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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Mission & Vision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예술센터로서 순수예술의 메카를 지향하며 국민 문화복지를 실현한다.
Operation of Arts Complex and Promotion of Arts Programs for Development
and People’s Enjoyment Culture and Arts
A Mecca for Arts and Nation’s Culutral Welfare as Korea’s Most Representing
Arts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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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씀

1988년 역사적인 개관 이후,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인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한 노

Since its historic opening in 1988, the Seoul Arts

new cultural space throughout the year 2011, and has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새로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

Center (SAC) has made seamless efforts to lay a solid

been providing more various and higher-quality services

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은 예술의전당의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높게 구축하는 도약의 해였습니다.

foundation as a world-class complex of arts and culture.

to its audience ever since. All of this has been possible

새로운 공간을 증설함으로써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Until today, I think SAC has achieved the desired results

thanks to everyone’s support and encouragement. In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총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을 개관하면서 음악인들에게는 더욱 좋은 연주 공

by progressively promoting various new projects. The

the future, SAC will pursue more advanced facilities

간을 제공하고 음악당의 위상도 한층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두 달여 동안 열린 IBK챔버홀 개관 기념 페스

year 2011, in particular, was the year of building and

and quality cultural contents that ensure both artistic

티벌에는 최정상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개관한 신세계스퀘어 야

taking SAC’s infrastructure to the next level.

value and popularity to extend the opportunity to enjoy

외무대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후원으로 무료 야외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클래식 공연의 대중화에도 기

Thanks to the newly expanded spaces, the audiences

culture and arts to more people, including the culturally

여하였습니다.

visiting SAC can appreciate better-quality culture

isolated people in the society.

예술의전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감동과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

in a more pleasant environment. The IBK Chamber

In the summer of 2011, SAC suffered from serious flood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4층에 최첨단 강의 시설을 갖춘 컨퍼런스홀을 신설

Hall, opened in October 2011, is a mid-sized theater

damages resulting from the heavy rain. Fortunately, we

하여 수강생과 강사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with a total of 600 seats and the capacity to provide

were able to resume our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이렇게 예술의전당은 2011년 한 해 동안 새로운 문화공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객들에게 한층 다양하고

the musicians with a better space for their quality

in five days thanks to our selfless officers and employees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

performances. The opening of the Chamber Hall(IBK)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repair work for days

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질의 문화 콘텐츠로 예술성은 물론 공공성도 확보하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has earned a chance to enhance the reputation of

and nights.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shown by the

등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he concert hall. The IBK Chamber Hall Opening

families of SAC during this time of adversity has been

2011년 여름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수해를 입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들이 밤을 새

Festival was held for about two months from October

the solid root of SAC and its reputation for the last 23

우며 몸을 아끼지 않고 복구 작업에 헌신하여 수해 발생 5일 만에 공연과 전시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through December in 2011, and was honored with the

years.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say that we shared

예기치 않은 시련에 예술의전당 가족이 보여준 단결력과 협동심은 예술의전당이 그 위상을 23년 동안이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world-renowned musicians.

our truthful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and learned

나 확고히 지킬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In August 2011, the Shinsegae Square, an outdoor

the lesson of a lifetime in the year 2011.

이제 예술의전당은 2013년에 개관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술의전당에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stage, was completed with the sponsorship of Shinsegae

In 2013, SAC will celebrate its 25th anniversary. I give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

Corporation. The Shinsegae Square Outdoor Festival,

my sincere gratitude to our loyal audiences for your

기 위해 애쓰는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문화부장관을 비롯한 각계각층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sponsored by Ssangyong Motors, was open to the

interests and encouragement, to our officers and

말씀을 드립니다.

visitors of SAC at no charge and contributed to sharing

employees for your efforts to discover quality services,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복합예술문화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

classical music with the public.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all related dignitaries,

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SAC is constantly promoting academic projects to

including the Minister of Culture, for your support.

provide the opportunity to education in timeless culture

I promise that we will devote our passions and endeavors

and arts for everyone’s happiness. Its Conference Hall

to develop SAC into one of the world’s best complex

on the 4th floor of the Opera House, equipped with the

of arts and culture, and humbly ask for your advice and

state-of-the-arts facilities for lectures, has been added

encouragement.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offer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both
예술의전당 이사장

Seoul Arts Center

유인촌

learners and lecturers.
I can proudly say that SAC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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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the President

사장 인사말씀

2011년 예술의전당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적인’ 복합아트센터라는 말이 더 이상 수사적

In 2011, the Seoul Arts Center achieved a remarkable

of Korean classical music, also developed various

인 의미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quantitative growth and we proved that we are called

music programs and contributed to attracting more

클래식 음악계의 숙원사업이던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 개관과 미술광장에 위용을 드러낸 신세계스퀘어

the “world-class” complex of arts for a reason.

classical music lover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야외무대 신설로 총 7개의 공연장에 6,424석의 객석을 가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를 자랑하게 되

With the opening of the IBK Chamber Hall with 600

the performance circle and have been sold out every

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신 관람객이 240만 명을 넘어가면서 개관이래 최고의 성

seats, which satisfied the long-cherished ambition of

time, <2011 SAC 11a.m Concert> and <SAC Saturday

과를 기록하였습니다.

the classical music sector, and installation of the grand

Concert>, the leading classical music programs in Korea,

2011년 예술의전당의 발전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공익적인 기관운영의

outdoor stage in Shinsegae Square, SAC has become

are constantly attracting many loyal audiences.

면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먼저 공연사업에서는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상주 국립

one of few grand-scale performance venues in the

In addition to its various arts programs, SAC also made

예술단체 프로그램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국내 오페라계의 미래를 보여준 <대학 오페라페스티벌>, 일본

world with seven performance halls and a total of

efforts to improve publicity and customer services.

신국립극장과의 공동작업으로 국내 연극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야끼니꾸 드래곤> 등은 수준 높은 기

6,424 seats. As more than 2,400,000 people visited the

Youth’s Fine Art Academy, as a part of its ongoing social

획 공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립오페라단의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과 국립발레단의 <제

performances or exhibitions held at SAC this year, SAC

contribution projects, opened a free course for children

1회 대한민국 발레축제> 등 상주 예술단체들의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 등이 무대에 올라 2011년 오페라하

recorded its greatest accomplishment since opening.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lso, SAC

우스를 풍성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SAC in 2011 was not limited

received the highest scores in the Ministry of Strategy

국내 클래식계 발전의 산 역사이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to quantitative expansion, but it was also involved

and Finance’s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of public

이 기획되어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연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11시 콘서

improvement of quality of arts program and public

organizations for two consecutive years.

트>와 <토요콘서트>는 계속적인 매진행렬을 기록하였고, 국내 클래식계를 선도하는 <교향악축제>, <청소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vision of

SAC is ready to celebrate its 25th anniversary in 2013.

년음악회>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은 관객을 확보하였습니다.

SAC to promote culture and arts and increase cultural

Based on our achievements thus far, we will do our best

예술의전당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공공성 및 고객 서비스 강화에

experiences for the people.

to ensure quality artworks, services, and public benefits

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미술아카데미

In regards to the per formance programs, there

as a national organization to deliver world-class cultural

에서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기획재정부 주관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to the people of Korea.

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2년 연속 기타 공공기관 최고 득점을 하였습니다.

creative programs of SAC and National Arts Company

I extend my gratitude to the Chairman and directors of

이제 예술의전당은 2013년 개관 25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

throughout the year 2011. In addition to the creative

the Boar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은 예술작품과 서비스,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경험을 선사

programs, such as <SAC Young Artist Opera Festival>

and all dignitaries for your endeavors. I would also like to

하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that showed the future of Korea’s opera sector and

give my thanks to our supporters for your sponsorships

언제나 예술의전당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 이사님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모

<Yakiniku Dragon>, a joint piece with New National

and support, our officers and employees for your

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후원회원님들과 항

Theater, Tokyo that became a sensation in Korean

passionate devotion, and the audiences for visiting SAC. I

상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여러분들께도 고개

theater, many quality programs were presented to

assure you that SAC will make seamless efforts to repay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예술의전당에 보내주시는 끊임없는 지지와 조언에 보답하도록 노

enrich the year of 2011 for the Opera House. Some

your support and advices with quality programs.

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of these pieces included the National Opera Company’s
Thank you

<Korean Opera Festival> and the National Ballet
감사합니다.

Company’s <1st Korean Ballet Festival>.
The Music Hall of SAC, the living history and origin

예술의전당 사장

Seoul Arts Center

Chulmin Mo
President of the Seoul Arts Center

모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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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Board of Directors

연혁 / History

예술의전당
이사회와 함께

세계 최고의
복합아트센터로
도약하겠습니다

2003. 09.
관람객 2천만 명 돌파

Marked 20 million in total audiences

1997. 02.

2005. 05.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음악당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Event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pening

Music Hall renovated and re-opened

1997. 12.

2008. 02.

관람객 1천만 명 돌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Marked 10 million in total audiences

Event Commemorating 20th anniversary
of all venues’ opening

1987. 01.

1999. 11.

2008. 12.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등기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

Seoul Arts Center incorporated and
registered as a foundation

Hangaram Design Museum Opened

비타민스테이션 완공,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예술의전당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1명의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이세웅

김장실

박성택

예술의전당 이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당연직이사]

Vitamin Station completed, Opera
Theater renovated and re-opened

4

5

6

7

곽영진

김의준

이상훈

최태지

1988. 02.

2000. 09.

2009. 01.

특별법인 발족

관람객 3천만 명 돌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음악당,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단계 준공)

Music Hall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Opened (Stage I)

Re-incorporated as a special foundation

Marked 30 million in total audiences

8

9

10

11

1990. 10.

2002. 10.

2011. 08.

강일모

김광웅

신수정

이규도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2단계 준공)

세계음악분수 완공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완공

World Music fountain completed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예술원 회원

성신여대 석좌교수

Hangaram Art Museum and Arts Library
Opened (Stage II)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completed

12

13

14

1993. 02.

2003. 08.

2011. 10.

이두식

정소영

정용진

오페라하우스 개관 (전관 준공)

한가람미술관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음악당 IBK챔버홀 개관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

충남대학교 무용과 교수

(주)신세계 부회장

Opera House Opened (Stage III - full
completion)

Hangaram Art Museum renovated and
re-opened

IBK Chamber Hall Opened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사]

Seoul Arts Center

*이상 가나다 순 (이사) 201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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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 Staff

조직 / Organization

임직원 / Staff

※2011.12.31 기준
As of Dec. 31. 2011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감사

사장

Auditor

사장

김장실

사무처장

박성택

감사

위옥환

지원본부장 전해웅

President

사업본부장 정동혁

감사보

감사보

Associate Auditor

조성문

사무처장

Executive Director

경영기획부 조내경(부장) 박상훈 이재석 김세연 이동조
총무부

정재영(부장) 최강수 김혜수 김명옥 송성완 김우진 서고우니 권세정 이주연 정승연 허정인

시설부

이은관(부장) 송기봉 이재상 유재일 조종구 박남석 오충식 윤경석 정규승 이태훈 정현근 최관태 손명성 이동환 김영민

고객만족부 박치웅(부장) 김영곤 이원호 길세연 김미희 고영근 박거일 이동훈 박상현 박병현 강호국 양지연 임가람

지원본부장

General Director of Administration

사업본부장

General Director of Artistic Management

음악사업부 태승진(부장)
공연사업부 윤동진(부장)

경영기획부

Planning & Finance

음악사업부

Music Management

총무부

시설부

Facilities Management

고객만족부

Customer Service & Information

Seoul Arts Center

운영파트 I 길준웅 서창석 유우식 오승천 권규완 김상근 윤대성 이상은 문성욱
사업파트 I 박민정 최진숙 양우제 신현주 이정아 노형선
운영파트 I 공준택 이용욱 김인서 천세기 구본학 최현규 이용상 박재경 이보만 이윤호 임채흥 류동신 박천일

전시사업부 문창국(부장) 이동국 이재석 감윤조 채홍기 김낙곤 손미정 이준호 서민석 배민경 김영랑 송병하 이소연 기문주 김현숙 김성진 장윤진
홍보부

Accounting & General Affairs

사업파트 I 황복희 곽동희 최석중 김지영 유연경 김신년 김경민 김영수 박은정 이한아름

김광수(부장) 박혜숙 고재진 정다미 김수정 박경복 신혜경 고명진

공연사업부

Performing Arts Management

※2011.12.31 기준
As of Dec. 31. 2011

전시사업부

Fine Art Management

홍보부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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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 Academy

Programs &
Academy 예술사업
음악사업 Music 공연사업 Performing Arts
전시사업 Visual Arts 아카데미사업 Academy
대관사업 Hired Programs

2011 Music

2011

기획공연 리스트

2011 Concert List

콘서트홀 Concert Hall
2011 나눔이 있는 신년음악회 2011 SAC New Year’s Concert 1/4
대한생명과 함께하는 2011 <11시 콘서트> 2011 SAC 11a.m. Concert 1/13, 2/10, 3/10, 4/14, 5/12, 6/9, 7/14, 8/11, 9/8, 10/13, 11/10, 12/8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 콘서트 SAC Saturday Concert 2/19, 3/26, 4/23, 5/21, 6/18, 8/20, 9/17, 10/15, 11/19, 12/17

Music

The Great 3B Series - 브람스 2011 The Great 3B Series - Brahms 2011 3/10, 5/12, 9/8, 11/10
한화와 함께하는 2011 교향악축제 2011 SAC Orchestra Festival 4/1 - 4/20
김지호와 함께하는 2011 예술의전당 어린이음악회 2011 SAC KIDS CONCERT with Kim Ji-ho 5/5
한화와 함께하는 2011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2011 SAC Youth Concert 5/21, 6/18, 7/16, 10/15, 11/19, 12/17
한화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가족음악축제 2011 SAC Family Music Festival 2011 8/6 - 8/21
2011 예술의전당 팝스 콘서트 2011 SAC Pops Concert 9/25
2011 STX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2011 STX Year - end Concert 12/10 - 12/11
이병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 두 번째 이야기 Byeong Woo Lee’s White Christmas 12/23
2011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SAC New Year’s Eve Concert 12/31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개관 기념 페스티벌 SAC IBK Chamber Hall Opening Festival 10/5 - 12/13
LOUIS QUATORZE와 함께하는 손범수, 진양혜의 Talk & Concert Beom - Su Son, Yang - Hye Jin’s Talk & Concert 10/15, 11/19, 12/17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LOUIS QUATORZE와 함께하는 손범수, 진양혜의 Talk & Concert Beom-Su Son, Yang-Hye Jin’s Talk & Concert 3/19, 4/23, 5/21, 6/18, 9/17
2011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시리즈 2011 SAC Artist Series 4/8, 5/13, 6/10, 9/9, 10/7, 11/11, 12/17
2011 예술의전당 여름실내악 2011 Summer Chamber Music Concert 8/16 - 8/21

2011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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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usic

2011 음악사업

2011 Music

2011년은 10월 5일 IBK챔버홀 개관으로 기획공연이 더욱 풍성해진 한 해였다. 두 달 여 동안 진행된 개관기념페스티벌에

The year 2011 enjoyed more special performances than ever with the opening of the IBK Chamber Hall on
October 5. <IBK Chamber Hall Opening Festival> presented a total of 48 performances for almost two months and
invited Korea’s leading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announce and celebrate the grand opening of the IBK
Chamber Hall.

서는 총 48회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인들이 IBK챔버홀의 화려한 개관을 함께 알리고 축하
해주었다.

600

2011년은 10월 5일 IBK챔버홀 개관으로 기획공

연장이다. 객석 어느 자리에서 들어도 마찬가지

연이 더욱 풍성해진 한 해였다. 총 600석 규모

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쏟아졌다.

의 IBK챔버홀은 다른 어느 연주홀보다도 연주자

2011년에도 어김없이 국내 클래식 음악계 대표

와 관객이 서로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

연례 프로그램 <교향악축제>, <11시 콘서트>, <청

든 공연장이다. 이로써 예술의전당은 젊은 개인

소년음악회> 등이 콘서트홀을 수놓았다. <교향

연주자들에게 적합한 리사이틀홀, 대규모 오케

악축제>는 3월 11일 발생한 일본지진의 영향으

스트라 공연에 적합한 콘서트홀에 이어 챔버 오

로 관람객 동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

케스트라나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 연주

가 있었으나, 총 관람객수가 작년보다 약 2,300

자에게 적합한 중간 규모의 공연장을 가지게 되

명 늘어나는 등 여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공연

었다. 챔버홀 개관으로 개인 연주자들과 소규모

을 마쳤다.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은 <11시 콘서트>

챔버 단체들의 연주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우

와 2010년 10월 처음 시작한 <토요 콘서트>는 모

리나라 실내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두 ‘오전 공연’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각 프로그

제>는 클래식에 입문하는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

대된다. <IBK챔버홀 개관기념 페스티벌>에는 독

램이 지닌 고유의 색깔로 관객 몰이에 성공했다.

악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더하는데 크게 기여하

주회, 듀오, 트리오, 챔버 오케스트라, 합창 등

평일 오전시간 대를 여유롭게 즐기는 중년 여성

였다. 또한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내 단일 클래

이 대상인 <11시 콘서트>는 이해하기 쉬운 해설이

이들이 정상급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식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최장인 두 달 여 동안

함께하는 공연인 반면, <토요 콘서트>는 주말을

을 놓아주고자 2010년부터 기획된 <예술의전당

총 48회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신예에서 중견

맞은 직장인 남성 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주 관

아티스트 시리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까지 국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

객층으로, 교향곡이나 협주곡 전 악장 연주에 주

이 밖에도 클래식 마니아층을 위해 기획된 <3B

인들이 출연하여 IBK챔버홀의 화려한 개관을 함

제별 해석이 깊이 있게 덧붙여지는 수준 높은 음

시리즈>는 베토벤, 브람스, 바흐의 작품을 3년

께 알리고 축하해주었다. 음향 평가 또한 뛰어

악회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유정아의 차분한

에 걸쳐 연주하는 시리즈 공연물로, 2011년에

나 “미세한 음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탁월한 공

해설로 진행된 <청소년음악회>와 <가족음악축

는 두 번째 해를 맞아 지휘자 임헌정이 이끄는

IBK챔버홀

총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은 다른 어느 연주홀보다도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공연장이다.

부천필하모닉이 브람스 작품을 연주하였다. 리
사이틀홀에서 진행되었던 <손범수ㆍ진양혜의
Talk & Concert>는 챔버홀 개관을 맞아 10월부
터는 IBK챔버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정명화, 양
성원, 서정학, 김정원, 강주미, 신현수 등 클래
식 연주자들과 이지영(가야금), 김주원(발레), 김
광진(싱어송라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이 출연하여 예술가의 삶과 예술관에 대한 진솔
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관객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연말에는 <이병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12월 23일)와 <제야음악회>(12월 31
일) 등을 통해 2011년 예술의전당을 찾은 수많
은 관람객들의 소원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였다.
Seoul Arts Center

The year 2011 enjoyed more special performances than ever
with the opening of the IBK Chamber Hall on October 5. The
IBK Chamber Hall with 600 seats is designed to accommodate
closer communication between performers and audiences. The
IBK Chamber Hall has given SAC a medium-sized concert hall
suitable for chamber orchestras or renowned musicians with loyal
fans, in addition to the Recital Hall for younger solo musicians and
the Concert Hall for large-sized orchestral performances. Thanks
to the opening of IBK Chamber Hall, solo performers and smallsized chamber member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hamber music in Korea. <IBK
Chamber Hall Opening Festival>, presented various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solo concerts, duo concerts, trio concerts,
chamber orchestra concerts, and chorus concerts. As the longest
classical program there has ever been in Korea, it presented a
total of 48 performances for almost two months and invited
Korea’s leading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announce
and celebrate the grand opening of the IBK Chamber Hall. Many
experts highly complimented its grand opening event and sound
quality, stating: “It is an excellent concert hall designed to capture
every single note. The quality of sound is consistent from any spot
among the audiences.”
None of the leading annual classical music programs was missed
out in 2011, including <2011 SAC Orchestra Festival>, <2011
SAC 11a.m. Concert>, and <2011 SAC Youth Concert>. For
<2011 SAC Orchestra Festival>, some people were concerned that
it may not attract as many visitors because of the great quake in
Japan on March 11. Fortunately, it was more successful than ever
with about 2,300 more visitors compared to 2010. <2011 SAC
11a.m. Concert>, celebrating its 8th season, and <SAC Saturday
Concert>, first introduced in October 2010, are similar as they are
both programmed for the morning slots, but each has successfully
attracted audiences with their unique features as characterized
events. <2011 11a.m. Concert> features comprehensible
interpretation for mid-aged women who enjoy their free time on
the weekdays, whereas <SAC Saturday Concert> presents the
entire movements of symphony or concerto for men or families
along with in-depth interpretation on weekends . Finally, <2011
SAC Youth Concert> and <SAC Family Music Festival 2011> have
2011 Annual Report

greatly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eenagers,
who are learning to appreciate classical music, with the calming
voice of Announcer Jeong-A Yoo. <2011 SAC Artist Series>,
offered since 2010 to discover young and talented performers
and support their growth into top-class musicians, has also been
successful.
In addition, there was <The Great 3B Series>, programmed for the
devoted classical music lovers, performs the works of Beethoven,
Brahms and Bach for three years. For its 2nd year of 2011,
Conductor Heon-Jeong Im performed the works of Brahms with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 <Beom-Su Son, and Yang-Hae
Jin’s Talk & Concert> has been relocated from the Recital Hall to
the IBK Chamber Hall since October and has invited artists from
both the classical music sector, such as Myung-Wha Jeong, SeongWon Yang, Jeong-Hak Seo, Jeong-Won Kim, Joo-Mi Gang, and
Hyun-Soo Shin, and various other artists, including Ji-Young Lee
(Gayageum), Joo-Won Kim (Ballet), and Gwang-Jin Kim (SingerSongwriter). The artists have shared truthful stories of their lives
and arts to touch the hearts of many audiences. At the end of
the year, <2011 SAC White Christmas Concert>(December 23,
2011)> and <SAC New Year’s Eve Concert (December 31, 2011)>
shared the wishes of many people who visited SAC throughou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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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erforming Arts

2011

기획공연 리스트

2011 Performance List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예술의전당 우수영화 시사회 Previews of Critically Acclaimed Films 4/25, 6/8, 9/21, 9/22
예술의전당 <대학오페라 페스티벌> Seoul Arts Center Young Artist Opera Festival
- 사랑의묘약 <L`elisir d`amore> -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8/22 - 8/24

Performing Arts

- 박쥐 <Die Fledermaus> - Dankook University 2011 8/30 - 9/1
- 호프만의 이야기 <Les contes d`Hoffmann> - Kyunghee University 9/7 - 9/9
발레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12/16 - 12/25

토월극장 Towol Theater
2011 한일공동제작연극 <야끼니꾸 드래곤> 2011 Korea-Japan Cooperation Play <Yakiniku Dragon> 3/9 - 3/20
2011 예술의전당 명품연극 <나는 너다> 2011 SAC Classic Play Series 2 <I Am You> 5/17 - 6/6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싱어송라이터시리즈1 - 박선주의 L’automne SAC Singer-Songwriter Series 1 - Park Sun-Joo`s L`automne 11/10 - 11/13
예술의전당 명배우시리즈1 <손숙의 셜리 발렌타인> SAC Best Actor Series 1 <Son Sook`s Shirley Valentine> 11/18-12/4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 야외무대 개관기념 콘서트 SAC Shinsegae Square & Ourdoor Stage Opening Concert 8/12
오페라스타 온 스퀘어 Opera Star on Square 8/13 - 8/14
심수봉 Live 온 스퀘어 Sim Soo Bong Live on Square 8/20 - 8/21
The Very Best of 발레 마스터피스 The Very Best of Ballet Masterpiece 8/27 - 8/28
빅 재즈 콘서트 온 스퀘어 Big Jazz Concert on Square 9/3 - 9/4
재즈파크 빅밴드 & 말로 콘서트 JAZZ PARK BIG BAND & MALO Concert 10/1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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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는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야외무대 개관을 기념해 야외 페스티벌에서는 총 9회에 걸

In August 2011, the Shinsegae Square opened its outdoor stage.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the outdoor
stage, Outdoor Festival presented nine sessions of various programs. Being opened to the public at no charge, the
festival received fervent responses from many families who visited SAC to enjoy their summer nights.

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무료로 진행된 이 공연은 여름 저녁 가족 단위로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객들로부
터 큰 호응을 얻었다.

15,000

2011년 오페라극장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

로는 송일국을 비롯하여 박정자, 배해선 등 국

보인 <대학오페라페스티벌>이 그 두 번째 막을

내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연한 <나는 너

올렸다. 추계예술대학교의 도니체티 <사랑의 묘

다>(5.17~6.6)를 선보였다. 영웅 안중근의 삶을

약>(8.22~24)을 시작으로 단국대학교의 슈트라

밀도 있는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형상화한

우스 <박쥐>(8.30~9.1), 경희대학교의 오펜바흐

이 작품은 광대한 만주벌판, 하얼빈 시가지, 기

<호프만의 이야기>(9.7~9)까지 모두 세 작품이

차역 등의 역사적 상징물들을 사실적인 영상으

총 9회 공연을 펼쳤으며, 약 1만 5천 명의 관객

로 담아 표현하였고, 접이식 무대에 투사하는

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학오페라페스티

역동적인 무대 메커니즘은 극장을 찾은 관객들

벌>에서는 출연진들의 탄탄한 기량이 공연의 완

에게 새로운 무대 미술을 접하게 했다.

성도를 높였다.

한편 자유소극장에서는 천(千)의 얼굴을 가진

연극에서는 이미 2008년 초연 무대에서 한·일

명품배우 손숙이 ‘1인 15역’을 맡은 <셜리 발렌

양국의 주요 연극상을 휩쓸고 그간 재공연 요청

타인>(11.18~12.4)이 주목받았다. ‘배우 중심의

해 기획된 이 공연은 ‘박선주’를 첫 주자로 선정

도 끊이지 않았던 <야끼니꾸 드래곤>(3.9~20)

연극’으로 기획된 이번 작품에서 손숙은 여전히

했다. 블랙박스 형식의 자유소극장에서 가을 분

이 토월극장 무대에 한 번 더 올랐다. 예술의전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아주 매력

위기를 한껏 낸 무대세트와 호소력 짙은 박선주

당과 일본 신국립극장이 공동제작한 <야끼니꾸

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의 보컬, 낭만적이고 가슴을 울리는 연주의 조화

드래곤>은 일본 공연에서는 공연 한 달 전 ‘전석

2011년도에 새롭게 기획한 예술의전당의 시리

로 가을 저녁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객들을 매료

전회 매진’을 기록하였고, 한국 공연에서도 유료

즈 기획물 <싱어송라이터 시리즈>는 11월 10일

시켰다.

객석점유율이 무려 82퍼센트에 달하는 등 흥행

그 첫 번째 막을 올렸다. 1980~90년대 이후 우

2011년 8월에는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가 새

에 성공하였다.

리나라 대중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싱어송

롭게 문을 열었다. 야외무대 개관을 기념해 열

<예술의전당 명품연극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

라이터(Singer-Song Writer)’를 재조명하기 위

린 <쌍용자동차와 함께하는 야외 페스티벌

대학오페라페스티벌
약 1만 5천 명의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학오
페라페스티벌>에서는 출연진들의 탄탄한 기량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1>(8.13~9.4)에서는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갈라, 대중음악, 발레, 재즈, 라틴뮤직 등 총 9
회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무료로 진행된 이 공연은 여름 저녁 가족 단위
로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국립오페라단과 중국국가대극원이 공
동주최한 푸치니의 <투란도트>(1.25~28),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연주를 맡아 화제가 되었던
<시몬 보카네그라>(4.7~10), 국립발레단이 9년
만에 선보여 전석매진을 기록한 <지젤>(2.24~27)
과 창작발레 <왕자호동>(4.22~24) 등 국립단체
들의 수많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올 한해도 오페
라하우스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해 주었다.
Seoul Arts Center

In 2011, the Opera Theater held the 2nd <SAC Young Artist
Opera Festival> after its first session the year before. Starting with
Donizetti’s <L`elisir d`amore (Aug 22-24)> by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three operas, also including Strauss’ <Die Fledermaus
(Aug 30-Sep 1)> by Dankook University and Offenbach’s <Les
Contes d’Hoffman (Sep 7-9)> by Kyunghee University, were
presented nine times, successfully attracting about 15,000
audiences. For the 2nd <SAC Young Artist Opera Festival>, in
particular, the actors and actresses demonstrated excellent abilities
to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performances.
In play, <Yakiniku Dragon (Mar 9-20)>, which has been bestowed
almost all major theater awards in Korea and Japan after its
premiere in 2008 and has seen constant demands ever since, was
performed once again in Towel Theater. <Yakiniku Dragon>, coproduced by the Seoul Arts Center (SAC) and the New National
Theatre,Tokyo, successfully sold out all tickets of all performances
a month before the scheduled performance in Japan. It was also
successful in Korea, considering that 82% of paid tickets were
occupied.
The second play for the <2011 SAC Classic Play Series 2> was <I
am You (May 17-Jun 6), starring Korea’s best actors and actresses,
including Jeong-Ja Park, Hae-Seon Bae, and Il-Kuk Song. This
play was about the life of Korea’s national hero, Jung-Geun Ahn,
and boasted excellent directing and impressive performances. It
presented the historical landscapes of the vast Manchurian plains,
the Harbin city, and the railway station in realistic pictures. The
dynamic stage mechanism projected on foldable stages introduced
a new form of stage design to the audiences.
In Jayu Theater, Sook Son, famous for her chameleon-like
performance, attracted attention by playing 15 roles in <SAC Best
Actor Series 1-Son Sook’s Shirley Valentine (Nov 18-Dec 4)>. In
this “actress-centered play”, Son fascinated the audiences with her
intriguing performance and transformation throughout the play.
The new <SAC Singer-Songwriter Series 1> added in 2011
showed its first stage on November 10. This performance was
programmed to cast new light on the singer-songwriter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Pop since the 1980s-90s
and selected Seon-Joo Park as the first performer. In Jayu Theater,
in the shape of a black box, the harmony of stage set with the
2011 Annual Report

elements of autumn, Seon-Joo Park’s appealing voice, and the
touching sounds of various instruments playing romantic music
mesmerized the audiences who were there to enjoy an autumn
night at SAC.
In August 2011, the Shinsegae Square opened its outdoor stage.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the outdoor stage, <Outdoor Festival
with Ssangyong Motors (Aug 13-Sep 4)>, presented nine sessions
of various programs, including classical music concerts, opera gala
concerts, pop music concerts, ballet performances, jazz concerts,
and Latin music concerts. Being opened to the public at no charge,
the festival received fervent responses from many families who
visited SAC to enjoy their summer nights.
In addition, Puccini’s <Turandot (Jan 25-28)>, which Korea
National Opera Company co-sponsored with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NCPA) of China, <Simon Boccanegra
(Apr 7-10)>, which was conducted by Myung-Hoon Chung and
performed by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Giselle (Feb 2427)>, which was the first performance in nine years after the last
one in 2002 and almost all seats were occupied by enthusiastic
ballet lovers, and finally the creative ballet piece titled <Prince
Hodong (Apr 22-24)> enriched the Opera House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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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리스트

2011 Exhibition List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프랑스 국립 베르사이유 특별전 Exposition Speciale de Chateau de Versailles en Coree 2010/11/5 - 2011/3/6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전 World Stars in Contemporary Art 2010/12/18 - 2011/2/25
예술의전당 소장작품전 SAC Collection Exhibition 1/4 - 1/8

Visual Arts

이승오 작품전 - 기획초대전 SAC Artist Invitational Exhibition - Solo Exhibition of Lee Seung O 1/10 - 1/26
방관자의 공연 - 한중일 현대사진전 Performance by Onlookers - Contemporary Korean-Japanese-Chinese Photographs 5/4 - 5/22
오르세미술관전 2011 Musée d’Orsay 6/4 - 9/29
미술과놀이 - 움직이는 미술전 2011 ART & PLAY-Kinetic Art 7/8 - 8/24
스키타이 황금문명전 The Gold Treasures of Ukraine 12/1 - 2012/2/26
해외작가 초대전 <놀이의 순간> Contemporary Art Exhibition - Aha! moment 12/22 - 2012/2/15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창암 이삼만 - 물처럼 바람처럼 Chang Am, Lee Samman’s - Like River, Like Wind 2010/12/22 - 2011/2/27
권창륜·안승일의 山의 靈과 氣 Brush - Camera - Kwan Chang Ryun - Ahn Sung Il ; Mountain Soul & Sprit 4/30 - 5/22
걸레스님 중광전 - 만행 Jung Kwang - The Way of Wandering Monks 7/22 - 8/21
안녕하세요. 조선 천재 화가님 Hello, a Genius Artist of Chosun Dynasty 12/23 - 2012/3/4
해동서성 김생 탄생 1300주년 특별전 Commemorating The 1300th Anniversary of Kim Saeng’s birth, Korean Calligraphy Master 1
 2/24 -

2012/3/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브루노 무나리 展 Bruno Munari 10/9 - 10/30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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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가람미술관은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스타 작가 185명의 작품 202점이 전시된 <월

Hangaram Art Museum celebrated the New Year of 2011 with <World Stars in Contemporary Art>, presenting a
total of 202 pieces by 185 star artists from Andy Warhol, the progenitor of Pop Art, to Damien Hirst.

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전>으로 문을 열었다.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미술관의 2011년은 전통에서 현대까지, 고

2011년은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에서 데미

대에서 컨템퍼러리까지 전 시각예술영역을 망라

안 허스트까지 스타 작가 185명의 작품 202점이

하며 벅찬 호흡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다.

전시된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전>으로

370,776

문을 열었다. 특히 이 전시의 도록은 참여 작가

서울서예박물관

들의 약력을 집대성함으로써 컨템퍼러리 아트의

예술의전당 서예관이 한국서예사의 정립을 위하

충실한 교과서가 되었다.

여 줄기차게 추구해 온 한국서예사특별전은 29

2003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한가람미술관

번째로 창암 이삼만(李三晩, 1770〜1847)탄생

의 대표전시 <미술과 놀이전>은 한국현대미술의

240주년 기념전 <창암-물처럼 바람처럼>을 소

놀이성에 주목하여, 많은 고정 관객을 확보하며

개하였다. 이 전시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

대중화에 성공하였다. 2011년에는 ‘키네틱아트’

지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된 이후 정읍, 전주,

등 중광의 대표작 100여 점이 소개되었다.

를 주제로 한 <2011 미술과놀이-움직이는 미술

광주, 서귀포 등 전국적인 순회전을 거쳤다.

서울서예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젊은 관객층

전>을 개최하여 조각, 설치, 미디어를 다루는 작

‘붓과 카메라’라는 두 매체의 이색적인 만남이 이

몰이에 성공한 <안녕하세요, 조선천재화가님>은

가 14명의 작품 60여 점을 소개하였다.

루어졌던 <권창륜ㆍ안승일 山의 靈＆氣>전시는

디지털 아트와 한국동양화의 이색적인 재해석과

2007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가람미술관을 찾

같고도 다른 두 도구로 ‘산에 대한 불이(不二)의

만남으로 어린이 관객은 물론 성인 관객의 눈을

은 <오르세미술관전>은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시선’을 그렸다. 서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사로잡았다.

꿈’이라는 주제로 밀레의 <봄>, 고흐의 <아를의

왔던 ‘사진’과 ‘서예’가 산에서 하나로 통(通)하는

해가 다 가기도 전에 30번째 한국서예사특별전

별이 빛나는 밤> 등 19세기 후반 대표 작가들의

최초의 전시가 되었으며 <백두산>, <북한산>, <지

인 <해동서성 김생 탄생 1300주년 특별전-筆神

주옥같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리산>, <한라산> 등 산을 주제로 한 현장필묵 대

ㆍ聞道>이 개최되어 김생의 서예미학이 한국서

연말에는 한민족 기원의 한 갈래를 보여주는 <스

작과 산악사진 60여 점이 전시되었다.

예역사에서 어떻게 계승되어왔고, 또 계승될 것

키타이 황금문명전-유라시아 초원에서 한반도

여름에는 기인으로 통했던 한 예술가의 삶과 작

인가를 통시적으로 조명하였다.

까지>가 개최되어 우크라이나 국립역사박물관과

품을 담은 <걸레스님 중광전-만행卍行>이 열렸

국립문화재박물관의 유물 260점이 전시되었다.

다. 이 전시에서는 도자, 회화, 글씨, 행위예술

오르세미술관전
2007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가람미술관을 찾은 <오르세
미술관전)은 370,776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다.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1년 디자인 미술관의 대표적인 기획전시 <브
루노 무나리-Bruno Munari>(10.9~10.30)는 작
품의 친밀감과 유희성을 중시하였고, 특히 ‘놀
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켜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쉽게 만지고 접할 수 있으며 즐겁게 상상할 수
있는 삶의 일부분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월트디즈니특별
전>에서는 메리블레어, 구스타프 텐그렌, 글렌
키 등 20세기 최고 아티스트들이 월트 디즈니를
순수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600여 점의 작품들
이 전시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Hangaram Art Museum celebrated the New Year of 2011 with
<World Stars in Contemporary Art>, presenting a total of 202
pieces by 185 star artists from Andy Warhol, the progenitor of
Pop Art, to Damien Hirst. The Collection Book of this exhibition
became a good textbook of contemporary art by compiling the
personal profiles of all participating artists.
Hangaram Art Museum’s most popular annual exhibition
since 2003, <Art & Play>, already has many loyal fans and has
successfully gained popularity, focusing on the play aspect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2011, Hangaram Art Museum hosted
<2011 Art and Play> with the theme of ‘Kinetic Art’ to exhibit
about 60 pieces by 14 artists specialized in sculpture, installation
and media art.
<2011 Musee d’Orsay>, returning to Hangaram Art Museum
after 2007, became a great hit in 2011 by exhibiting some of
the masterpieces by the leading artists of the late 19th Century,
including <Le printemps> by Millet and <La nuit etoilee> by Gogh,
for the theme of ‘Gogh’s Starry Night and Painters’ Dreams’
By the end of the year 2011, <The Gold Treasures of Ukraine> was
held to show one of the roots of the Korean people and exhibited
260 relics dedicated by the National History Museum and National
Cultural Asset Museum of Ukraine.
For Hangaram Art Museum, the year 2011 was truly fruitful as it
passionately explored all fields of visual art from traditional art to
modern art and from ancient art to contemporary art.

how the two artists addressed ‘the absolutely equal views of the
mountains’ using the two same yet different tools. This was the first
exhibition that brought together the two genres of ‘photography’
and ‘calligraphy’, which were once deemed parallel to each other, in
the mountains. About 60 pieces of photographs and Chinese-ink
paintings created in the mountains were brought for the exhibition
from <Mt. Baekdu>, <Mt. Bukhan>, <Mt. Jiri>, and <Mt. Halla>.
In the summer, the Seoul Calligraphy Museum held <Jung KwangThe Way of Wandering Monks>, showing the life and artworks
of an artist who was also known as an eccentric. The exhibition
featured about 100 pieces of Priest Jung Kwang’s major pieces,
including porcelain, paintings, calligraphies, and performing arts.
<Hello, a Genius Artist of Chosun Dynasty> was one of very few
exhibitions of the Seoul Calligraphy Museum that successfully
attracted young visitors. It captured the eyes of children by
reinterpreting the convergence of digital art and Korean paintings.
Just before the year 2011 passed, the Seoul Calligraphy Museum
held its 30th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300th
Anniversary of Kim Saeng’s birth, Korean Calligraphy Master>.
This exhibition addressed how his aesthetics have been succeeded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and how it will be
succeeded in the future in chronological order.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The Korean Calligraphy History Special Exhibition, continuously
organized by the Seoul Calligraphy Museum of SAC to establish the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celebrated its 29th special exhibition
with <Chang Am, Lee Samman’s Like River, Like Wind> honoring
the 24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Sam-Man Lee (李三晩, 17701847). After taking place in the Seoul Calligraphy Museum from
the end of 2010 through the early 2011, this exhibition had a tour
across Korea, stopping in Jeongeup, Jeonju, Gwangju, Seogwipo,
and many more.
<Kwon Chang Ryun & Ahn Seung-Il; Mountain Soul & Sprit>,
bringing the two media of brush and camera together, displayed

Hangaram Design Museum
The major special exhibition of Hangaram Design Museum in 2011
was <Bruno Munari>. Held from October 9 (Sun) to October
30 (Sun) in 2011, this exhibition put emphasis on closeness and
amusement, and particularly stressed the concept of ‘play’ to
manifest that design is a part of life that is easy to touch, play with,
and imagine in everyday life,
In Asia’s first <Dreams Come True: The Art of Disney’s Classic Fairy
Tales>, it exhibited about 600 fine art pieces of all-time-favorite
characters of Walt Disney, presented by the biggest names of the
20th Century art sector, such Mary Blare, Gustaf Tenggren, and
Glen Ke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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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cademy

2011

아카데미 기획 프로그램

2011 Academy’s Programs

음악아카데미 Music Academy
2011 음악영재아카데미 콘서트 2011 Music Academy; Prodigy Concert 11/5

미술아카데미 Fine Arts Academy
제3회 예술의전당 작가 스튜디오 展 The 3rd SAC Artists’ Studio Exhibition 1/28 - 2/21

Academy

아카데미아 23인전 Academia 23 3/16 - 3/31

어린이미술아카데미 Youth’s Fine Arts Academy
어린이미술아카데미 평가전 Youth’s Fine Arts Academy Evaluation Exhibition 3/31 - 4/3

서예아카데미 Calligraphy Academy
2011년(제23기) 서예아카데미 회원전 2011 Calligraphy Academy Member’s Exhibition 12/7 - 12/18

Seoul Arts Center

2011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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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rts Education

2011 아카데미사업

2011 Academy

2011년 가을에는 오페라극장 4층에 강의전용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수강생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강사진

In the autumn of 2011, Music Academy expanded its space by creating learning rooms on the 4th floor of the
Opera House. Today, learners can attend quality classes at Seoul Arts Center offered by the best instructors in
Korea.

으로 구성된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음악아카데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

음악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며,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아카데미

음악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1999년

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년간 총 73개 반에

11월 음악영재아카데미로 시작하였다. 2002년부

1,401명의 수강생들이 강좌에 등록했으며, 개인

터는 공연문화예술 향유층의 저변 확대를 목적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작가스튜디오와 자유스튜

으로 성인 감상강좌도 개설하여 확장 운영하고

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업 공간

있다.

이 없는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작가스튜

2011년 가을에는 오페라하우스 4층에 컨퍼런스

디오 프로그램은 1년 과정 후 심사를 거쳐 한가

홀을 조성하여 강의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였

람미술관 작가스튜디오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수강생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강사진으로 구성된 음악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요일별로 특성화된 인문학 강좌는 2011년부터

수 있게 되었다.

오페라하우스 4층에 전용 강의실이 마련되면서

아울러 여름과 겨울 특강 기간에는 인지도 높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

아티스트나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오페라와 클

었다. 다양한 영상 및 음향 장비가 구비되어 수

래식 장르뿐만 아니라 발레, 재즈 등으로 강좌

강생과 강사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21
어린이미술아카데미
다섯 개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1,921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내용을 다양화시켜 대중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
로써 예술의전당 음악아카데미는 꾸준히 수강생

어린이미술아카데미

을 확보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계속적인 성장을

1992년 문을 연 어린이미술아카데미는 ‘어린이

양하게 구성된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특히 9월에

이루고 있다.

에게 꿈과 상상의 자유를’이라는 교육이념을 일

새로 개설한 ‘다문화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는 저

관적으로 추구해오며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과

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액

미술아카데미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된다. 예술의전당 어린이아카데미는

1991년 9월 개설된 성인미술아카데미는 순수미

2011년에도 ‘어린이미술강좌’, ‘영재미술강좌’, 중

우리나라 어린이 미술교육의 선두에서 체계적이

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리더강좌’ 등 연령별로 다

고 수준 높은 교육방법으로 어린이 미술교육 발
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예아카데미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는 1988년 개관 이래
23년간 꾸준히 서예 대중화를 주도해 왔으며,
2011년에는 총 121개의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
하며 그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서예실기강좌에 더하여 국
학강좌를 새로 개설하는 등 이론 강좌의 개발에
도 노력하였다. 국학강좌에는 <논어>반이 운영되
어 동양학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Seoul Arts Center

Music Academy
Music Academy was established as Music Academy for the Gifted
in November 1999 to discover and nurture gifted children to lead
the next generation of Korea’s music sector. Since 2002, Music
Academy has been offering music classes for adult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performances, culture and arts.
In the autumn of 2011, Music Academy expanded its space by
creating learning rooms on the 4th floor of the Opera House.
Today, learners can attend quality classes at Music Academy offered
by the best instructors in Korea.
During the special summer and winter seasons, Music Academy
invites renowned artists or instructors to offer various classes
in opera, classical music, ballet, jazz, and many more. By doing
so, Music Academy of SAC is constantly attracting learn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its classes.
Fine Arts Academy
Fine Art Academy, opened in September 1991, operates various
hands-on courses for anyone who is interested in fine art. It has
been a reliable academy for anyone who wishes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fine art. It has attracted 1,401 students in one
year with a total of 73 classes, and is operating Artist Studio
Programs and Free Studio Programs as well. Artist Studio Programs
are particularly for artists and art students without a studio and the
participants are deliberated after one year in the program to earn
opportunities to exhibit in Hangaram Art Museum’s Artist Studio
Exhibition.
Humanities Academy, with different lectures assigned to each day
of the week, offers a more pleasant learning environment equipped
with state-of-the-arts video and sound systems as the Conference
Hall on the 4th floor of the Opera House has been converted into
lecture rooms and it has been highly popular among both learners
and instructors.
Youth’s Fine Arts Academy
Opened in 1992, Youth’s Fine Arts Academy has consistently
pursued “Freedom of Dreams and Imagination for Children” as
its educational philosophy to develop children’s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2011 Annual Report

In 2011, it opened various courses for various age groups, spanning
from ‘Children’s Art Courses’, ‘Art Courses for the Gifted’, and
‘Global Leader Cours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particular, the
new ‘Art Cours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opened in September
2011 is offered for children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t no charge. As the leader of Korea’s art education for children,
Youth’s Fine Arts Academy in SAC i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rt education with its systemized and quality
educational methodologies.
Calligraphy Academy
Since its opening in 1988, Calligraphy Academy in SAC has
unyieldingly led the popularization of calligraphy for 23 years. In
2011, it offered 121 quality courses to solidify its foundation.
Calligraphy Academy particularly added Kookhak (Koreanology)
courses in 2011 to attract many learners and made efforts to
develop hands-on courses and theoretical courses on Calligraphy.
Its Kookhak (Koreanology) courses include a class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for discussions in Ori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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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d Programs

Hired Programs

대관공연 및 전시리스트
콘서트홀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04.30

(주)빈체로

이무지치 내한공연

06.16

한겨레신문(주)

서울종합예술학교 그랜드 콘써트

04.3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서울필하모닉 창단 20주년기념 정기연주회

06.17

서울필하모닉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05.01

(주)마스트미디어

백건우, 그리고 리스트

06.19

크레디아

2011 행복한 동문 가족을 위한 화합음악회

05.01

재경전주고북중총동창회

여름으로 콘서트

06.19

SENS

제8회 밀알 콘서트

05.02

밀알복지재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2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안네 소피 무터 in RECITAL

05.03

크레디아

코리안심포니 제174회 정기연주회

06.2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아름다운 우리노래

05.04

노블아트오페라단

슈투트가르트체임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6.22

(주)비텍아이앤씨

조수미 &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

05.06

크레디아

서울시향의 익스플로러 시리즈 II

06.2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조수미 &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

05.07

크레디아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제657회 정기연주회)

06.24

한국방송공사

2018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강릉시립교향악단 음악회

05.07

강릉시청

2011디토페스티벌-앙상블디토&파커콰르텟듀오리사이틀

06.25

크레디아

브라부라 콘서트

05.08

영음예술기획

백건우, 그리고 리스트

06.25

크레디아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협주곡 콘서트

05.08

(주)마스트미디어

송영훈의 4 첼리스트 콘서트

06.26

더스톰프

제26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05.09

예인예술기획

마르틴 슈타트펠트 피아노 리사이틀

06.26

(주)빈체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실내악 갈라 콘서트

02.27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프랑스 쌩마르크합창단 내한공연

05.13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위대한 유산/[베토벤-장엄미사]

06.27

서울오라토리오

라이징스타 & 유스오케스트라

01.08

영앤잎섬(주)

창작오페라 유관순 갈라콘서트

03.0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2011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05.14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06.28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류이치 사카모토 내한공연

01.09

(주)빈체로

포플레이 데뷔 20주년 내한공연

03.02

플러스히치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향악연주회

05.14

영앤잎섬(주)

숭실OB남성합창단 제31회 정기연주회

06.29

뮤직플러스

류이치 사카모토 내한공연

01.09

(주)빈체로

프리모 깐딴떼 한,미친선 콘서트

03.03

영음예술기획

미샤 마이스키 & Family in Concert

05.15

(주)빈체로

조지윈스턴 피아노 솔로 콘서트

06.30

서울예술기획(주)

제47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신년음악회)

01.1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콘서트

03.04

(재)CBS

알라바마대학합창단 내한 공연

05.15

(주)비텍아이앤씨

볼쇼이 극장 오페라 갈라 콘서트

07.01

(재)CBS

3인 3색_W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1 신년음악회

01.12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03.06

(주)인프로덕션

제 51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16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 디토 페스티벌 - This is Ravel!

07.02

크레디아

우리금융그룹 신년음악회

01.1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3.07

(주)빈체로

다니엘 리 첼로 리사이틀

05.17

(주)마스트미디어

2011 디토 페스티벌 - DITTO OLYMPIC

07.02

크레디아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

01.1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3.08

(주)빈체로

루카스 제뉴서스 피아노 콘써트

05.18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2011 디토 페스티벌 - IMPRESSIONISM

07.03

크레디아

머니투데이와 함께하는 다울 음악회

01.15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제48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신춘음악회)

03.0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II

05.1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1 디토 페스티벌 - 임동혁&신현수 듀오 리사이틀

07.03

크레디아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Overture to 2011

01.16

공연문화발전소

서울시향의 명협주곡 시리즈 I

03.1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05.20

(사)서울바로크합주단

한국교수성가단 정기연주회

07.04

지음기획

제3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01.16

(사)김자경오페라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9회 정기연주회

03.12

(사)프라임필하모닉

2011 서울국제음악제

05.22

헥사공연예술기획

2011정기연주회 <말러마스터시리즈Ⅱ>

07.05

서울내셔널심포니

제 21회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1.17

한국예술종합학교

배다해 & KPO(코리아타악기오케스트라) 로맨틱 콘서트

03.12

아시아투데이

2011 중앙대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제658회 정기연주회)

07.06

한국방송공사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01.18

유니버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랑코르샤 새봄을 여는 로맨틱 콘서트

03.13

서울예술기획(주)

오페라 갈라콘서트-프로포즈

05.23

서울필하모닉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시리즈 IIl

07.0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20회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신년정기연주회 '소녀'

01.19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티브 바라캇 화이트 콘서트

03.13

크레디아

제8회 뮤즈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24

김동수_뮤즈윈드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8회 정기연주회)

07.08

한국방송공사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1.20

(주)빈체로

스티브 바라캇 화이트 콘서트

03.14

크레디아

2011 서울국제음악제

05.25

헥사공연예술기획

코리아남성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07.09

세실예술기획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I

01.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03.15

서울신포니에타

173회 정기연주회

05.26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9회 한국원로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07.09

한국원로교향악단

2011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01.22

크레디아

스타콘서트

03.16

예술기획 파홀로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제655회 정기연주회)

05.27

한국방송공사

청소년 음악 여행

07.1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금난새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의 共感(공감)

01.22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2011 패밀리 콘서트

03.17

예인예술기획

국내외 한센병 가족을 돕기위한 자선음악회-그대 있음에

05.28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베누스토 윈드오케스트라 창단12주년 정기연주회

07.10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메르세데스-벤츠_빈 소년 합창단 신년 콘서트

01.23

크레디아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신춘음악회

03.18

서울필하모닉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제 78회 정기연주회

05.28

(주)마스트미디어

이마에스트리 제 6회 정기연주회

07.11

(주)드림빌엔터테인먼트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열정의 새해, 2011년'

01.24

예솔기획

영감과열정 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3.19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차이코프스키

05.29

공연문화발전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11회서울코리아합창페스티벌

07.12

모티브플래닝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1.25

영음예술기획

차이코프스키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03.19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2011 서울국제음악제

05.29

헥사공연예술기획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11회서울코리아합창페스티벌

07.13

모티브플래닝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신년음악회

01.26

서울필하모닉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 제14회 정기연주회

03.20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2011 서울국제음악제

05.30

헥사공연예술기획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내한공연

07.14

(주)빈체로

대우증권과 서울바로크합주단이 함께하는 2011신년음악회

01.27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제3회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03.21

예인예술기획

수원시립합창단 제135회 정기연주회"창단29주년 기념"

05.31

수원시청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I, 한 여름 밤의 꿈

07.15

(주) 신세계

브라보! 재즈 라이프 콘서트

01.28

(주)인프로덕션

코리아타임스61주년 신춘음악회

03.22

코리아타임스

이화여고 개교125주년/총동창회100주년 기념음악회

06.01

콘서트디자인

삶과 나눔 콘서트 "삶의 노래"

07.17

모티브플래닝

2011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럴땐 이런음악'

01.29

훈엔터테인먼트

서울시향의 익스플로러 시리즈 I

03.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남성합창단 창단53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06.02

뮤직플러스

재즈 슈퍼 콘서트 'SING SING SING'

07.17

JNH뮤직

제11회정기연주회핸드벨연주회

01.30

세실예술기획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3회 정기연주회)

03.25

한국방송공사

서울시향의 명협주곡 시리즈 II

06.0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9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18

예인예술기획

Classic Rainbow

01.31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신춘음악회

03.26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사랑이머무는곳에

06.04

평안의집

제29회 예원 정기 연주회

07.19

(주)음연

2011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02.05

실버트레인

(사)한국여성작곡가회 30주년기념 국제현대음악제

03.27

예인예술기획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제51회정기연주회

06.04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서울팝스 창단23주년 기념(제101회 정기연주회) 하성

07.20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영혼을 울리는 음악회 I/제50회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

02.09

서울오라토리오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33회 정기연주회

03.28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서울신포니에타 제142회 정기연주회 및 환경의날 기념

06.05

서울신포니에타

서울시향의 명협주곡 시리즈 III

07.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SNO 정기 연주회

02.11

서울내셔널심포니

국립합창단 제136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03.29

(재)국립합창단

서경대학교 2011정기연주회

06.0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KBS교향악단 기획연주회

07.22

한국방송공사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82회 정기연주회 연인들을

02.13

(사)코리아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제172회 정기연주회

03.3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한국오라토리오 싱어즈

06.06

세실예술기획

양호재단과 정명훈이 함께 하는 미라클 오브 뮤직

07.23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

발렌타인데이 아르츠콘서트 '세기의 사랑'

02.13

더스톰프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1회 정기연주회

03.31

(주)서울모테트합창단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06.07

영음예술기획

제13회 최훈차 콰이어 정기연주회

07.23

영음예술기획

두 남자 -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15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성신여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음악회

04.10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음악회

06.08

서울여자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_ 베토벤

07.24

공연문화발전소

월드디바 로즈장의 Nouveau-Classics 콘서트

02.17

로즈뮤직

힐러리 한 &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04.12

(주)빈체로

제49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0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오페라스타 콘서트

07.24

(주)인프로덕션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19회 정기연주회

02.18

경기도문화의전당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4thWAVE

04.21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6회 정기연주회)

06.10

한국방송공사

2011 성남교향취주악단 정기연주회

07.25

예인예술기획

유진 우고르스키 & 콘스탄틴 리프쉬츠 듀오 리사이틀

02.19

(주)빈체로

2011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II - Discover

04.2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러시아 거장 시리즈 Ⅱ <세르게이 안토노프 내한공연>

06.11

MENO MUSIC(메노뮤직)

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1 정기연주회

07.27

(사)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태교음악회

02.20

훈엔터테인먼트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3

(주)동아일보사

2011 (사)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11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제79회 매헌 음악제

07.29

(사)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02.23

(주)마스트미디어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4

(주)동아일보사

콰르텟 21 창단20주년 기념 음악회

06.12

예인예술기획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07.30

(주)동아일보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I

02.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88회 서울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04.26

서울윈드앙상블

블라디미르 압치니코프 피아노 독주회(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06.12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1 청소년을 위한 교향곡 여행

07.30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2회 정기연주회)

02.25

한국방송공사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04.27

(주)마스트미디어

김남윤 바이올린 독주회

06.13

(주)마스트미디어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07.31

(주)동아일보사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 오페라 콘서트

02.26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다울음악회(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4.28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국립합창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칸타타 '라자로의 노래

06.14

(재)국립합창단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7.31

(주)씨엠아이

100만 선플 달성기념 20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02.26

화희오페라단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4회 정기연주회)

04.29

한국방송공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15

(사)프라임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 Concerto Series

08.0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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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 유럽투어 기념음악회

08.0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박종호 클래식 콘서트

10.04

(사)한국음악협회

성정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

11.23

재단법인 성정문화재단

김해은 첼로 독주회

12.03

(주)마스트미디어

대우증권 창립41주년 기념 바렌보임 베토벤 교향곡

08.10

크레디아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박종호 클래식 콘서트

10.05

(사)한국음악협회

서울시향의 익스플로러 시리즈 III

11.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김동규, 박혜진 듀오 콘서트

12.04

예술기획 파홀로

대우증권 창립41주년 기념 바렌보임 베토벤 교향곡

08.11

크레디아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한 · 호 수교50주년 기념음악회

10.06

(사)한국음악협회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3회 정기연주회)

11.25

한국방송공사

통일부와 함께하는 빈 피아노 콰르텟 초청 연주회

12.05

(주)음연

대우증권 창립41주년 기념 바렌보임 베토벤 교향곡

08.12

크레디아

2011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III - Fairy T

10.0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리사이틀

11.26

크레디아

캄머신포니에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2.06

코리아무지카

대우증권 창립41주년 기념 바렌보임 베토벤 교향곡

08.14

크레디아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도>

10.08

크레디아

연세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악 연주회

11.26

영앤잎섬(주)

제28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12.07

예인예술기획

2011년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뮤즈윈드 오케스트라”

08.16

예인예술기획

말러서거 100주년 기념-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10.0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13회 프리마돈나앙상블 정기연주회

11.27

헥사공연예술기획

<마크 그로웰스와 친구들> 콘서트

12.08

(주)인프로덕션

여름방학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08.17

지클레프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도)

10.09

크레디아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27

아이엔티

김이정 바이올린 독주회 - 사랑 나눔 콘서트Ⅱ

12.10

뮤직필

2011 서울신문 청소년 음악회

08.18

서울신문사

KT&G와 함께하는 언플러그드 에세이

10.09

(주)중앙일보문화사업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실내관현악단

11.28

(주)빈체로

테너 강무림 독창회

12.14

세실예술기획

조이오브스트링스 클래식 스토리Ⅱ Summer Conce

08.19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숭실대학교 개교 114주년 기념 제15회 숭실대 콘서바

10.10

예인예술기획

세종솔로이스츠 2011 내한공연

11.29

세종솔로이스츠

나윤선 French 크리스마스 콘서트(12.15)

12.15

서울예술기획(주)

Counter Tenor 이동규 & Baritone 이

08.22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조트리오 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

10.11

컬쳐비즈

2011 앙상블 베를린 내한공연 (Ensemble B

11.30

SMI엔터테인먼트

나윤선 French 크리스마스 콘서트(12.16)

12.16

서울예술기획(주)

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1 정기연주회

08.23

(사)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쉬케나지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0.12

(주)빈체로

제 22회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01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스트링 콰르텟 재창단 연주

12.18

(주)마스트미디어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제659회 정기연주회)

08.24

한국방송공사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II, 10월의 어느 멋진 밤

10.13

(주) 신세계

백건우 & 파리 오케스트라(12.2)

12.02

크레디아

테너 구자헌 독창회

12.19

영음예술기획

'비 보컬' 아카펠라 그룹 특별 초청공연

08.25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칙 코리아의 리턴 투 포에버 Ⅳ 내한공연

10.14

(주)인프로덕션

백건우 & 파리 오케스트라(12.3)

12.03

크레디아

바흐솔리스텐서울 바흐칸타타시리즈1

12.20

콘서트디자인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59회 정기연주회)

08.26

한국방송공사

제11회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정기연주회

10.16

브라움

현대백화점 창사 40주년 기념 콘서트 Ⅳ 장한나 첼로

12.03

크레디아

제10회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1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7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이사오 사사키 휴(休) 콘서트

10.16

더스톰프

킹스싱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12.04

(주)마스트미디어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10주년 기념 음악회

12.22

지클레프

2011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7

대한민국국제관악제

2011한국합창대제전

10.17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제20회 사랑의 플룻 콘서트

12.04

(주)스테이지원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투어

12.23

더스톰프

2011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8

대한민국국제관악제

2011한국합창대제전

10.18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코리안심포니 제177회 정기연주회

12.05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아르츠 콘서트

12.24

더스톰프

2011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8

대한민국국제관악제

2011한국합창대제전

10.19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제89회 서울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12.06

(사) 서울윈드앙상블

민유경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시리즈II

12.26

뮤직필

제2회 정기연주회 서울센트럴남성합창단

08.29

세실예술기획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II

10.2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14회 기업인을 위한 서경 송년음악회

12.07

(주)서울경제신문

제6회 서울마스터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2.27

서울마스터즈콰이어

대전시립교향악단-서혜경과 함께하는 '러시아 센티멘탈'

08.30

대전광역시청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1회 정기연주회)

10.21

한국방송공사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12.08

크레디아

미시간 주립대와 함께하는 그린 나눔콘서트 2011

12.28

(주)부암아트

이화경향음악콩쿠르 60주년 기념 음악회

08.31

(주)경향신문사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연주회

10.22

수원대학교음악대학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V

12.0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1 사랑나눔WECAN 송년음악회

12.29

사랑나눔위캔

제49회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09.01

지음기획

2011 프라하 필하모니아 내한공연

10.22

실버트레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12.12

한국국제교류재단

첼리스트 홍성은과 함께하는 시네마 클래식

12.30

더스톰프

과천시립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09.02

과천시청

2011 프라하 필하모니아 내한공연

10.23

실버트레인

희망 나눔 음악회

12.13

대한적십자사

Symphonic Science 제2탄 세헤라자데

09.03

아이엔티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2011 정기연주회

10.23

예인예술기획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2.14

경기도문화의전당

리사이틀홀

The Men's Choir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09.03

영음예술기획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10.24

서울필하모닉

국립합창단 제140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5

(재)국립합창단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01.07

(주)부암아트

2011 앙상블 디토 앙코르 리사이틀

09.04

크레디아

향기로운 음악회

10.25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4회 정기연주회)

12.16

한국방송공사

이윤희피아노리사이틀

01.08

뮤지니아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9.04

(주)중앙일보문화사업

엘 시스테마II :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스페셜 콘

10.25

크레디아

한미친선음악회

12.18

서울사이버대학교

유하나루 귀국 첼로 독주회

01.08

예인예술기획

제14회 우리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09.05

예인예술기획

2011 안익태기념음악회

10.26

재단법인 안익태기념재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상효 바이올린 독주회

01.09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71회 정기연주회

09.06

(사)프라임필하모닉

제3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

10.27

(재)세일음악문화재단

2011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

12.20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오상은 하프 귀국 독주회

01.10

(주)음악저널작은우리

2011 한양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9.07

한양대학교

머레이 페라이어 in RECITAL

10.29

크레디아

강남심포니 제51회 정기연주회

12.2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윤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01.11

(주)음연

7인의음악인들

09.09

(주)씨엠아이

IBK와 코피온이 함께하는 지구촌 빈곤아동돕기 자선음악

10.29

(주)삼익악기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VI

12.2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1.12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서울팝스 특별음악회"

09.10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제4회 국제 바흐 페스티벌 (르네 야콥스 내한공연)

10.30

한양대학교

서울신포니에타 제143회 정기연주회

12.24

서울신포니에타

김선영,김성려 듀오 연주회

01.13

(주)부암아트

2011 국제윤이상작곡상 결선연주회 및 시상식

09.14

(재)윤이상평화재단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

10.31

영앤잎섬(주)

하피스트 곽정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

(주)스테이지원

윤지용 오보에 귀국 독주회

01.14

(주)음연

손열음 & 쓰지이 노부유키

09.15

(주)조선일보사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52회 정기연주회(르네상스와 현대의 조화)

11.02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2011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5

크레디아

이소진 바이올린 독주회

01.15

예인예술기획

코리안심포니 제175회 정기연주회

09.16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1 한양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03

한양대학교

2011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5

크레디아

강지원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15

(주)음연

유키 구라모토 가을 콘서트 <In a Beautiful

09.17

크레디아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2회 정기연주회)

11.04

한국방송공사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She is Back

12.26

(주)씨엠아이

김은정 비올라 귀국 독주회

01.16

예인예술기획

권혁주 손열음 의 아름다운동행

09.18

제이케이앤컴퍼니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제69회 정기연주회

11.0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2011 쏠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제28회정기연주회>

12.27

헥사공연예술기획

일리노이 솔로이스츠 음악회

01.17

지음기획

유키 구라모토 가을 콘서트 <In a Beautiful

09.18

크레디아

제 22회 이건음악회 샤론 캄 초청연주회

11.06

(주)이건창호시스템

CBS 창사 57주년 기념 '신영옥콘서트'

12.28

(재)CBS

김현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18

(주)음연

머니투데이방송 MTN과 함께하는 "3인3색"

09.19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22회 이건음악회 샤론 캄 초청연주회

11.06

(주)이건창호시스템

서울시향 송년음악회 - 베토벤 '합창'

12.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함재령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01.19

예인예술기획

테너 안형일과 함께하는 골든보이스 콘서트

09.20

영음예술기획

황제 그리고 세헤라자데

11.0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12.3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클랑 트리오 제3회 정기연주회

01.20

예인예술기획

강남심포니 제50회 정기연주회

09.2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08

(주)마스트미디어

강소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21

지음기획

천안시립합창단 제59회 정기연주회

09.22

천안시청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09

(주)마스트미디어

IBK챔버홀

이희승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22

지클레프

서울시향의 명협주곡 시리즈 IV

09.2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의 말러 2011 시리즈 IV

11.1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Spirit of SNU Strings Ⅰ

11.20

(주)마스트미디어

고병량 작곡발표회

01.22

고병량

개교65주년 기념 국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09.2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서울챔버오케스트라 79회 정기연주회

11.12

(주)마스트미디어

대건챔버콰이어 창단 15주년기념 특별연주회 "메시아“

11.21

영음예술기획

정아름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01.23

예인예술기획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피아노 리사이틀

09.24

브라보컴

연세 콘서트홀 신축기금마련 음악회

11.13

영앤잎섬(주)

소프라노 이혜정 독창회

11.22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김영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23

(주)음연

고황음악회

09.2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13

브라보컴

한-러 우정의 음악회

11.23

쿠컴퍼니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

01.24

예인예술기획

러셀셔먼 피아노독주회

09.27

(주)마스트미디어

제53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14

한국예술종합학교

소프라노 이일령 독창회

11.24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바이올리니스트 강운영 독주회

01.25

영앤잎섬(주)

청춘의 꿈 (엑스폴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09.28

로렐뮤직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

11.15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ART

테너 권희준 독창회

11.25

㈜러브아트이엔티

정지영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28

(주)음연

국립합창단 제138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09.29

(재)국립합창단

아쉬케나지&시드니 심포니(미샤 마이스키 협연)

11.16

(주)빈체로

제1회 뷰티플 모짜르트 창단 연주회

11.26

(주)음연

윤보연 첼로 독주회

01.29

영음예술기획

KBS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제660회 정기연주회)

09.30

한국방송공사

아쉬케나지&시드니 심포니(예프게니 키신 협연)

11.17

(주)빈체로

위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11.27

영음예술기획

김수연 귀국 플루트 독주회

01.29

세실예술기획

제6회 대한민국 음악교사합창제

10.01

단대사대부속중학교

코리안심포니 제176회 정기연주회

11.1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세영 바이올린 독주회

11.28

예인예술기획

형수운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30

(주)음연

제16회 관악심포닉밴드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10.0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프라임필의 테너 김우경 초청 스타콘서트

11.20

(사)프라임필하모닉

최정은 첼로 독주회 Magic of Melody

11.29

예인예술기획

박민경 피아노 독주회

01.30

(주)음연

제임스 골웨이 내한공연

10.02

(주)빈체로

제8회 두오협회 스페셜 연주회

11.20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3회 Magnificat Chamber Choir 정

11.30

영앤잎섬(주)

81 이화여대 피아노과 동문 음악회

01.31

(주)부암아트

2011 아시아투데이 정기콘서트 " 가을의 유혹"

10.02

아시아투데이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11.2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아마데우스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01

아마데우스

김은정 첼로 독주회

02.01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Carnival of Bass

10.03

(사)한국음악협회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35회 정기연주회

11.22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최현수의 겨울나그네

12.02

제이케이앤컴퍼니

피아니스트 박향아의 음악, 그 아름다운 이야기 2

02.05

한국빈예술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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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결식아동돕기를위한 소프라노 고미현 독창회

02.05

음악교육신문사

최경환 타악기 독주회

03.2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6회 정기연주회

05.12

아울로스목관

채유미 바이올린 독주회 -Prism of Music

06.28

(주)음연

이윤석 귀국 클래식색소폰 독주회

02.06

영음예술기획

엄의경 피아노 독주회

03.26

(주)부암아트

The First 목관오중주 정기연주회

05.14

지클레프

더 피아니시모 2011

06.29

지음기획

정성문 피아노 독주회

02.06

(주)부암아트

박원영 피아노 독주회

03.27

지클레프

소프라노 김문영 독창회

05.14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Ⅴ

06.30

(재)국립합창단

김지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02.08

(주)음연

김성연 플루트 독주회 'Appassionato'

03.28

플루트하우스

김주원 플루트 독주회

05.15

영음예술기획

박성희 비올라 리사이틀

07.01

(주)마스트미디어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2.09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소진선호른독주회 '제5회'

03.29

뮤직앤사운드

제7회 금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05.15

예인예술기획

유혜란 피아노 독주회

07.02

지음기획

김경은 피아노 독주회(부제:현대음악뮤직나흐)

02.10

(주)음연

이진경 피아노 독주회

03.30

세실예술기획

염은하 바이올린 독주회

05.1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지선 피아노 독주회

07.02

(주)부암아트

허 은 피아노 독주회

02.11

(주)부암아트

이지은 비올라 독주회

03.31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세종목관챔버앙상블 2011 정기연주회

05.17

예인예술기획

김수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07.03

예인예술기획

줄리앙보디몽 플루트 리사이틀

02.12

J&R예술기획

윤민규 오보에 독주회

04.01

예인예술기획

백병동 작품전

05.18

예인예술기획

김현경 피아노 독주회

07.03

영음예술기획

정남일 바이올린 독주회

02.12

예인예술기획

음악춘추 초청 피아니스트 한가야 리사이틀

04.02

음악춘추사

김혜란 바이올린 독주회

05.19

지음기획

송민정 타악기독주회

07.0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사란 바이올린 독주회

02.13

예인예술기획

이문영 & 전나경 바이올린 듀오 콘서트

04.03

예인예술기획

프랑스가곡연구회 제64회 정기연주회

05.20

지음기획

이형규오보에 독주회

07.05

뮤직앤사운드

최정섭 색소폰 독주회

02.13

예인예술기획

안명주 플루트 독주회

04.03

플룻샵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05.22

영음예술기획

서울튜티앙상블 제 23주년 기념 음악회

07.06

무직클람머

서울챔버앙상블 제44회 정기연주회 '러브레터'

02.14

서울챔버앙상블

제25회 (사)카메라타 서울앙상블 정기연주회

04.04

예인예술기획

이현경 피아노 독주회

05.22

(주)부암아트

박선경 귀국 비올라 독주회

07.07

예인예술기획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44회 정기연주회

02.15

지클레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4.06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35회 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 리더아벤트 2" 05.23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정자영 피아노 독주회

07.08

(주)음연

오유진바이올린독주회

02.16

레오뮤직

유혁 피아노 독주회

04.07

영음예술기획

KCO 스트링콰르텟 정기연주회

05.24

영음예술기획

김진성 트럼펫 독주회

07.09

영음예술기획

강혜영 피아노 독주회

02.17

지클레프

유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04.09

영음예술기획

연세 신포니에타 제 54회 정기연주회

05.25

(주)마스트미디어

보블리스 퀄텟 정기연주회

07.09

예인예술기획

황소원 피아노 독주회

02.18

(주)부암아트

아미띠에 클라리넷 콰르텟 정기연주회

04.09

지클레프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05.26

(주)부암아트

나재령 플루트 독주회

07.10

플룻샵

신은숙 귀국 피아노 독주회

02.19

(주)음연

한송아 포르테 피아노 독주회

04.10

영음예술기획

김유경귀국바이올린독주회

05.27

뮤직클레프

김준희 피아노 독주회

07.10

지클레프

김현정 피아노 독주회

02.19

(주)부암아트

제14회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음악회

04.10

예인예술기획

서재희 피아노 독주회

05.28

영음예술기획

김소연 귀국 첼로 독주회

07.11

예인예술기획

정유진 피아노 독주회

02.20

(주)음연

박숙련 피아노 독주회(피아노 판타지)

04.11

음악세계

안종현 클라리넷 독주회

05.28

지클레프

정영안 첼로 독주회

07.12

예인예술기획

이자흔 바이올린 독주회

02.20

(주)음연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2

(주)동아일보사

송희 피아노 독주회

05.29

지음기획

이주연 비올라 독주회

07.13

예인예술기획

나윤주 첼로 독주회

02.21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3

(주)동아일보사

김영은 첼로 독주회

05.29

영음예술기획

정수현 피아노 독주회

07.14

(주)음연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02.22

(주)음연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4

(주)동아일보사

이성은 피아노 독주회

05.30

(주)부암아트

송연화 귀국 플루트 독주회

07.15

예인예술기획

강윤지 비올라 독주회

02.23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김우재 기타 독주회

04.15

(주)부암아트

돔 앙상블 제30회 정기연주회

05.31

세실예술기획

정승연 귀국 첼로 독주회

07.16

예인예술기획

국립합창단의 창작합창축제

02.24

(재)국립합창단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6

(주)동아일보사

황윤정 첼로 독주회

06.01

예인예술기획

김현경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6

예인예술기획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02.25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7

(주)동아일보사

앙상블 淸(청) 정기연주회

06.02

지클레프

앙상블 M 정기연주회

07.17

영음예술기획

김재윤 비올라 독주회

02.26

영음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8

(주)동아일보사

지성호 바이올린 독주회

06.03

지클레프

최리라 피아노 독주회

07.17

(주)음연

유지연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26

헥사공연예술기획

KBS목관 5중주와 함께하는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04.19

영음예술기획

SCP Solists 정기연주회

06.04

㈜에스시피(scp)

유희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07.18

(주)음연

김영기 바이올린 독주회

02.27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0

(주)동아일보사

최영진 초청 바순 독주회

06.04

예인예술기획

장예진 귀국 플루트 독주회

07.19

예인예술기획

김민지 피아노 독주회

02.28

(주)부암아트

LG와 함께하는 제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1

(주)동아일보사

이창형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6.05

지클레프

손은정 피아노 독주회

07.20

(주)음연

임상우 클라리넷 독주회

03.01

예인예술기획

이은숙 피아노 리사이틀

04.22

영음예술기획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45회 정기연주회

06.05

지클레프

조지명 바순 독주회

07.2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조진여 바이올린 독주회

03.0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문록선 플루트 독주회

04.24

영음예술기획

최윤희 피아노 독주회

06.06

(주)부암아트

임효재 귀국 오보에 독주회

07.22

예인예술기획

이지영 피아노 독주회

03.03

(주)음연

허재영 튜바 독주회

04.2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연경 바이올린 독주회

06.06

영음예술기획

소리울 앙상블 정기연주회

07.23

지클레프

바리톤 임성규와 함께하는 Happiness (행복)

03.04

지클레프

신미정 김수연 정선이 트리오 연주회

04.25

지클레프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06.07

예인예술기획

2011 타악그룹 4plus 제 17회 정기연주회

07.2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03.05

지클레프

김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04.2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6.08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한경은 피아노 독주회

07.24

영음예술기획

이상은 첼로 독주회

03.06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창악회(創樂會) 53주년 제13회 동방기원 한·중 교류 현대음악제

04.27

예인예술기획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 48회 정기연주회

06.09

한국피아노두오협회

박선향 피아노 독주회

07.24

(주)음연

모혜경 피아노 독주회

03.06

지클레프

채희철&어수희 두오 연주회

04.28

(주)음연

향음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06.1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앙상블 트리폴리움 정기연주회

07.25

영음예술기획

전미영 오보에 독주회

03.07

영음예술기획

이혜정 바이올린 독주회

04.29

(주)음연

故백낙호교수 추모음악회

06.1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07.26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3.09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김영신피아노독주회 Melody From the Moon

04.30

뮤직필

이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06.12

예인예술기획

김형진 피아노 독주회

07.27

예인예술기획

숙명트리오 정기연주회

03.1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금혜승 피아노 독주회

04.30

(주)음연

안지윤 바이올린 독주회

06.13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장재경 클라리넷 독주회

07.29

예인예술기획

윤유진 피아노 독주회

03.11

지음기획

모리스콰르텟 제 11회 정기연주회

05.01

(주)마스트미디어

플룻티스트 최은정의 THE BLOOMING

06.14

(주)음연

김나정 피아노 독주회

07.30

(주)음연

김한규 타악기 독주회

03.12

아트앤뮤직

제 20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05.01

한국피아노학회

앙상블 藝 제 5회 정기 연주회

06.15

(주)음연

김영랑, 송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07.30

지음기획

THE FLUTE AND HARP

03.12

플루트하우스

권수미 피아노 독주회

05.02

(주)음연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창단 45주년 기념음악회

06.16

지음기획

비루투오조 트롬본 콰르텟 제3회 정기연주회

07.3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47회 정기연주회

03.13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이인플룻독주회

05.03

뮤직앤사운드

김규희 피아노 독주회

06.17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코리아목관 앙상블의 뮤지컬과 목관악기의 향연

08.06

음악춘추사

안정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3.13

영음예술기획

배종선 플루트 독주회

05.04

지클레프

김지환 호른 독주회

06.19

예인예술기획

청소년을 위한 노모스트리오 연주회

08.06

지음기획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03.15

예진문화기획사

어린이날 음악회

05.05

영음예술기획

트리오 나무 정기연주회

06.19

예인예술기획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46회 정기연주회

08.07

지클레프

제33회 협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

03.16

예인예술기획

이홍경 비올라 독주회

05.05

이홍경

뤼미에르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06.20

지음기획

2011 서울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08.07

지음기획

유진섭 바이올린 독주회

03.17

예인예술기획

김혜숙 귀국 피아노 독주회

05.06

(주)음연

소프라노 문혜원 독창회

06.21

예인예술기획

김세희 첼로 독주회

08.08

예인예술기획

이유현 피아노 독주회

03.18

이유현

비올라 4중주 ‘콰트라브라체’ 제6회 정기연주회

05.07

예인예술기획

서주희 바이올린 독주회

06.22

예인예술기획

김아사 피아노 독주회

08.09

(주)음연

송호섭 클라리넷 독주회

03.20

영음예술기획

제13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05.07

(주)부암아트

유혜영 피아노 독주회

06.23

지클레프

제주국제관악제 ‘관악의 금빛 향연’

08.1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플루트코리아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03.20

플루트하우스

라경숙 플루트 독주회

05.08

예인예술기획

임명진 클라리넷 독주회

06.24

예인예술기획

서울뮤직아카데미 정기연주회

08.11

지음기획

말러 가곡의 밤 1

03.21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제5회 T's Trio 2011 정기 연주회

05.08

(주)부암아트

이혜선 클라리넷 독주회

06.25

영음예술기획

신민정 피아노 독주회

08.12

예인예술기획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03.22

(주)음연

세계음악협회 제3회 정기연주회

05.09

지음기획

앙상블 오푸스 네이처 콘서트Ⅱ

06.25

(주)오푸스

테너 김성진이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이야기

08.13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03.23

지음기획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05.10

(주)부암아트

김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모짜르트 소나타 전곡시리즈 3

06.26

지클레프

신상진 피아노 독주회

08.13

지음기획

(사)한국여성작곡가회 30주년 기념 국제현대음악제

03.24

예인예술기획

박해성플루트독주회 <Suite Antique>

05.10

플루트하우스

장소현 피아노 독주회

06.26

(주)부암아트

음악저널 우수연주자 초청, 김민아 클라리넷 독주회

08.14

(주)음악저널작은우리

심선민 귀국 타악기 독주회

03.25

(주)마스트미디어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5.11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06.27

지클레프

바리톤 박흥우 "겨울 나그네"

08.14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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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최훈녀와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08.15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김지민베토벤피아노소나타전곡연주시리즈 VI

10.11

한국빈예술가협회

조윤신 오보에 독주회

11.26

(주)부암아트

수지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05.27~05.29

수지오페라단

전진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8.22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실내악 작곡제전

10.12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선진 바이올린 독주회

11.26

영음예술기획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오페라 <대장경>

06.03~06.04

경상남도음악협회

작곡동인 소리목 창립22주년 기획 음악회

08.23

예인예술기획

소프라노 차수정 독창회

10.13

지음기획

한수혜 바이올린 독주회

11.27

영음예술기획

대한민국발레축제-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06.12

(재)국립발레단

최지원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8.24

예인예술기획

미래악회 제36회 작품발표회

10.14

미래악회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37회 정기연주회

11.28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대한민국발레축제-서울발레시어터 <Life is...>

06.14

(사)서울발레시어터

코리안 브라스 창단 연주회

08.25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서울챔버앙상블 제45회 정기연주회

10.15

서울챔버앙상블

소프라 호른 앙상블 제 2회 정기 연주회

11.29

유림아트홀

대한민국발레축제-광주시립무용단 <명성황후>

06.16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Happy Bassoon 제6회 정기연주회

08.26

(주)스테이지원

공세정 귀국 비올라 독주회

10.15

(주)마스트미디어

염보영 피아노 독주회

11.30

지음기획

대한민국발레축제-유니버설 발레단 <지젤>

06.18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김수현 피아노 독주회

08.27

(주)음연

공정원 피아노 독주회

10.16

(주)음연

이 훈 피아노 독주회

12.01

예인예술기획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청교도>

06.23~06.26

국립오페라단

권수미&유지수 피아노 두오 연주회

08.27

(주)음연

이혜경 피아노 독주회

10.1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현영주 피아노 독주회

12.02

지클레프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토스카>

07.02~07.06

베세토오페라단

퀄텟 밸루스 정기연주회

08.28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10.17

영음예술기획

김주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03

예인예술기획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논개>

07.12~07.15

(사)호남오페라단

창단 10주년 제14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08.28

(주)부암아트

앙상블 프리즈마 제18회 정기연주회

10.1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숙명여자대학교 현대음악 콘서트 I

12.03

현대문화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메밀꽃 필 무렵>

07.21~07.24

구미오페라단

한국베토벤협회창단5주년기념콘서트시리즈Ⅳ '영웅적베토벤'

08.29

(주)음연

제13회 씨-트리오 정기연주회

10.19

예인예술기획

박 현 바이올린 독주회

12.04

예인예술기획

조지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

07.31~08.07

(주)코아엠

조은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8.30

지음기획

이동우 첼로 독주회

10.20

(주)세광아트

김주미 피아노 독주회

12.04

(주)음연

오감만족 콘서트

08.10

아이엔티

Soloists'93 제18회 정기연주회

08.31

음악세계

김민조 클라리넷 독주회

10.21

진플루트

Giuseppe Nova & 이소영 플루트 연주회

12.05

예진문화기획사

20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09.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상희 피아노 독주회

09.01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박현정 플루트 독주회

10.22

지클레프

KCO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12.06

영음예술기획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40주년 기념 특별공연

09.23~09.25

(주)엠비씨프로덕션

베이스 김경훈 독창회

09.02

지클레프

유자은 바이올린 독주회

10.22

(주)음연

조숙현 피아노 독주회

12.07

(주)스테이지원

국립오페라단 <가면무도회>

10.13~10.16

국립오페라단

김창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9.03

무직클람머

변정은 피아노 독주회

10.23

(주)음연

송인정 첼로 독주회

12.08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골든오페라 - 오페라갈라

10.19~10.20

한국오페라단

전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09.0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재독 피아니스트 박미정 초청 독주회

10.23

예인예술기획

김윤진 & 심선민 듀오 콘서트

12.09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국립발레단<로미오와 줄리엣>

10.27~10.30

(재)국립발레단

울트롬본 앙상블 제19회 정기연주회

09.0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원미동인회 정기연주회

10.24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12.10

지클레프

1인 오페라 <아버지, 도산 안창호>

11.04~11.05

(주)음악저널작은우리

서현 피아노 독주회

09.04

지클레프

최한원 바이올린 독주회

10.2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솔 트럼본 독주회

12.1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노블아트오페라단<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앗치>

11.10~11.13

노블아트오페라단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09.0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더젬마-카네기홀 연주자들의 연주

10.26

(주)음악저널작은우리

김진선 피아노 독주회

12.11

(주)음연

누오바오페라단 정기오페라 <라 보엠>

11.18~11.20

NUOVQ 오페라단

김수진 바이올린 독주회

09.06

서울신포니에타

국립합창단 제139회 정기연주회

10.27

(재)국립합창단

앙상블 홀츠 정기연주회

12.11

영음예술기획

바리 Petruzzelli 초청 오페라 <나비부인>

11.25~11.27

솔오페라단

21세기음악축제(사티의 자화상)

09.07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윤영화 피아노 독주회

10.28

음악세계

메조소프라노 류현수 독창회

12.12

영음예술기획

수지오페라단 정기공연 <리골렛토>

12.02~12.04

수지오페라단

신미정 & 오혜전 피아노 두오 리사이틀

09.08

예인예술기획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10.29

(주)음연

양혜순 비올라 독주회

12.13

지음기획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 라 트라비아타>

12.09~12.11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이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러시아의 밤-백야>

09.10

(주)음악저널작은우리

마나소누스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10.29

한다우리예술기획

대한민국실내악 작곡제전

12.14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국립오페라단 <2011 오페라 갈라 콘서트>

12.29~12.31

국립오페라단

대한민국실내악 작곡제전

09.14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제39회 범 음악제

10.30

예인예술기획

피아니스트 김지현 독주회 - 四浪歌

12.15

무직클람머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09.15

지음기획

다바쓰 앙상블 정기연주회

10.30

지클레프

제8회 금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2.16

예인예술기획

토월극장

김형규 교수 동문 음악회

09.16

(주)음연

제39회 범 음악제

10.31

예인예술기획

유터피 목관오중주단 제6회 정기연주회

12.18

지클레프

뮤지컬 <코로네이션 볼>

12.24~01.17

(주)에이피컴퍼니

서수민 비올라 독주회

09.18

예인예술기획

권정선 피아노 독주회

11.01

(주)음연

김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모짜르트 소나타 전곡시리즈4

12.18

지클레프

인어공주 10주년 기념공연

01.21~01.23

김선희발레단

정선이 첼로 독주회

09.18

예진문화기획사

제39회 범 음악제

11.02

예인예술기획

이상회 비올라 독주회

12.19

(주)음연

국립현대무용단 창단공연 <블랙박스>

01.28~01.30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신수정 첼로 독주회

09.19

예인예술기획

이종영 첼로 독주회

11.03

지클레프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12.20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인씨엠오페라단 기획 오페라 <라보엠>

02.10~02.13

(사)인씨엠예술단

박혜윤 피아노독주회

09.20

뮤직앤사운드

김희진 피아노 독주회"슈만 전곡시리즈3"

11.04

지클레프

손형원 귀국 호른 독주회

12.21

예인예술기획

2011 연극 <친정엄마>

03.25~04.17

아트인조아

김운성 트롬본 독주회

09.21

예인예술기획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47회 정기연주회

11.06

지클레프

서울신포니아솔리스티 정기연주회

12.22

한다우리예술기획

라틴 이노베이션

04.20

제이스

작악회 제49회 작품발표회

09.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나덕성,신수정 듀오 연주회

11.06

세종예술기획

서울챔버앙상블 제46회 정기연주회

12.23

서울챔버앙상블

소설, 음악을 만나웃다. 오페라 <봄봄>

04.22~04.23

그랜드오페라단

서울색소폰콰르텟 제6회 정기연주회 "同行"

09.23

感예술기획

김정미 바이올린 독주회

11.07

(주)음연

앙상블 피리 Christmas in Love

12.2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말애교수와 함께하는 우리 춤과 노래의 정경

04.24

문화뱅크

홍안기 첼로 독주회

09.24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김주영 피아노 독주회

11.08

(주)음연

더 피아니시모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

지음기획

국립발레단 <코펠리아>

04.30~05.08

(재)국립발레단

히로타 순지 초청 피아노 독주회

09.25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실내악 작곡제전

11.09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영음예술기획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배고픈 애벌레> 내한공연 2011

06.07~06.21

플레이가든

서울튜티앙상블 초청연주회<바로크 음악여행>

09.25

무직클람머

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1.10

예인예술기획

손한요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12.25

(주)세광아트

국립오페라단 <지그프리트의 검>

07.01~07.10

국립오페라단

손현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09.26

지음기획

정수안 플루트 독주회

11.12

예인예술기획

정영하 피아노 독주회

12.26

(주)음연

유쾌한 클래식 타악 앙상블 Zamstick

07.12

뮤직필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세계음악여행Ⅵ 북유럽편

09.27

(주)마스트미디어

박서영 플루트 독주회

11.12

예인예술기획

제10회 클랑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2.27

예인예술기획

한국 명작무 대제전

07.14~07.16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채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09.28

지음기획

김나영 피아노 독주회

11.13

(주)음연

장인선 피아노 독주회

12.28

(주)마스트미디어

2011년 김영희 무트댄스 정기공연 레파토리 공연

07.18

공연기획MCT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

09.2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11.13

영음예술기획

2011 음악춘추 우수 신인 데뷔 연주회

12.29

음악춘추사

플라잉 레슨

07.22~07.23

LIG문화재단

오프스 130-701 창작실내악발표회

09.30

오프스

돔-앙상블 제31회 정기연주회

11.14

세실예술기획

김용식 첼로 독주회

12.30

영음예술기획

제8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07.24~07.31

국제문화교류회

김정권 피아노 독주회

10.01

(주)음연

장선아 플루트 독주회

11.15

예인예술기획

표민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31

(주)음연

국립현대무용단 <수상한 파라다이스>

08.05~08.07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이상은 플루트 독주회

10.01

예인예술기획

독일거장 시리즈1. <올라프 마닝거 첼로 리사이틀>

11.16

MENO MUSIC(메노뮤직)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12.31

(주)음연

김 삶 바이올린 독주회

10.02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조인숙 타악기 독주회

11.17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성혜 바이올린 독주회

10.02

지클레프

김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11.18

(주)음연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목소리>

01.14

국립오페라단

Faculty Concert

10.03

수원대학교음악대학

손정애 피아노 독주회

11.1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오페라 <투란도트>

01.25~01.28

국립오페라단

남자따위가 왜 필요해?

01.27~02.13

극단 현대극장

제10회 현대성악앙상블 정기연주회

10.04

예인예술기획

4인음악회

11.1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국립발레단 <지젤>

02.24~02.27

(재)국립발레단

연극 <오델로와 이아고>

03.08~03.12

MJ컴퍼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챔버뮤직 시리즈

10.05

부천필

노희재 피아노 독주회

11.20

노인환

2011 스프링 스페셜 갈라

03.01

(재)국립발레단

프렐류드 화이트데이 콘서트

03.13

프렐류드

서계숙교수 동문 음악회

10.06

지음기획

이혜선 클라리넷 독주회

11.20

영음예술기획

국립오페라단 <파우스트>

03.16~03.20

국립오페라단

통영 미륵산포럼 봄을 여는 음악회

03.15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10.08

(주)스테이지원

김나정&송승미 피아노 두오 연주회

11.21

(주)음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03.25~03.28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WHAT MORE

03.19~03.20

전성재

제5회 소노리테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영국의 목관음악>

10.08

(주)부암아트

Soprano 조윤정 독창회

11.22

조윤정

국립오페라단 <시몬 보카네그라>

04.07~04.10

국립오페라단

김은희무용단 2011 월령

03.23~03.24

김은희 무용단

제2회 앙상블 포럼21 정기연주회

10.09

(주)부암아트

연세신포니에타 제55회 정기연주회

11.23

(주)마스트미디어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04.22~04.24

(재)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베이스캠프 1

03.26~03.27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피아노 동인회 정기 연주회-창단10주년 기념음악회

10.09

피아노포르테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Ⅵ>

11.24

(재)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05.05~05.08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베이스캠프 1

03.29~03.30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Oleh Krysa & 김현지 듀오 리사이틀

10.10

(주)음악저널작은우리

TIMF앙상블 연주자 시리즈 7 - 이석준 호른 독주회

11.25

(사)TIMF앙상블

국립오페라단<사랑의 묘약>

05.19~05.22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베이스캠프 1

04.02~04.03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Seoul Arts Center

자유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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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d Programs

헨리 6세 제1부

04.06~04.17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박동국 수채화 개인전

07.16~07.24

박동국

임종현 서예전

07.12~07.17

유재 임종현

제16회 한국국제퀼트협회전

03.19~03.27

한국국제퀼트협회

미드썸머

04.27~06.12

(주)오디뮤지컬컴퍼니

자연. 인간

08.18~08.25

세계미술교류협회

제6회 개인전

07.12~07.17

다움 이형국

황부용 힐링 그래피즘

03.19~03.31

황부용

이종찬 이사우 작곡발표회

06.15

이사우

선비의 사랑방 풍류

08.20~08.24

김성호

제16회 서울서예대전

08.22~08.28

(사)한국서예협회 서울시지회

오감 체험 미술전

03.26~05.29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IronⅡ/The Quasar

06.18~06.19

(재)국립발레단

손정실 김준영 展

08.26~09.01

손정실

타이포잔치2011: 서울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08.30~09.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인경 개인전

04.01~04.10

유인경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구로동백조/WorkⅠ

06.21~06.22

(재)국립발레단

2011 대한민국 미술단체 페스티벌

08.31~09.09

(사)한국미술협회

제19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09.16~09.22

(사)한국서가협회

장자크 상페 특별전

04.07~04.18

(주)아르떼피아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Timekeeper 외

06.24~06.25

(재)국립발레단

클래식음악가 사진전 : 소리빛

09.03~09.07

형스튜디오

2011(사)한국서예협회 회원전

09.24~09.29

한국서예협회

엉클 우드 & 미스 실버

04.14~04.21

Golden Inspiration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Flowing...ing 외

06.27~06.28

(재)국립발레단

제26회 아시아 국제미술전람회

09.12~09.21

아세아국제미술전운영위

아름다운 한글서예전

10.01~10.06

(사)한국서학회

디자인 아트 페어 2011

04.22~05.01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3회 신인작가전

06.30

보훈전국무용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중요 무형문화재 사기장 백산 김정옥 도자전시

09.16~09.21

영남요

(사)갈물한글서회전(50회)

10.08~10.13

(사)갈물한글서회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특별 초대전

05.14~09.25

(주)오드아이앤씨

뮤지컬 <화랑>

07.03~07.09

MJ컴퍼니

명이식 개인전

09.23~09.29

명이식

2011 한국서도대표작가초대전

10.15~10.20

(사)한국서도협회

도곡 정점교 다완전

06.03~06.10

정점교

2011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특별기획 (축하공연)

07.10~07.16

국립오페라단

코리아 투모로우

09.25~10.02

(주)에이치엔에이치크리에이티브

2011한글서예대축제

10.22~10.27

월간서예문화

리처드 기어

06.14~07.24

지명문

쉬반의 신발

07.22~08.10

어린이문화예술학교

한만순 개인전

10.01~10.06

한만순

오헌 이곤 서예전

10.28~11.03

이곤

세계보도사진전

07.28~08.28

(주)멀티아트인터내셔날

뮤지컬 <화랑>

08.20~09.04

MJ컴퍼니

제17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10.06~10.18

갤러리아미(주)

제12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11.05~11.17

(사)한국문인화협회

피카소&아인슈타인 3.0

09.05~10.20

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진흥회

창무회 35주년 기념공연 <몸-기도하다>

09.08~09.09

(사)창무예술원

블루

10.08~10.14

안서윤

제29회 한국서각협회 회원전 및 5인 초대전

11.19~11.25

한국서각협회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전 작품전시회

10.25~11.02

(재)늘푸른

Rest With Vimutti

09.22

홍범석

손미경 조각전

10.19~10.23

손미경

제20회 대한민국 현대서예문인화대전

11.27~12.03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지역별 패션아트 문화관광 상품전

11.05~11.13

(사)한국패션문화협회

김명숙늘휘무용단 <공간, 그 무한의 가능성 VI>

09.24

김명숙늘휘무용단

2011 KPAM 대한민국미술제

10.22~10.30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MICHEL-HENRY 초대전

11.05~11.13

동성갤러리

무용가와 사진작가의 만남

09.27

류무용단

다인다색 정기전

10.26~10.30

김영선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김태영 개인전

11.05~11.12

김태영

씨 유 단스 무용단 "미로3"

09.30

씨유단스 무용단

박남재 회화 60년전

11.02~11.09

박남재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

12.04~03.13

(주)문화엠엔씨

신 농가월령전(新 農家月令 展)

11.16~11.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무용협회 <제14회 서울세계무용축제>

10.06~10.16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다차원 회화의 태동-우창훈전

11.02~11.09

우창훈

더 토이쇼

12.21~02.27

토이키노

데이비드 라샤펠 한국특별전

11.22~03.04

(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11

10.18~10.23

한국전자음악협회

KAMA 2011

11.02~11.09

한국현대미술가회

사진전 '현(玄)'

03.04~03.21

최연건

2011"행복" 전

11.30~12.07

이소연

2011년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지원사업 시범공연

10.31

국립오페라단

김선민,유성이,유진영,한정현의

11.02~11.09

김선민

NEXT GENERATION

03.18~03.26

함정숙

동화나라 초콜릿이야기-초콜릿 원더랜드展

12.12~03.03

(주)가한플래닝

김영희무트댄스 15주년 워크샵퍼포먼스

11.03~11.04

김영희무트댄스

이희돈 작품전

11.02~11.07

이희돈

푸디토리움 콘서트 (특별 우정출연: 루시드폴)

11.06~11.07

더스톰프

최해택개인전

11.02~11.09

최해택

연극 <대학살의 신>

12.17~02.12

(주)신시컴퍼니

제3회 박영준 서각 개인전

11.09~11.14

박영준

함 섭 개인전

11.12~11.19

함섭

CONTEMPORARY 10 정기전

11.12~11.19

CONTEMPORARY 10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찾아가는 음악회 (방송의날 특집)

08.19

한국방송공사

명장 서광수백자도예전

11.12~11.19

한도요(서광수)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

08.30~09.02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우송 김대희 40년전

11.12~11.19

우송도예

서울 컨템포러리 아트

11.12~11.20

한국미술의빛

화정김무호개인전 (그자유로움)

11.16~11.28

김무호

한가람미술관
세계 최고사진의 만남 - 델피르와 친구들

12.17~02.27

한겨레신문(주)

제2회 FIBER ART FAIR

11.22~11.30

함정숙

이현 개인전 "지중해의 빛-꿈"

02.23~03.07

이현

서경자 The Blue

11.22~11.30

서경자

2011 한국국제드로잉전

03.04~03.13

한국인체드로잉운영위

세라믹 아트 앤 테크놀로지 2011

11.24~11.30

hzone

한국화 옛뜰에 서다

03.04~03.11

한국화동질성전

에마임 칠보 회원전(한.일교류전)

12.02~12.07

에마임 칠보

한국현대미술제 "KCAF"

03.18~03.27

갤러리박주식회사

세계 열린 미술 축제

12.03~12.17

세계미술연맹

2011 MIAF 목우회 국제구상아트페어

04.01~04.07

(사)목우회

월드 아트페스티발

12.06~12.13

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언양도예 김춘헌전

04.01~04.11

김춘헌

정애경, 유미아 서양화전

12.09~12.15

정애경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2011

04.12~04.18

한국조각가협회

이동렬 개인전

12.21~12.27

이동렬

울산부부도예가회전

04.13~04.17

울산부부도예가회

매그넘 세계순회사진展-생명의 기적

12.23~03.04

(주)유로크레온

하태심 개인전(Taeshim Hah-Recent Wor

04.19~04.24

하태심

제29회 대한민국수채화협회 정기전

04.21~04.29

(사)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서울서예박물관

현대미술의 루트전

04.21~.04.29

현대미술의 Root

제22회 대한민국 서법예술대전

03.01~03.07

(사)한국서화교육협회

숨결새별 그림잔치(개인전)

04.21~04.29

숨결 새별

제14회 신사임당,이율곡 서예대전

03.09~03.15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8회 한국에그아트협회전

04.27~05.02

한국에그아트협회

제8회 서예문화대전

03.17~03.23

월간서예문화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

05.03~05.15

아트프라이스

제12회 세종한글서예대전

04.02~04.08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안인근개인전

05.19~05.26

안인근

제44회 한국서예가협회전

04.09~04.16

한국서예가협회

아트 뉴 웨이브-아름다운 물길전

05.19~05.28

아름다운산하전위원회

2011한국서가협회 회원전

04.18~04.24

(사)한국서가협회

한국현대도예가회정기전

05.19~05.26

한국현대도예가회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 초대전

04.26~05.01

(주)SBS

신작전회 정기전 '300호전'

05.19~05.26

신작전회

제9회 한국문인화협회전

05.03~05.08

(사)한국문인화협회

김현정 김옥순의 도자기와 회화의 만남

05.25~05.29

김옥순

제12회 산돌한글서회전

05.10~05.15

산돌한글서회

새 생명전

06.02~06.08

서울카톨릭미술가회

제12회 고윤서회전

05.17~05.22

고윤서회

현대사진의 향연-지구상상展

06.02~08.15

한겨레신문(주)

제2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05.24~05.30

한국서예협회

행복한 畵요일

06.02~06.06

홍진희

제8회 대한민국서각대전 및 초대작가전

06.01~06.07

한국서각협회

보이지 않는 세계

06.09~06.14

강지영

2011년도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06.09~06.16

(사)한국미술협회

제33회 중앙미술대전

06.16~06.29

(주)중앙일보문화사업

2011년도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06.18~06.25

(사)한국미술협회

황인혜개인전

06.17~06.25

황인혜

제17회 대한민국 서도대전

06.27~07.03

(사)한국서도협회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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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ontributions to Society

사회공헌사업

Contribution to Society

2011년에는 아카데미사업 부문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이 진행되었다. 9월에 문을 연 <다문화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스테이션 내 쁘띠갤러리
(Petit Gallery)에서 수강생들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In 2011,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were also promoted in the academic sector. <Art Academy for Multicultural Children>
opened in September 2011 to offer course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t no charge. The artworks
created by learners are exhibited at Petit Gallery in Vitamin Station.

67,454

예술의전당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가장 왕

업이 연계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

성하게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햇살

회복지공동모금회, 굿피플 등 NGO단체와의 새

사업’이다. 문화나눔행사가 햇살과 같이 사회 곳

로운 네트워크도 형성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

곳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 2008년 개

사(총재 유중근, 3/30),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관 20주년부터 사업명을 문화햇살사업으로 정

7/12),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9/21)와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게 무료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사의 사회공헌 사업에

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협약체결에 이어서 관

다. 2004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7,454

련단체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명에게 문화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간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총 12,720명을 초청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능기부로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한 ‘남촌(南村)문화나눔여행’은

<2011년도 문화햇살콘서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1년에는 아카데미사업 부문에서도 사회공헌

예술의전당, (재)남촌재단, (사)한국문화복지협

기부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리스 오

사업이 진행되었다.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9

의회가 문화양극화 해소와 문화복지 실현의 뜻

블리제’ 기부문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

월에 문을 연 <다문화 어린이 미술아카데미>는

을 모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

하였다. 특히 2011년도 <문화햇살콘서트>는 서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

안 <어린이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연극 <나는

지방변호사회의 재정과 예술인들의 재능을 기부

액 무료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

너다>, <셜리의 발렌타인>, 송년발레 <호두까기

받아 10월 22일(토) IBK챔버홀에서 진행되었다.

민 스테이션 내에 신규 조성된 쁘띠갤러리(Petit

인형>, 전시 <오르세미술관전>, <미술과놀이>, <미

이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먹거리

Gallery)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강생

술과놀이 체험교실> 등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및

나누기운동협의회, 지역사회복지관, 아동ㆍ청소

들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에 총 3,738명을 초청하였다.

년센터 등에서 250명을 초청하여 공연관람, 중

외부 사회공헌 프로그램과의 연계사업도 활발히

식 및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풍성하고 따뜻한

진행되었다. 우선 삼성사회봉사단과 한국사회복

기운으로 가득한 콘서트가 되었다. 공연은 사회

지협의회가 주최하는 ‘희망의 문화클럽’, 서울시

진양혜, 피아노 김대진, 박소연, 소프라노 김수

‘문화바우처’, 현대자동차 ‘해피존티켓나눔’ 사

연, 바리톤 서정학, 피아노 안성진 등 예술인 재

Seoul Arts Center

사회공헌활동
2004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7,454명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The most active social contribution project of SAC is ‘Cultural
Sunshine Project’. Cultural Sharing Event changed its name to
Cultural Sunshine Project in 2008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SAC, hoping to spread culture to everyone in the
society as sunshine. This project brings specia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o those who are isolated from cultural experiences
at no charge. For this purpose, SAC invited 67,454 people from
April 2004 through December 2011. In 2011 alone, SAC invited
12,720 people.
“Southland Cultural Voyage” has been promoted since 2009 and
SAC continued to work with Southland Foundation and Korea
Cultural Welfare Council in 2011 to resolve cultural division issue
and realize cultural welfare. Throughout the year 2011, SAC invited
3,738 people to its specia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ncluding
concerts, <SAC Kids Concert 2011> and <2011 SAC Youth
Concert>; plays, <I Am You> and <Shirley Valentine>; year-end
ballet performance, <The Nutcracker>; and exhibitions, <MuSee d;
Orsay-Reve et Realite>, <Art & Play> and <Art & Play Experience
Class>.
SAC also actively engaged in partnerships with external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First of all, there were “Cultural Club of
Hope,” jointly sponsored by Samsung Social Volunteers and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KNCSW); ‘Project Culture
Voucher’ with Metro Seoul; and ‘Happy Zone Ticket Project’ with
Hyundai Motors. It also formed new networks with NGOs, such
as North Korean Refugee Foundation (NKRF), Community Chest
of Korea (CCK) and Good People. It solidified its determination to
engag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signing the MOUs with
Korean Red Cross (President Jung-Geun Yoo, Mar 30),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inister Hee-Young Baek, Jul 12),
and Seoul Bar Association (Chairman Wook-Whan Oh, Sep 21). It
also invited related organizations to share culture and arts.
After signing the MOU, Seoul Bar Association fully sponsored <The
2011 Culture Sunshine Concert> and demonstrated successful
‘Noblesse Oblige’ of social leaders. <The 2011 Cultural Sunshine
Concert>, held at the IBK Chamber Hall on October 22 (Sat),
received financial sponsorship of Seoul Bar Association and talents
of artists, and included performances, free lunch, and souvenirs
for 250 invitees from Korean Council of Food Support,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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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centers and children’s centers. It was a concert filled with
abundance and warmth. The artists who donated their talents for
the concert included Announcer Yang-Hae Jin, Pianists Dae-Jin
Kim, So-Yeon Park, and Seong-Jin Ahn, Soprano Soo-Yeon Kim,
and Baritone Jeong-Hak Seo.
In 2011,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were also promoted in the
academic sector. With the sponsorship of KB Kookmin Bank, <Art
Academy for Multicultural Children> opened in September 2011
to offer course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t no charge. The artworks created by learners are exhibited at
Petit Gallery in Vitami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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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ctivities

2011년은 기관 전체 관람객이 2,465,785명으로 개관 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음악당 IBK챔버홀과 신
세계스퀘어 야외무대가 새로 조성되어 관람객과 공연장 규모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SAC attracted a total of 2,465,785 visitors, setting the highest record in 23 years, and opened the IBK Chamber Hall and
the Shinsaegae Square outdoor stage, to achieve world-class scale in both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seating capacities.

예술의전당은 세계 최고의 복합아트센터라는

현장 실무자와 학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소개하

비전 달성을 위해 2011년 예술프로그램 강화,

였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재정기부를 통

문화예술 저변 확대, 클래식 한류의 본산이라는

해 <문화햇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사회공헌

3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기관의

프로그램의 의미있는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하고 있다.

기관 전체 관람객이 2,465,785명으로 개관 23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기획재정부 주

년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음악당

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IBK챔버홀과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가 새로 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새로 조성된 오

성되어 관람객과 공연장 규모면에서도 세계적

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과 IBK챔버홀, 신세

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계스퀘어 야외무대, 2012년에 완공되는 토월극

예술사업 프로그램의 교류 및 나눔의 문화 확산

장 리모델링 등 공연공간의 조성과 활발한 운용

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외

및 서비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교안보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총 11개 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관

또한 예술의전당은 2013년 개관 25주년을 앞두

과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였다.

고 시설, 서비스,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대한적십자사와 3월 사회공헌 협약에 이어 일

인 복합아트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비전을 재정

본 지진 관련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예술경영학

립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 분야에서

회와는 10월 ‘공연장 운영과 기업 스폰서십’이

새롭게 일신하는 2012년을 계획하고 있다.

2,465,785
전체 관람객
기관 전체 관람객이 2,465,785명으로 개관 23년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In 2011, SAC established and pursued three management policies
to improve arts programs, to expand the scope of culture and arts,
and to be the home of classical Hallyu (Korean Wave) to achieve its
vision to be the world-best arts complex.
It attracted a total of 2,465,785 visitors, setting the highest record
in 23 years, and opened the IBK Chamber Hall and the Shinsaegae
Square, an outdoor theater, to achieve world-class scale in both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seating capacities.
To expand the exchange and sharing of art programs and culture,
SAC signed the MOU with 11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eou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the Korean Red Cross,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eoul Bar
Association, and jointly promoted various events with them.
After signing the social contribution agreement with the Korean
Red Cross in March, SAC delivered donations for the quake victims
in Japan. In October, SAC and the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co-hosted an academic symposium on

‘Operation of Theaters and Corporate Sponsorship’ to introduce
various opinions of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 staff and the
academic sector. SAC also held ‘Cultural Sunshine Concert’ with
the sponsorship of Seoul Bar Association and promoted various
other meaningful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Based on these achievements, SAC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public organization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for two consecutive years and mad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by opening the
Conference Hall on the 4th floor of the Opera House, the outside
stage of Shinsegae Square, and remodeling Towol Theater for
2012.
Preparing to celebrate its 25th anniversary in 2013, SAC is
planning to renew its vision and establish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2012 to become a world-class arts complex in all
aspects, including facilities, services, and contents.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문화예술기관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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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ustomer Services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s

예술의전당 회원서비스 증대와 SACTicket 판매대행 수수료 인하, 야외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페
스티벌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술향기 가득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층 더 충실했던 한 해였다.

SAC fulfilled its role as a dedicated cultural space for the public by offering more dedicated services for SAC members,
lowering the fees on SACTicket, and promoting various events and festivals for the outdoor spaces.

2011년 예술의전당은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성에 따라 예술의전당 직영매표시스템의 티

강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

켓판매대행 수수료를 20% 인하하였다.

을 개진하였다. 예술의전당 회원들을 위한 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오페라극장 내 푸치니

비스의 증대와 2010년 개발된 직영매표시스템

바에서 진행된 <웬즈데이 재즈>는 예술과 음식

SACTicket의 판매대행 수수료 인하, 야외공간

이 어우러진 첫 번째 축제였으며, 시민들과 서

의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페스티벌

초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문화쉼터로써의 기능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술향기 가득한 문화공간

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으로서의 역할에 한층 더 충실했던 한 해였다.

여름 동안 계단광장에서는 통기타, 인디밴드 등

회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미래의 잠재고객을 개

의 공연과 함께 <독일맥주 페스티벌>이 열렸다.

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싹틔우미>제도

식음료공간을 광장까지 확장한 이 축제는 다양

를 시행하였다. 8~19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

한 야외 공연과 어울려 예술의전당을 찾는 고

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선별된 공연을

객들에게 신선하고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하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싹틔

였다.

우미>는 5월 시행 후 2,111명의 회원가입을 기

이 밖에도 적극적인 기관 홍보를 위해 25여 종

록하였다. 또한 회원 프로모션으로 <작가와의

기념품 제작, 외국인 인터넷 입장권 예매서비스

만남>, <인디밴드 콘서트>, <뷰티클래스> 등의

제도 시행 등 고객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끊임

이벤트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없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또한 대관자에 대한 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증

들의 종합적인 결과로 2010년에 이어 기획재정

대시키고 민간 티켓 판매대행사들의 수수료율

부 주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다시

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내부적인 여론

한 번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Seoul Arts Center

2,111
싹틔우미

8~19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
며, 선별된 공연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
는 <싹틔우미>는 5월 시행 후 2,111명의 회원가입을 기록
하였다.

Throughout the year 2011, the Seoul Arts Center (SAC) made
more proactive and more various efforts to expand and improve
its customer services. It fulfilled its role as a dedicated cultural
space for the public by offering more dedicated services for SAC
members, lowering the fees on SACTicket, the direct-managed
ticket system developed in 2010, and promoting various events
and festivals for the outdoor spaces.
Concerning the membership services, SAC introduced <SAC
Teens> System as a part of its efforts to nurture its potential
customers. Anyone between the ages of 8 and 19 can join Ssak
Tyumi at no charge and receive more than 40% discounts on select
performances. Since its opening in May, <SAC Teens> has attracted
2,111 members. As special benefits for its members, SAC also
programmed special events, such as <Meeting with the Artist>,
<Indie Band Concert>, and <Beauty Class>.
As there were suggestions to improve public services for venue
renters and respond to the fees of private ticket agencies more
flexibly, SAC decided to lower the fees on SACTicket’s direct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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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by 20%.
<Wednesday Jazz>, held at <Puccini Bar> in the Opera Theater
during lunch time every Wednesday, was the first festival to
combine art and food. This event offered a great cultural shelter for
the residents and office workers in Seocho area.
Throughout summer, <German Beer Festival> took place in Stairs
Plaza, featuring the performances of acoustic guitarists and indie
bands. With various performances on the outdoor stages, this
festival invited the visitors to eat and drink in the square while
enjoying live performances for their romantic summer nights.
In addition to that, SAC developed various new items to improve its
customer service, including 25 kinds of promotional souvenirs and
online ticket booking services for foreigners. In result of its efforts,
SAC once again received the ‘Excellence’ grade in the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of public organization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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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ACA
AAPPAC
Patrons of SAC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예술의전당 후원회

kOCACA / AAPPAC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AAPPAC)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roming Arts Centres (AAPPAC)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간의 협력증
진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
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11년 말 현재 159개의 문예회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경기도 여
주에 위치한 ‘무대미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는 법정 법
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발전은 물
론 문예회관 간의 교류협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주요 사업으로 <소외계층 문화순회>,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지원>, <사랑티켓> 등을 주관하였다.
특히 <소외계층 문화순회>는 1,961회의 공연을 시행하면서 464,031명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사랑티켓>을 통해서도 아동 및 청소
년, 노인들을 포함하여 총 460,885명에게 그 혜택을 주었다. 이 밖에도 문
화적으로 소외된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문
화의 향수권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제4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
벌>에는 총 1,184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연 유통 및 다양한 네트
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문예회관 및 민간공연장에 총 249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Seoul Arts Center

KOCACA was established to nurture culture and arts centers with
capacities to promote culture and arts an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As of the end of 2011, KOCACA had 159 art centers as its
members as the operator of <Stage Arts Center> located in Yeoju,
Gyeoggi-do (province). From August 2012, KOCACA will be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hoping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local culture and cultural cooperation of
arts centers across Korea.
Some of the major projects of KOCACA in 2011 included <Cultural
Tour for the Isolated People>, <Special Support Programs for
Local Arts Center>, <Everywhere Enjoyable Cultural Programs>,
and <Sarang Tickets>. <Cultural Tour for the Isolated People>, in
particular, offered 1,961 performances, inviting 464,031 visitors to
enjoy cultural experiences. <Sarang Tickets> also shared benefits
with 460,885 people, including children, teenagers and senior. It
is offering various programs in many culturally isolated regions to
contribute to everyone’s right to enjoy culture.
<The 4th Jeju Haevichi Art Festival>, hel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centers, attracted a total of 1,184 participants to various
performance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Trainee Support Project> contributed to creating jobs for 249
youth men and women in arts centers and private concert halls
across Korea.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roming
Arts Centres, AAPPAC, 이하 아태연)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연예술센터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프로그램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연
예술사업 증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민간 국제기구이다. 1996년 예술의전
당과 호주 빅토리안 아트센터(現 The Arts Center)가 주축이 되어 창립하
였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해 오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예술계 발전
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태연은 서구 유럽 일변도의 예술프로그램을 극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
역의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기관을 역임하며 제
1회 총회 및 제2회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하였으며, 8년간 이사기관으로
활동해 오며 아태연 전산망 구축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또
한 2008년에는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2008 AAPPAC 서울
총회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총 10
개국의 27개 예술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6차 총회와 제11차
이사회가 열렸다. 2011년 AAPPAC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으며, ‘Precinct’라는 주제로 총 8개 세션이 진행
되었다.
아태연 정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예술기관으로는 예술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LG 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고양문화재단이 등이
있으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무국이 비지니스 서클로 활동 중이다.

2011 Annual Report

The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AAPPAC)
is an 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 established to facilitate art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exchange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programs through the networking
of performing arts centers in Asia-Pacific. AAPPAC was founded in
1996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eoul Art Center (SAC) and the
Australian Victorian Arts Center (current The Arts Center), and has
actively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art sector in Asia-Pacific.
Pursuing to diversify the arts programs currently focused on the
West and improving the culture and arts environment of AsiaPacific, AAPPAC is constantly promoting various interactive
projects. SAC served as the Founding Chairman of AAPPAC from
1997 to 1998 and hosted the 1st General Meeting and the 2nd
Board Meeting in Seoul. It has played a major role as a director
for the past eight years, including the completion of a computer
network n for AAPPAC.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in 2008,
SAC held the 2008 General Meeting of AAPPAC in Seoul. About
60 officials came from 24 art organizations in 10 countries for this
3-day event that involved the 16th General Meeting and the 11th
Board Meeting. The 2011 General Meeting of AAPPAC was held
in Melbourne, Australia for three days from October 19 to 21 with
eight sessions focused on “Precinct”.
Korean art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members of AAPPAC
are the Seoul Arts Center, the Daejeon Culture & Arts Center,
the LG Arts Center, the Sejong Center and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The Secretariat o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participating in the business sector of AAPPAC.

52 l 53

Patrons of the Seoul Arts Center

Patrons of Seoul Arts Center

후원회
정재호

㈜고려당 대표

원대연

건축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손용석

㈜인컴브로더 대표이사

명예회장

김윤옥

㈜태원전기산업

대표이사 이세용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정익

㈜서광전기 대표

박선우

장훈학원 이사장

서경덕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회장

박선주

㈜태인종합건설

대표이사 권태인

김재정

대한 의사협회 명예회장

한우정

대림미술관 이사장

박종관

㈜한국삐아제 대표이사

박인숙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고문

김영수 김영호 박영주 송 자 이종구 최종률

예스24㈜

회장 김동녕

박성동

㈜파크랜드 부회장

이해규

㈜삼성중공업 고문

임광자

김덕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부회장

김희근 윤의숙 정용진

박한용

포스코 대표이사

박영렬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배기원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김명숙

감사

강희철 신필열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이원희

박지훈

㈜리한 대표이사

조병식

㈜서해건설 대표이사

배인흥

우련통운 회장

최영안

마음의 소리 심리상담센터 원장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박판근

㈜보화스위스 대표이사

조준래

㈜비트플랙스 회장

송경희

명지대학교 교수

최흥용

㈜진성상역 회장

박현호

㈜말레 동현 대표이사

지종한

㈜KJC Corp. 대표이사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경표

성균관의대 교수

이사

강신장 고광복 김상래 김재정 김태우 박성희 박영
립 박종덕 박중규 박한용 박혜성 서규리 서민석 서
병기 신영애 양동훈 양수화 윤홍근 이봉훈 이상완
이은진 이재식 이종호 임중연 정문기 정승일 정우
철 최영철 한호형

배택현

세무사

민절자

신용간

변호사

곽태식

㈜장미악기 사장

현덕규

안희철

㈜두하 회장

박소형

법의관

양천구

전)남성해운항공㈜ 대표

황순하

U L Korea 사장

권오춘 김용원 박희주 허 참 홍라희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김용신

회사원

전)CBS 재단 이사장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

김은영

제8기 임원단

자문위원

목련회원
이원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예주희

동광제약 고문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이병일

㈜조비 회장

최영철

송담학원 이사장

이석형

변호사

장미회원

정귀호

전)대법관

이온규

(재)솔벗 이사장

최기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규

㈜화신공업 대표이사

이은진

DUKE봉사재단 창업주

이인호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윤재승

㈜대웅제약 대표이사

김진숙

연세대 비서 실장

이건희 I 홍라희

삼성 그룹 회장

신필열

㈜삼성전자 상담역

이장한

㈜종근당 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

윤재륭

변호사

이기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대일건설

회장 박희주

박기주

㈜케이디 파워 의장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윤한영

골드만삭스상무

강화자

베세토오페라 단장

㈜이건산업

회장 박영주

양수화

(사)글로리아 오페라단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

이관우

한국몽골협력협회 회장

강혜숙

권오춘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

정우철

㈜일삼 대표

임준호

인하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광재

변호사

김경숙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이종호

㈜JW중외제약 회장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박형인

㈜파이닉스알앤디 회장

이광희

㈜부건비엠 대표

김계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정승일

㈜세일이엔에스 회장

정규진

㈜삼양흥업 회장

박찬용

삼성S D S 대리

이교상

㈜홀리데이인 호텔 실장

김민희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무일

전)현대제철㈜ 부회장

홍평우

㈜신라명과 대표

이종덕

충무 아트홀 사장

이균부

변호사

김봉임

서울오페라 단장
예치과 원장

무궁화 회원

Marguerite C. Park
박성희 I 김경자

꼬모 아트옥션 이사

양 웅

국제치의학회 세계부회장

한호형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조규완

㈜이화산업 부회장

이기동

㈜서울조구 대표

김석균

김일곤 I 이상옥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정미애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기봉환

㈜세림 대표이사

조홍석

이화유통㈜대표

이민교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김성신

㈜대교

회장 강영중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최광춘

가야치과병원 원장

이병담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소희

원광대학교 병원 의사

백종헌 I 임명효

㈜프라임산업회장

석류회원

이상렬

청운대총장

이홍주

서귀농장 대표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종찬

㈜한일광고 사장

윤세영 I 변금옥

㈜SBS 명예 회장

김양자

예맥화랑 대표

이재홍

청우개발 대표

강신구

이승준

㈜진보식품 대표

김희진

상명대음대 겸임교수

한국 전력공사

사장 김중겸

이호현

동북관세 법인고문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Yamada Masakatsu JFE물류㈜서울사무소 소장

이영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노미경

피아니스트

(주)KT&G

사장 민영진

윤윤수

㈜휠라코리아 대표

유정주

변호사

이영자

㈜한일카페트 감사

이용배

여의도 성모외과 의원 원장

박정택

변호사

송 자

명지학원 이사장

허영진

사랑과 희망 한의원 원장

이현구

㈜까사미아 회장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대표

박종영

교사

임종빈

㈜뉴서울호텔 대표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

이영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백철호

새아치과 원장

모란회원
이종구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고종진

전)㈜두산 회장

김병윤

(주)삼지아이티 회장

정성진

전)법무부 장관

이종태

송백회 사무총장

박정택

변호사

박선주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김현실

실내건축 디자이너

김도희

작가

지 훈

㈜SM북 대표이사

이철주

전)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박종영

교사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재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강현옥

차정일

서울 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이후동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백철호

새아치과 원장

박혜성

이화여대 조형대학, 공간디자인과 겸임교수

박종덕

㈜태서리사이클링 회장

고병헌

㈜금비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대표이사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백현욱

내과의사

신영애

Artsylvia Foundation 대표

서규리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고석명

㈜크린텍 회장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

이종태

송백회 사무총장

손동창

㈜퍼시스 회장

신용극

유로통상㈜회장

고광복

중앙회계법인

곽정환

합동영화㈜서울극장 회장

강대신

㈜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이철주

전)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송유근

이상완

㈜삼성전자 상담역

이재식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권성문

㈜KTB network 대표

강은엽

조각가

이후동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신경욱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이현자

뉴욕시티오페라이사

김희근

㈜벽산 엔지니어링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이훈규

차의과학 대학 총장

윤혜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연욱

호텔 갤러리 대표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이수연

피아니스트

정의승

우양재단 이사장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운용

전)대한체육회장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 남

성우

이태영

㈜태준제약 대표

양규모

㈜KPX 홀딩스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김은수

로제화장품 회장

구범환

대한 암협회 회장

정남식

삼성생명

이희정

㈜동인SFG 회장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성복

KT 감사

인영기

권재혁

안양과학대학 학장

정영산

㈜한국아트체인 대표이사

장혜경

정문기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재우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

강신장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김효순

㈜GS 칼텍스

회장 허동수

최왕언

㈜동양파라곤 회장

류재열

㈜조일건설 회장

금난새

지휘자

정은숙

전)국립오페라단 단장

장혜원

이대음대 교수

㈜SK Telecom

사장 하성민

김용원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김형육

한양이엔지㈜ 회장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진현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 회장

전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 교수

허장원

서울 중앙병원 원장

박부일

㈜다다실업 회장

김경원

법무법인 김&장 고문

정환상

㈜클라라, 라스포사 대표

정선홍

신승애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세종

㈜세종공업 대표

김경준

제성병원 원장

조용수

㈜서전엠디에스 대표

조선제

신성대학 이사장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근만

김근만 치과의원 원장

김정자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조윤선

국회의원

(재)정헌재단

매화회원

㈜동화통상 대표

㈜동일방직

회장 서민석

문상호

윤의숙

FICOFI 대표

김성기

㈜한성자동차 대표

박정수

SIFlex 대표

김부식

변호사

차제선

차외과 원장

주연희

GOLF TODAY 대표

김영수

전)문체부장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이용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박주선

국회의원

김선옥

㈜ER 미디어 회장

천호균

㈜쌈지대표

지영연

교사

김영진

㈜한독약품 대표이사

박충근

변호사

김성중

㈜국제종합물류 사장

최무훈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하성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전효택

서울 공대 교수

신준식

㈜신양산업 회장

김성진

㈜파라다이스 고문

최웅렬

㈜씨앤피테크노 대표

한무영

서울대학교 공과대 교수

동백회원
최종률

전)예술의전당 사장, ABC협회 고문

김규선

㈜미건코아 대표이사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승준

KBS 성우

최종욱

㈜SKM 회장

한현주

월간 네이버 대표

㈜조선내화

회장 이화일

김덕표

㈜앤비젼 대표

이강호

한국 그런포스㈜ 대표

김용주

㈜행남자기 대표이사 회장

최효진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변호사

홍원선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상지상사

회장 표상기

김민구

W & M 대표

이동건

㈜부방 회장

김유후

변호사

하태석

㈜SJ인터콥 회장

Thomas Park

의사

김태우

한국 원전수출산업협회장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이동훈

㈜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김의석

변호사

한상량

㈜보워터한라제지 대표이사

양동훈

㈜유니온통산 대표

김상래

㈜성도GL 대표이사

이봉훈

㈜이앤스틸 대표이사

김정배

고려대학교 교수

허덕행

㈜신성개발 회장

특별회원

서병기

㈜현대자동차 고문

김재학

㈜하이젠 모터 대표이사

이상일

㈜일진산업 대표

김주인

㈜시-즈 회장

홍건희

전)한국타이어 부회장

장일범

KBS-FM DJ, 음악 평론가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김태희

㈜삼표에너지 회장

이상철

디자이너

김준효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경택

㈜명실업 대표이사

황인용

아나운서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나천수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수성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김진현

문화일보 고문

홍기표

㈜우주아이텍 대표이사

허 참

전)상아제약 회장

박인철

㈜리한 회장

이신혜

고려은단㈜ 이사

김행술

JW 테크 회장

황병주

㈜동영물산 회장

㈜경농

대표이사 이병만

서향희

법무법인 새빛대표 변호사

이우용

동아전장주식회사 대표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

황세영

황세영산부인과병원 원장

박승택

박승택한의원 원장

석세일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이우백

㈜조우니 대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서정권

㈜두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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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of Events and Attendance

공연ㆍ전시 및 관람객 현황 / Profile of Events and Attendance
December 31, 2011 and 2010

공연횟수 performances
콘서트홀
Concert
Hall

(2,494석)

음악당
Music Hall

IBK
Chamber
Hall

(594석)

2010 total

Growth

66

343

409

396

3%

81,818

242,352

324,170

311,086

4%

24,979

280,801

305,780

287,278

6%

106,797

523,153

629,950

598,364

5%

64.9%

61.2%

61.8%

60.6%

1.2%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50

35

85

-

-

9,736

6,673

16,409

-

-

0.0%

-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425

423

0%

57,955

59,136

55,517

7%

90,292

90,519

0%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73.1%

60.8%

61.4%

61.8%

(0.4%)

5

33

38

32

19%

(1,945석)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공연건수 programs

토월극장
Towol
Theater

(601석)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206석)

Seoul Arts Center

26

111

137

150

(9%)

37,912

115,666

153,578

132,606

16%

3,526

46,033

49,559

64,532

(23%)

41,438

161,699

203,137

197,138

3%

81.9%

74.9%

76.2%

67.6%

8.7%

2

17

19

23

(17%)

40

137

177

254

(30%)

13,861

34,170

48,031

56,469

(15%)

2,747

9,602

12,349

27,180

(55%)

16,608

43,772

60,380

83,649

(28%)

69.1%

53.2%

56.8%

54.8%

2.0%

2

33

35

39

(10%)

28

215

243

275

(12%)

2,816

19,284

22,100

20,896

6%

662

8,564

9,226

14,417

(36%)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3,478

27,848

31,326

35,313

(11%)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60.3%

62.9%

62.6%

62.3%

0.2%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65.2%

85,235

Museum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전시건수 programs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Seoul
Calligraphy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Art Museum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2011 Annual Report

9

19

19

0%

-

658

-

(15%)

405

1,181

10
658

(10%)

70.4%

5,057

(43%)

14,150

20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14

14,150

61.6%

(346석)

8

12,014

Hangaram
Art Museum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전시장

2

12,672

-

(11%)

6

1,630

-

35,002

Growth

1,630

-

31,156

2010 total

10,384

-

27,280

2011 total

11,042

16,527

서울서예
박물관

대관 hir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전시건수 programs
한가람
미술관

기획 SAC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32,936

3,876

Opera
Theater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7,966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Outdoor
Stage

14,639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공연횟수 performances

Opera
House

야외무대

공연횟수 performances

8,561

Recital Hall

오페라극장

공연건수 programs
오페라
하우스

18,297

리사이틀홀

공연건수 programs

Opera
House

2011 total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공연횟수 performances

오페라
하우스

대관 hir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IBK 챔버홀

기획 SAC

전시건수 programs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11

64

75

52

44%

388

624

1,012

942

7%

457,635

130,687

588,322

529,280

11%

156,701

205,988

362,689

288,738

26%

614,336

336,675

951,011

818,018

16%

6

30

36

37

(3%)

130

224

354

295

20%

7,834

14,474

22,308

17,411

28%

5,482

36,672

42,154

50,104

(16%)

13,316

51,146

64,462

67,515

(5%)

2

24

26

19

37%

26

640

666

1,280

(48%)

7,040

289,673

296,713

349,533

(15%)

4,308

88,598

92,906

83,289

12%

11,348

378,271

389,619

432,822

(10%)

58 l 59

Budget Overview

예산실적 / Budget Overview
December 31, 2011 and 2010

수입 Income
구분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단위 : 천원 KW)

실적 Result

예산 Budget

달성률

지출 Expenditure
구분

(단위 : 천원 KW)

실적 Result

예산 Budget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14,444,000

20.3%

14,444,000

24.9%

100.0%

8,928,252

12.6%

7,426,111

12.8%

83.2%

공연사업비

3,304,985

3,051,093

92.3%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5,732,427

8.1%

5,026,056

7.7%

달성률

금액

87.7%

공연사업수입

5,105,522

4,061,692

79.6%

전시사업비

872,534

602,198

69.0%

전시사업수입

1,042,780

692,669

66.4%

교육사업비

1,554,908

1,372,764

88.3%

교육사업수입

2,779,950

2,671,749

96.1%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대관사업비 venue hires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11,471,256

16.2%

8,840,214

15.2%

77.1%

대관사업수입 venue hires

8,249,201

11.6%

8,791,327

15.1%

106.6%

임대사업수입 rental of property

2,164,800

3.0%

1,827,249

3.1%

84.4%

942,491

1.3%

941,328

1.6%

99.9%

기타수입 other income
이자수입

500,000

689,119

137.8%

후원금수입

250,000

50,000

20.0%

기타수입

192,491

202,209

105.0%

이월자금

3,000,000

4.2%

1,310,802

2.3%

43.7%

기부금수입

10,500,000

14.8%

14,500,000

25.0%

138.1%

차입금

11,300,000

15.9%

-

0.0%

0.0%

합계

71,000,000

100.0%

58,081,030

100.0%

81.8%

Seoul Arts Center

5,840,097

8.2%

5,710,076

8.7%

97.8%

722,374

1.0%

633,191

1.0%

87.7%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2,849,975

4.0%

2,558,656

3.9%

89.8%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9,674,568

13.6%

8,780,440

13.4%

90.8%

인건비

7,571,231

6,764,132

89.3%

경상사무비

2,103,337

2,016,308

95.9%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40,300,430

56.8%

36,897,261

56.5%

91.6%

시설유지비

11,071,430

10,130,996

91.5%

시설개보수비

29,229,000

26,766,264

91.6%

차입금상환비
예비비
합계

2011 Annual Report

5,000,000

7.0%

5,000,000

7.7%

100.0%

880,129

1.2%

699,940

1.1%

79.5%

71,000,000

100.0%

65,305,618

100.0%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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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 Financial Statements
제25(당)기 2011. 12. 31. 기준 / 25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1
제24(전)기 2010. 12. 31. 기준 / 24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0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구분

(단위 : 원 KW)

제25(당)기

제24(전)기

자산 assets
유동자산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구분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단위 : 원 KW)

제25(당)기

제24(전)기

39,521,298,277

45,217,961,310

11,386,812,058

28,182,719,478

공연사업수입

4,710,072,237

3,927,860,122

11,386,812,058

28,182,719,478

전시사업수입

1,171,954,148

1,026,289,312

275,047,283,915

263,181,789,956

강좌사업수입

2,770,276,435

2,740,147,297

투자자산

1,934,000

2,384,000

부대사업수입

9,054,855,480

8,433,906,349

유형자산

275,045,349,915

263,179,405,956

대관사업수입

8,788,125,369

8,799,068,489

286,434,095,973

291,364,509,434

기타수입

13,026,014,608

20,290,689,741

12,470,229,756

11,452,968,903

당좌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total assets
부채 liabilities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11,938,802,720

15,127,374,319

공연사업비

3,455,874,181

2,964,692,354

4,512,088,410

4,298,500,210

전시사업비

877,417,613

1,177,444,426

16,450,891,130

19,425,874,529

강좌사업비

1,402,872,366

1,377,313,709

부대사업비

5,559,488,278

4,790,507,505

자본 capital
자본금

273,331,076,905

273,331,076,905

대관사업비

629,447,218

649,778,164

결손금

3,347,872,062

1,392,442,000

공익사업비

545,130,100

493,232,745

자본총계 total capital

269,983,204,843

271,938,634,905

사업이익(손실) operating profit(loss)

27,051,068,521

33,764,992,407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286,434,095,973

291,364,509,434

일반관리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29,395,004,969

26,585,651,187

영업이익(손실) operating income

(2,343,936,448)

7,179,341,220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income

950,729,114

994,873,410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562,222,728

376,700,146

(1,955,430,062)

7,797,514,484

-

-

(1,955,430,062)

7,797,514,48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profit before income taxes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당기순이익(손실) net profit(loss)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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