과대 교수

법인대표 강영중/김민선

박중규/박귀희

(주)화신공업 대표이사

김경원/박애경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필립/최윤정

(주)파라다이스 회장

조선제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

법인대표 박영주/박인자

석세일/김인숙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김경준/강정숙

제성병원 원장/이사장

정남식/주혜경

(주)우드베이 이사

조윤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식회사 KT&G

법인대표 곽영균/주영순

송 자/탁순희

(주)대교 회장/의사

김상래/이미경

(주)성도GL 대표이사

정성진/서신덕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주연희

GOLF TODAY 대표

한국가스공사

법인대표 이수호/박영숙

신영무/김현실

법무법인 세종 대표

김선옥/홍명희

(주)ER 미디어 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지영연

교사

신준식/김정자

(주)신양산업 회장

김성중/김문자

(주)국제종합물류 사장

정환상/정일순

(주)클라라, 라스포사 대표

최영철

송담학원 이사장

모란회원

양동훈/남현숙

유니온통산(주) 대표

김성진/전성결

(주)파라다이스 고문

조규완/이혜라

이화산업(주) 사장

최흥용

진성상역(주) 회장

Hubert Abrons/이현자

유정주/이경혜

변호사

김승준/이윤수

KBS 성우

조홍석/박은영

이화유통(주) 대표

하성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뉴욕시티오페라이사, 링컨센타 후원회원

윤윤수/이효숙

휠라코리아(주) 대표

김용주/유정자

(주)행남자기 대표이사 회장

천호균/정금자

(주)쌈지대표/(주)쌈지 감사

한현주

월간 네이버 대표

법인대표 손길승/박연신

이동건/정영자

(주)부방 회장

김유후/김용내

변호사

차성윤/김정자

세종학원 이사장/

홍원선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법인대표 허동수/김자경

이동훈/김영혜

(주)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故김영준/이영자

한일카페트 사장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황순하

대우자동차판매(주) 기획실장 상무

유로통상(주)

신용극/박춘순 대표

이재후/이명우

변호사

김의석/유진아

변호사

차정일/유옥순

변호사

Thomas Park 의사

신영애/함현진

교보생명 주주

이문호/이기남

한림대 교수/원암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재/정선숙

변호사

최기준/홍만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상임이사

법인대표 양규모/변순자

이민주/신인숙

조선무역(주) 회장

김정배/오윤자

고려대학교 교수

최광춘/박현주

가야치과병원 원장

장미회원(년-개인)

이병일/조 숙

(주)조비 회장

김주인/김춘강

(주)시-즈 회장

최무훈/이경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김종찬

(주)한일광고 사장

이상렬/박은희

(주)메트로프로덕트 대표/

김준효/박미란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웅렬/김선연

(주)씨앤피 테크노 대표

김한경

KPR&ASSOI.INC 대표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음악감독

김진현/민태희

문화일보 고문

최종욱/조동옥

(주)SKM 회장

이은진

LPI 대표

삼성전자(주) 사장

이상일/박덕순

(주)일진산업 대표

김행술/이혜숙

JW 테크 회장

최효진/이혜승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 변호사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이종구/황선미

이종구심장내과 원장

이석형/하인수

변호사

나천수/송용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상량/윤덕희

보워터 한라제지(주) 대표이사

동일방직(주)

법인대표 서민석/여경주

이수성/김경순

평화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남승우/김명희

풀무원 대표이사

한호형/이영숙

변호사

진달래 회원

동아오츠카(주)

법인대표 조기창/박종선

이신혜/조창현

고려은단(주) 이사/대표

라응찬/권춘강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황병주/신명옥

동영물산(주) 회장

서경덕

법인대표 표상기/한희순

이용우/김은자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故문호근/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

허덕행/백문희

신성개발(주) 회장

전성자

성신여대 불문과 교수

이사장 이영숙

이우백/염각경

(주)조우니 대표

박선우/공영자

장훈학원 이사장

황세영/정경자

황세영산부인과병원 원장

한무영

서울대 공과대 교수

윤세영/변금옥

(주)대교
이건산업(주)

(주) SK Telecom
LG 칼텍스(주)

(주)한국포리올

동백회원
김영수/원종순
이상완/김명희

(주)상지상사
(재)정헌재단

KBL 총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이운형/박의숙

세아제강(주) 회장

박종관/안숙희

한국삐아제 대표이사

홍건희/이봉순

(전)한국타이어 부회장

목련회원

이은경

이은경·기형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용정/임광자

아이티맥스(주) 회장

홍경택/양영옥

(주)명실업 대표이사

김무일/전유미자

현대INI스틸(주) 고문역

이장한/정재정

(주)종근당 회장

박영립/임희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승택/이주영

박승택한의원 원장

이정익/윤영자

(주)서광전기 대표

박한용/허옥희

포스코 상무

장미회원(평생-개인)

양 웅

국제치과 의사회 국제본부 이사

이준용/한우정

대림그룹 회장/대림미술관 이사장

박형인/이혜재

파이닉스 알앤디(주) 회장

강화자

강화자베세토오페라 단장

윤의숙/신용일

(주)IDA 대표/

이종호/홍임선

(주)중외제약 회장

배기원/여정옥

대법관

곽태식

장미악기 사장

도이치투자신용운영(주) 대표이사

이태희/조현숙

변호사

송경희/노만수

명지대학교 교수/

김계옥

한성실업 회장

이해규/안송자

삼성중공업(주) 고문

노만수 유방크리닉 원장

김덕현

허 참/홍애자

명지유통 회장

이호현/김창실

(주)선 화랑 대표

송유근/송수진

정미애

삼성생명 동교 FC FM

임종빈/이화일

(주)뉴서울호텔 대표

신용간/임원진

바른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희

전영채/이영희

사단법인 한길 봉사회 이사장

양천구/조문순

남성해운항공(주) 대표

김봉임

서울오페라 단장

정귀호/유정해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우창록/정호근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김석균

예치과 원장

지성한/이영주

서울대 공대 교수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김명숙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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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and Exhibitions of 2005
대관 공연·전시 목록
경기도립극단

검찰관

10.15 - 10.16

콘서트홀

SEM기획

푸에고

1.4 - 1.9

KNUA 무용단

정기공연

10.21 - 10.23

화성오페라단

정조대왕의 꿈

1.15 - 1.16

김명숙늘휘무용단

사색의 춤-알 수 없어요

10.26 - 10.27

예술의전당

가면무도회

1.25 - 1.29

김운미무용단

그 한 여름

10.30

1.1
5.31
6.1
6.2
6.3
6.4
6.6
6.7
6.8
6.9
6.9
6.10
6.11
6.12
6.14
6.15
6.16
6.17
6.18
6.19
6.21
6.22
6.23
6.24
6.25
6.26
6.28
6.29
6.30
7.1
7.2
7.3
7.5
7.6
7.7
7.8
7.9
7.10
7.12
7.13
7.14
7.14
7.15
7.16
7.17
7.19
7.20
7.21
7.22
7.23
7.23
7.24
7.26
7.27
7.28
7.29
7.30
7.30
7.31
8.2
8.3

오페라극장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1.27

예술의전당

사라노 드 베르쥬락

11.8 - 11.27

예술의전당/에이콤

명성황후

2.4 - 2.22

국립오페라단

유즈루

12.2 - 12.4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2.17

극단 유시어터

어느 말의 이야기-홀스또메르 12.9 - 12.18

예술의전당

라보엠

3.3 - 3.12

서울예술단

크리스마스 캐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3.10

김운미무용단

축제

국립오페라단

마탄의 사수

3.21 - 3.26

극단 유시어터

햄릿

베세토오페라

마술피리

4.1 - 4.6

국립발레단

해적

4.13 - 4.17

자유소극장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4.14

공연제작센터

집으로 날아가다

1.5 - 1.9

서울뮤지컬컴퍼니

와이키키 브라더스

4.23 - 5.8

공연제작센터

왕사슴

1.12 - 1.16
1.21 - 1.30

12.23 - 12.30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5.2

극단 김금지

노부인의 방문

연세대동문회

마술피리

5.13 - 5.15

㈜에스엔코

I Love You

-

빈체로/SBS/예술의전당

엘빈에일리댄스씨어터

5.19 - 5.21

극단 레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11 - 3.13

예술의전당 외

오페라의 유령

6.8 - 9.1

솔담

The 林의 미니콘서트

3.18 - 3.19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9.6 - 9.7

극단 유리가면

저별까지 날아라

3.23 - 3.30

국립오페라단

나부코

10.5 - 10.9

비스뮤직

나윤선 소극장 콘서트

4.2 - 4.4

국립발레단

고집쟁이 딸

10.15 - 10.20

예술의전당

신작등용문

4.12 - 4.13

예술의전당

안드레아 셰니에

10.28 - 10.31

현대무용단 탐

현대무용단 탐 25주년 기념공연 4.17 - 4.18

유니버셜발레단

지젤

11.9 - 11.13

공연기획 MCT

Independent Dance2

4.21 - 4.22

국립오페라단

호프만의 이야기

11.22 - 11.27

쎌인터내셔널

하륵이야기

4.26 - 5.8

예술의전당

조용필 콘서트

12.4 - 12.17

이용인

이용인-A State of Wonder 5.12 - 5.14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23 - 12.31

댄스컴퍼니 더바디

모순, 굴

5.17 - 5.18

김삼진무용단

터미널

5.21 - 5.22
5.28 - 5.29

KNUA무용단/한예종

KNUA무용단 정기공연

극단모시는사람들

몽실언니

1.5 - 1.16

서울오페라앙상블

돈 조반니

6.4 - 6.12

장선희발레단

수묵

1.21 - 1.23

파임커뮤니케이션즈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6.17 - 7.17

아지드현대무용단

씻김 2005

1.27 - 1.28

극단 한양레퍼토리

테이프

7.22 - 8.15

창무회

강변북로

2.1 - 2.2

김종석

Queen’s Night

8.20 - 8.21

토월극장

댄스씨어터까두/크림아트

천적증후군

2.6 - 2.7

김정은 현대무용단

기워진 이브 II

8.25 - 8.26

지구댄스씨어터

마리아 콤플렉스 2

2.15 - 2.16

손인영 NOW무용단

이미지 댄스‘안팎’

8.29 - 8.30

김운미무용단

그 한 여름

2.20

김은희무용단

진공

9.2 - 9.3

루트원

클로저

2.25 - 3.13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한국 젊은무용가의 밤

9.27

강혜련 프로젝트

3D

3.18 - 3.19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핀란드 테로 사리넨

9.29 - 9.30

공연기획MCT

바람벽

3.24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리틀아시아댄스 익스체인지 10.2

김혜정무용단

블루지젤

3.27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한국 젊은무용가의 밤

마스트미디어

셰익스피어의 모든것

3.30 - 4.5

예술의전당

왕세자 실종사건

10.11 - 10.23

한국발레협회

창작발레안무가전

4.9

예술의전당

청소년연극제

10.26 - 11.4

조아뮤지컬컴퍼니

마리아 마리아

4.12 - 4.17

TES무용단

정기무용공연

11.7 - 11.8

예술의전당

아가멤논

4.23 - 5.11

한국전자음악협회

국제컴퓨터음악제 2005

11.10 - 11.13

서울예술단

로미오와 줄리엣

5.17 - 5.29

파임커뮤니케이션즈 정마리의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11.18 - 11.19

인천시립무용단

새굿

6.2 - 6.3

안성수 픽업그룹

선택

최데레사무용단

움직임과 소리

6.6 - 6.7

차이무

마르고 닳도록

12.1 - 12.17

강미선 가인무용단

2005 페드라

6.11 - 6.12

화동연우회

코리올레이너스

12.22 - 12.31

MCT

백연옥 창작발레 저 멀리 크리스탈 6.16 - 6.17

김영희무트댄스

김영희 무트댄스 정기공연 6.22 - 6.24

예술의전당

강건너 저편에

7.1 - 7.3

오디뮤지컬컴퍼니

어쌔신

7.31

예술의전당

마술피리

8.5 - 8.21

서울발레씨어터

창단10주년공연

9.2 - 9.3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일본 파파 타라후미라

9.27 - 9.28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미국 스티븐 페트로니오

9.30 - 10.1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전미숙 & 로우르데스 루나 10.4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프랑스 다니엘 라리외

10.6 - 10.7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전무후무

10.8 - 10.9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영국 랜덤무용단

10.11 - 10.12

10.4

11.22 - 11.25

신년음악회
교향악축제 개막공연
레온 플레이셔 피아노 독주회
서울바로크합주단정기연주회
교향악축제-인천시향
쿠모 실내악축제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교향악축제-진주시향
교향악축제-원주시향
11시 콘서트
교향악축제-대전시향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 음악교실
교향악축제-경기도립
미하일 플레티뇨프 피아노 독주회
교향악축제-충남도립
교향악축제-부산시립
교향악축제-울산시립
교향악축제-포항시립
교향악축제-군포시 프라임필
교향악축제-수원시립
교향악축제-부천필
교향악축제-대구시립
교향악축제-성남시립
교향악축제-제주시립
교향악축제-강릉시립
교향악축제-강남심포니
교향악축제-창원시립
교향악축제-KBS 교향악단
서울로얄심포니 정기연주회
제6회 사랑이 머무는 곳에 정기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는 평화콘서트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
프라하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신예음악가 서민정 김태형 초청연주회
소지로 내한공연
대전시향-비엔나의 두 거장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공연
제60회 정기연주회
2005 예원연주회
서울오라토리오 제38회 정기연주회
11시 콘서트
SUMMER OF PASSION-BLACK
청소년음악회
Absolute Beethoven
서울심포니-사랑과 희망의 콘서트
리쳐드 용재 오닐 & 유라시안필
한일타악기 합동연주회
강남심포니 24회 정기연주회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제6회 한국클라리넷 페스티벌
오리엔탱고 내한공연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
덕원예고 정기음악회
소피아 솔리스트 챔버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116회 정기연주회
소피아 솔리스트 챔버오케스트라
서울팝스 창단17주년 기념음악회
눈으로 듣는 클래식
올 어메리칸 보이스의 유쾌한 콘서트

8.4
8.5
8.6
8.6
8.7
8.9
8.10
8.11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3
8.24
8.25
8.26
8.27
8.27
8.30
8.31
9.1
9.2
9.3
9.3
9.4
9.6
9.7
9.8
9.8
9.9
9.10
9.11
9.11
9.13
9.14
9.15
9.16
9.20
9.21
9.22
9.23
9.24
9.24
9.25
9.25
9.27
9.28
9.29
9.30
10.1
10.1
10.2
10.2
10.4
10.5

여름 청소년음악회
제146회 정기연주회
글로리아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2005 스쿨클래식-서곡으로 듣는 모차르트
유라시안필 정기연주회
동아콩쿠르 입상자초청 청소년음악회
동아콩쿠르 입상자초청 청소년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영화음악 이야기
11시 콘서트
여름실내악
여름실내악
여름실내악
광복60주년 기념음악회
여름실내악
여름실내악
장한나 & 베를린필하모닉신포니에타
여름실내악
팝스콘서트
팝스콘서트
제656회 정기연주회
JK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청소년위한 실내악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유럽오페라주역 갈라콘서트
서울예고 관악앙상블 정기연주회
추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화음챔버10주년 기념음악회
계원예고 29회 정기연주회
이경선초청 프라임필 정기연주회
테너 안형일 노래인생 55 콘서트
제10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나눔으로
서울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147회 정기연주회
수원시향 정기연주회
11시 콘서트
서울바로크합주단 40주년 특별연주회
청소년음악회
국민필하모닉 제15회 정기연주회
고려대 개교100주년 기념음악회
포에버 아랑훼즈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Keiko Abe초청 제17회 정기연주회
베스트 오페라 & 뮤지컬 콘서트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이건음악회
서울국제음악제
크리스토퍼 파크닝 기타콘서트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호세 카레라스 리사이틀
재즈코어 프라이부르크 첫 내한공연
연세동문 윈드 오케스트라 기념연주회
수원대음대 정기연주회
성신여대 정기연주회
슈베르티아데 with orchestra
김지연의 스토리가 있는 음악여정

10.6
10.7
10.8
10.9
10.11
10.12
10.13
10.13
10.14
10.15
10.15
10.16
10.18
10.19
10.20
10.22
10.22
10.23
10.23
10.25
10.26
10.27
10.28
10.29
10.29
10.30
10.30
11.1
11.2
11.3
11.4
11.5
11.5
11.6
11.6
11.7
11.8
11.9
11.10
11.10
11.11
11.12
11.13
11.15
11.16
11.17
11.18
11.19
11.19
11.20
11.20
11.22
11.23
11.24
11.25
11.26
11.26
11.27
11.27
11.29
11.30
12.1

이보포고렐리치 피아노 독주회
심포닉 시리즈
청소년음악회
제14회 사랑과 영혼의 노래
보로딘 현악4중주단 초청음악회
바리톤 박수길 45주년 기념음악회
합창제
11시 콘서트
합창제
합창제
합창제
대진대학교 제7회 정기연주회
부다페스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창단40주년 기념대연주회
정기연주회
로메로스 콰르텟 내한공연
아름다운 친구 회원음악회
아름다운 친구 회원음악회
재외동포 저명음악인 초청음악회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
10주년 기념음악회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프리마돈나 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대전시향 특별연주 한일수교40주년 기념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67회 정기연주회
강남대 정기연주회
2005 정기연주회
PAN 뮤직페스티벌
KBS 교향악단&덕영트리오
가주히토 야마시타 기타독주회
페터 슈라이어 고별독창회
교향악연주회
크누아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제3회 정기연주회
베를린필하모닉 아시아 투어
베를린필하모닉 아시아 투어
숙명여대 추계정기연주회
제148회 정기연주회
11시 콘서트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청소년음악회
리사오노 첫 내한공연-로망스 라티노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음악회
통일을 준비하는 음악회
2005 요요마 독주회
정기연주회
서울예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을에 듣는 성악과 관악의 향연
헝가리부다페스트 오페레타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제22회 정기연주회
제40회 정기연주회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앤드류 토마스 초청 특별연주회
KBS 교향악단
중앙대 윈드오케스트라 동문음악회
안젤라 게오르규 독창회
킹스싱어즈 내한공연
마드리실내악단 정기연주회
제23회 정기연주회
당 타이손과 쇼팽 피아노협주곡 전곡
한국남성합창단 창단47주년 기념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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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4
12.4
12.6
12.7
12.8
12.8
12.9
12.10
12.11
12.11
12.13
12.14
12.15
12.16
12.17
12.17
12.18
12.18
12.20
12.21
12.22
12.23
12.24
12.24
12.25
12.27
12.28
12.29
12.30
12.3
12.3
12.31

심포닉 시리즈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곡과 아리아의 밤
기돈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기돈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제17회 송년음악회
11시 콘서트
CBS 창사51주년 기념음악회-메시아
청소년음악회
이루마음악회
이루마음악회
막심 피아노 솔로 콘서트
자끄 루시에 트리오 내한공연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서울튜티앙상블 제34회 정기연주회
비디오 칸타타
제61회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
제26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기연주회
유키 구라모토 크리스마스 내한공연
노영심의 크리스마스 선물
제664회 정기연주회
상트 페테르부르크심포니 내한공연
송년음악회
제7회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제112회 정기연주회
2005 상명대 정기연주회
제야음악회

리사이틀홀
5.31
6.1
6.2
6.3
6.4
6.4
6.5
6.5
6.7
6.8
6.9
6.10
6.11
6.11
6.11
6.14
6.15
6.16
6.17
6.18
6.18
6.19
6.19
6.22
6.23
6.24
6.25

Quartet21연주회
김경민바이올린독주회
채희철, 어수희듀오리사이틀
OPUS130-701정기연주회
소프라노김인숙독창회
신수경피아노독주회
황성순피아노독주회
이시은바이올린독주회
박지은귀국플룻독주회
서순정바이올린독주회
허재영튜바독주회
미래악회제13회정기연주회
임정묵첼로독주회
계희정클라리넷독주회
윌리엄카넨가이저클래식기타독주회
이진영피아노독주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정기연주회
김내리바이올린독주회
최경아피아노독주회
김정열클래식기타독주회
정자영피아노독주회
오유진바이올린독주회
이지희피아노독주회
최지연비올라독주회
김지미, 태정화듀오리사이틀
조혜린귀국바이올린독주회
소프라노김미미독창회

6.25
6.26
6.26
6.28
6.30
7.1
7.3
7.3
7.5
7.7
7.8
7.9
7.9
7.10
7.10
7.12
7.13
7.14
7.15
7.16
7.16
7.17
7.17
7.19
7.20
7.21
7.22
7.23
7.23
7.24
7.24
7.26
7.27
7.28
7.29
7.30
7.31
7.31
8.3
8.4
8.5
8.6
8.6
8.7
8.9
8.10
8.11
8.12
8.13
8.13
8.14
8.14
8.16
8.17
8.18
8.19
8.20
8.20
8.21
8.21
8.23
8.24

노재아피아노독주회
양인영피아노독주회
김인하플룻독주회
바리톤백준현독창회
조경은오보에독주회
김기범호른독주회
임소영피아노독주회
장진영피아노독주회
서울목관5중주정기연주회
김진영바이올린독주회
김윤정바이올린독주회
임지연귀국피아노독주회
송윤주클라리넷독주회
이귀란피아노독주회
김수진바이올린독주회
김지영피아노독주회
조윤경피아노독주회
이승혜, 김주원듀오연주회
조미형비올라독주회
홍다연바이올린독주회
주현정바이올린독주회
배장흠기타독주회
클라리온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Quartet21정기연주회
김수연피아노독주회
서울윈드솔로이스츠목관5중주
이중오비올라독주회
정은영귀국피아노독주회
소프라노최영희독창회
문수형귀국바이올린독주회
이혜영피아노독주회
홍수연클라리넷독주회
김혜경피아노독주회
안소연피아노독주회
음악의 선율에하이네를 싣고
최현영귀국피아노독주회
신지혜피아노독주회
박가경바이올린독주회
김규희피아노독주회
이수희피아노독주회
권석란피아노독주회
김민경귀국피아노독주회
이지은피아노독주회
셀레스첼앙상블 정기연주회
보스턴음대동문음악회
독일가곡의향연-겨울나그네
현재희, 염보영듀오리사이틀
김금태피아노독주회
아름다운여름, 음악으로의 초대
신민정피아노독주회
메네스음대동문회
고앙상블 Tafel Musik
김준피아노독주회
이성원피아노독주회
신상진피아노독주회
유럽으로떠나는음악여행 Piano Trio
중앙트럼본앙상블
박경옥첼로독주회
눈으로듣는클래식
서울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허자경피아노독주회
한지혜귀국피아노독주회

8.25
8.26
8.27
8.27
8.28
8.28
8.30
8.31
9.1
9.2
9.3
9.3
9.4
9.4
9.6
9.7
9.8
9.9
9.10
9.10
9.11
9.11
9.13
9.14
9.15
9.16
9.20
9.21
9.22
9.23
9.24
9.24
9.25
9.25
9.27
9.28
9.29
9.30
10.1
10.2
10.2
10.2
10.4
10.5
10.6
10.7
10.8
10.8
10.9
10.9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6
10.18
10.19
10.20
10.21
10.22

박수진피아노독주회
홍지혜비올라독주회
유정선바이올린독주회
권수미, 유지수듀오리사이틀
공누이피아노독주회
이자흔바이올린독주회
김정기호른독주회
아르떼Piano트리오연주회
임상희피아노독주회
조혜경피아노독주회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
김계화피아노독주회
김복현바이올린독주회
이윤주피아노리사이틀
숙명트리오정기연주회
정성인피아노독주회
유시연의 테마콘서트
협스트링앙상블정기연주회
장현정바이올린독주회
권정선피아노독주회
이혜정바이올린독주회
이형민피아노독주회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게누인앙상블정기연주회
String Quartet IN정기연주회
황윤택피아노독주회
정정호바이올린독주회
장윤경, 김소형듀오리사이틀
정선이첼로독주회
임재홍귀국바이올린독주회
홍안기첼로독주회
문록선플룻독주회
오상협귀국하프독주회
김영기바이올린독주회
김수연바이올린독주회
서재희피아노독주회
작악회정기발표회
김정규, 이숙미듀오리사이틀
가야현악4중주정기연주회
이준성피아노독주회
이상희바이올린독주회
동인회정기연주회
김수련피아노독주회
허원숙피아노독주회
임경원첼로독주회
미래악회30주년기념음악회
미래악회30주년기념음악회
미래악회30주년기념음악회
최정윤귀국피아노독주회
한국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김현미바이올린독주회
아렌스키의두대의피아노를위한조곡
이경민바이올린독주회
아울로스목관5중주정기연주회
홍성은첼로독주회
빈트리오정기연주회
변정은피아노독주회
서울챔버앙상블정기연주회
김동진클라리넷독주회
한국피아노학회정기연주회
이상재클라리넷독주회
박미혜의 Love Story

10.23
10.23
10.25
10.26
10.27
10.28
10.29
10.29
10.30
10.30
11.1
11.2
11.3
11.4
11.5
11.5
11.6
11.6
11.8
11.9
11.10
11.11
11.12
11.12
11.13
11.13
11.15
11.16
11.17
11.19
11.20
11.20
11.22
11.23
11.24
11.25
11.26
11.26
11.27
11.27
11.29
11.30
12.1
12.2
12.3
12.3
12.4
12.4
12.6
12.7
12.8
12.9
12.10
12.10
12.11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조소연귀국피아노독주회
앙상블프리즈마정기연주회
아시아현대음악제
PAN Music Festival
PAN Music Festival
PAN Music Festival
21세기악회정기연주회
PAN Music Festival
이주희플룻독주회
PAN Music Festival
PAN Music Festival
영미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스페인가곡의밤
엄의경피아노독주회
음악영재아카데미콘서트
음악영재아카데미콘서트
김진우작곡발표회
김문철피아노독주회
대진대교수음악회
김주영피아노독주회
김영정비올라독주회
소진선호른독주회
김창숙, 최문선2인음악회
이재은첼로독주회
김지민피아노독주회
김도실피아노독주회
Quartet21정기연주회
이주희피아노독주회
왕혜진첼로독주회
박미혜의 Love Story
향음앙상블정기연주회
김수연피아노독주회
베이스김진추독창회
김형선귀국바이올린독주회
유지수피아노독주회
육주원바이올린독주회
박은경, 신민정듀오리사이틀
이용주작곡발표회
황혜전피아노독주회
이윤영귀국플룻독주회
원미동인회정기연주회
송정민클라리넷독주회
진현주바이올린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성주의
샤콘느와 크로이처
연첼로앙상블정기연주회
타블로트리오연주회
소프라노최현숙독창회
이상은첼로독주회
임효선피아노독주회
앙상블네상스정기연주회
프라이부르크동문음악회
한국피아노듀오협회정기연주회
형희전피아노독주회
한국독일가곡연구회송년음악회
솔로이스츠93정기연주회
금파플루트앙상블창단연주회
SYI트리오연주회
박근지피아노독주회
김은아바이올린독주회
박미혜의 Love Story(2월로연기)
유경화피아노독주회

12.20
12.21
12.22
12.23
12.24
12.24
12.25
12.25
12.27
12.28
12.30
12.31
12.31

김문정피아노독주회
서울신포니에타정기연주회
이석준호른독주회
김삶귀국바이올린독주회
문재연피아노독주회
이지은귀국피아노독주회
화이트아카펠라랩소디
화이트아카펠라랩소디
박미성, 오준경듀오리사이틀
피경선피아노독주회
송희피아노독주회
이은지피아노독주회
정희경피아노독주회

한가람미술관
구성과 중심전
‘04.12.14 ‘
- 05.2.16
서양미술 400년전
‘04.12.14 ‘
- 05.4.6
미술아카데미 평가전
2.17 - 2.26
제5회 한국현대미술전(KACF)
3.3 - 3.17
2005 전업미술가협회전
3.19 - 3.28
이현 회화전
3.29 - 4.6
대영박물관 한국전
3.29 - 7.18
아트서울전
4.7 - 4.29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5.3 - 5.12
한국화, 비전 2005전
5.13 - 5.23
21세기 채색화의 전망
5.24 - 6.2
2005해외청년작가전<양식의 수수께끼> 6.10 - 6.26
밀레와 바르비종파 거장전
6.10 - 8.28
도자기-색과 기술의 만남
6.17 - 6.27
중앙미술대전
6.29 - 7.18
미술과 놀이
7.19 - 8.24
한국예종, 동경대 한일교류전
8.25 - 9.5
송은미술대상전
8.25 - 9.5
2005 Seoul Young Art Fair
9.6 - 9.15
SAC 젊은 작가전
9.20 - 10.4
제39회 미술협회 회원전
9.23 - 10.4
MANIF 11!05 서울국제아트페어 10.5 - 10.19
제11회 서울판화미술제
10.20 - 10.31
2005 화랑미술제
11.1 - 11.8
중국 차세대 현대 미술전
11.9 - 12.6
전국대학사진학과 교수 연합회전 11.9 - 11.23
Louke Chen & 장영주 칼리그래프전 11.25 - 12.5
느린걸음으로-김인순전
11.24 - 12.5
르네상스 & 바로크 회화전
12.7 ‘
- 06.2.28
한국현대미술-세화견문록
12.23 ‘
- 06.2.8

서울서예박물관
교육평가전1, 2부
고승유목전
제8회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사임당, 율곡기념서예대전
2005서예부문초대작가전
제3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제2회 대한민국서각대전
제6회 세종한글서예대전
제13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2005문인화부문초대작가전
제17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제9회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제2회 서예문화대전
제16회 대한민국서법예술대전
서울지부회원전
제18회 서예대전
제11회 대한민국서도대전
제4회 대한문인화협회전
제1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한국서가협회원전
2005한글서예대축제
화곡서춘식서예전
전각전
천자문전
제10회 서울서예대전
손만진개인전
소당묵연백인전
제44회 갈물한글서회전
제6회 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제9회 일월서단전
월간서예문인화초대전
제7회 대한민국서예술대전
제8회 통일서예대전
한국서도협회초대작가전
교육평가전1, 2부

12.20 - 1.2
1.10 - 2.27
3.02 - 3.8
3.09 - 3.15
3.16 - 3.21
3.22 - 3.29
3.30 - 4.5
4.6 - 4.12
4.13 - 4.22
4.23 - 4.29
4.30 - 5.9
5.10 - 5.16
5.17 - 5.26
5.27 - 6.2
6.3 - 6.9
6.10 - 6.16
6.17-6.28
6.29 - 7.05
7.6 - 7.15
7.16 - 7.22
7.23 - 7.30
7.31 - 8.6
7.31 - 8.6
8.7 - 9.19
9.20 - 9.26
9.27 - 10.3
9.27 - 10.3
10.4 - 10.10
10.25 - 11.4
11.5 - 11.14
11.15 - 11.21
11.22 - 11.29
11.30 - 12.7
12.8 - 12.17
12.18 - 12.24
12.26 - 1.8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생활디자인1-갖고 싶은 의자전
1.1 - 1.16
미술영재아카데미 평가전
1.21 - 1.30
디자인아카데미 평가전
1.22 - 1.26
개디자인문화운동작업전
3.31 - 4.7
패션아트전
4.10 - 4.17
Tao of design 2005-김영기전
4.26 - 5.15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찰나의거장 5.21 - 7.17
생활디자인2-더쇼룸전
7.29 - 8.28
유니버설 디자인2-인간을 위한 도시디자인 9.9 - 10.3
디자인 메이드2005
모호이 너지의 새로운 시각
THE BARBIE STORY, SEOUL

10.12 - 10.25
11.4 - 12.4
12.10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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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s Resident Companies

History

상주단체

예술의전당 주요 연혁

국립발레단 Korea National Ballet Company

1982년 1월

국립발레단은 1962년 국가에 의해 창단된 한국 최고 전통의 발레단이다. 1999년까지는 국립극장의 전속단체

한국방송광고공사가“민족예술의 정수를 집대성하여 이 시대 우리

1990년 8월

제2단계로 한가람미술관과 예술자료관(현재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이

민족의 뛰어난 예술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민족예술의 빛나는

준공하고, 이를 축하하는 개관기념전 및 문화예술 정보 시스템 세미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며, 문화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상징하는 종합

나가 뒤를 이음

였으나 2000년에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더욱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해마다 수시로 열리는 공개 오디션을

예술의전당을 건립한다”는 취지에 따라 예술의전당 건립을 결정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국내 최고의 무용수 65명이 전속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 평균 30여 편, 80여

하고 문화공보부에 보고

기관이 탄생하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공연이 모든 공연장과 전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에 예술의전당 건립본부를 설치하고 건립

관에서 펼쳐짐

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발레의 뿌리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발레단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은 발레 스타 시대를 열며 성공적인 '한국발레 대중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창작

1983년 8월

1984년 11월

발레 작업과 함께 과학적인 마케팅을 도입하여‘한국발레 세계화’를 겨냥하며 향후의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을 지향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수준높은 그랜드 오페라를 성공적으로 무대화하여 호평을 받아

1998년 제1단계 개관이후 연 누계 관람객 1천만 명을 돌파

1998년 10월

조직을 현재의 2국 9개팀으로 재편하고, 현재의 인원 규모로 구조

부지조성공사 완공, 9월부터 음악당 공사가 본 궤도에 진입

1987년 1월

예술의전당 건립본부가 독립 법인 운영실체로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으로 출범

조정을 완료
2000년 9월

2003년 9월

음악당이 한국 건축가 협회상을, 서울서예박물관이 88앤트론 디자인
경연대회 대상을 각각 수상하며 그 해 한국 최고의 건축물로

누계 관람객 2천만 명을 돌파하며 국제적 규모의 복합예술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감

2005년 1월

으로 첫 관람객을 맞음
1988년 11월

특수법인으로 그 법인격을 변경하고, 범국민적 차원의 예술기관
으로 위상을 확보

제1단계로 음악당, 서울서예박물관이 준공을 마침으로써, 각각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갖고 개관기념 음악제와 한국서예100년전

이래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문화 감각과 정서를 대변하고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둔 창작품을 발굴, 무대화하여
국내 창작 오페라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오페라 본 고장 형식의 레퍼토리 시스템

1997년 12월

예술의전당 기공식이 거행되고 토목공사에 착공하다. 공사의 규모

1985년 8월

1988년 2월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따라, 명실상부한 한국 최대 규모의 복합예술

추진계획 및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와 문화사적 의미로 기공식은 모든 언론의 1면을 장식

국립오페라단 The National Opera of Korea
1962년 국립극장 산하단체로 시작되어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오페라단은 창단

1993년 2월

음악당 전면 리노베이션 공사를 개시하여 5월 31일 성공적인 재개관
페스티벌을 개최함

2005년 7월

조직을 현재의 3국 12개 팀으로 재편하여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변모함

명성을 얻음

왔다. 관객들에게는 오페라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견 성악가는 물론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최상의 오페라 장(場)을 제공해 온 국립오페라단은 잠재관객 개발을 위한 소극장 오페라 운동, 재능 있고 참신
한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스튜디오 등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외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와 스태프로, 최상의 오페라를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오페라의
대중화와 전문화로 명실상부한‘국립(國立)’오페라단으로 자리잡아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립합창단 National Chorus of Korea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5월에 창단되었고, 2000년 3월
재단 법인 국립합창단으로 모습을 바꾸어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전문 합창단으로 독립 재발족되었다. 연 4
회 정기연주회와 15회의 지역순회연주회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합창 출연과 특별연주회, 해외연주,
국제음악제 등 지금까지 수많은 연주회를 무대에 올렸다.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창의 정수인 종교음악에 이르기까지 국립합창단은 세계 유명 합창곡을 모두 무대에 올림으
로 합창음악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소화해내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
을 향상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음악, 특히 성악발전에 공헌한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고, 현재의 연주역
량은 세계 유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의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1985년 순수 민간 교향악단으로 출범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음악회, 오페라
와 발레 연주, 지방 순회연주 및 기획연주회 등 연평균 80여 회 이상의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987년
부터는 국립극장과 전속 관현악단 계약을 맺어 국립오페라, 국립발레, 국립합창의 반주를 도맡아왔으며, 1989
년부터 사단법인체로 승인되었다. 2001년 3월 창단 16주년을 맞이하여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하고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국내 교향악계에서의 역할과 그 동안 국내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막대
하며, 비록 힘겨운 환경이지만 민간 직업 교향악단도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민간 교향악단의 모델
케이스로 자리잡아 왔다.

January 1982
The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took the decision to
create “an art and culture center to stage and showcase outstanding
artistic realizations of Korea, uphold and promote its artistic tradition
and symbolize the pride and self-esteem of its people”, and reported it
to the Ministry of Culture (present-day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ugust 1983
A transition committee to oversee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Arts
Center was created within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a construction plan was drawn up.
November 1984
A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signaling the start of earthwork
construction. The event made nationwide headlines, and the scope of
the project and its cultural significance impressed the country.
August 1985
Lot preparation was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usic
House began in September.
January 1987
The Seoul Arts Center was incorporated as a foundation with its
Construction Headquarters as the governing body.
February 1988
The Music House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were completed,
marking the end of the 1st phase of the project. The occasion was
celebrated with an inaugural music festival and an exhibit, ‘100 Years
of Korean Calligraphy’.
November 1988
The Music House won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the Grand Prix at the Antron Design
Contest 1988, earning notoriety as Korea’s best architectural works of
their generation.

August 1990
The 2nd phase of project was wrapped up with the completion of the
Hangaram Art Museum and the Art Information Hall (current Hangaram
Design Museum), whose opening was celebrated with an inaugural
exhibition and a seminar on art and culture information systems.
February 1993
With the opening of the Opera House, the Seoul Arts Center became
fully equipped as a full-fledged multifunction art center. Celebratory
events and performances were hosted throughout its facilities.
December 1997
Cumulative attendance since the 1st phase opening in 1988 passed the
10 million mark.
October 1998
A restructuring initiative was undertaken, re-organizing the Seoul Arts
Center into 2 divisions and 9 teams, and bringing the staff size to its
current level.
September 2000
The Seoul Arts Center took up a new legal status as a special
corporation, and acquired national stature as an art institution and
performance venue.
September 2003
Number of visitors to SAC exceeded 20,000,000 SAC’s reputation as
Korea’s leading arts complex continues to hold.
January 2005
The renovation of the Music Hall begins the Music Hall re-opened on
May 31, 2006 a festival to commemorate the re-opening of the Music
Hall is organized.
July 2005
The operation of the staff members was reassessed for further
improvement SAC’s operation of 3 departments with 12 teams was
revised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orient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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