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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Mission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Operation of Arts Complex and Promotion of Arts Programs for Development and People’s Enjoyment Culture and Arts

Vision
세계와 문화예술가치를 공유하는 Global 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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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s greetings

올해로 예술의전당이 개관한 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 개관이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예술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
히 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예술센터로서 자랑스러운 예술문화의 메카로 거듭
났습니다.
먼저 개관하였던 음악당은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연 여건을 제공해 주는 동
시에 최고의 연주 실력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년 한 해 동안만 7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갓머
리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로 1993년에 개관한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매년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무
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각각 특성화된 세 개의 전시장에서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수많은 전
시들로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2014>시즌제
도입으로 더욱 야심찬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CJ토월극장 재개관과 역사홍보관 @700 조
성으로 예술의전당을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복
지사업과 예술교육에도 항상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국내 예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술의전당 이사진들과 사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
는 모든 예술의전당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후
원회원 분들과 모든 관람객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Seoul Arts Center celebrates the 25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it opened in 1988, it has gathered your input to make seamless
efforts for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Korea’s art sector. It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leading art organization of Korea
and become a proud Mecca of art and culture as a general art center that boasts a large scale even in the global perspective.
The concert hall that opened first offers the best environment for the orchestras and performers to perform, and enticed more than
700,000 audiences last year alone with the premium performances and beautiful music. The Opera House, which opened in 1993 in
the unique building shaped after a Korean traditional hat, presents various performances, including operas, ballets, and plays every
year. The three exhibition halls specialized for each genre offers more abundant cultural and artistic sights for the audiences who
visit Seoul Arts Center with numerous exhibitions that incorporate the global trends.
Today, Seoul Arts Center is preparing for various specia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Introducing the <2013-2014> Seasonal System, it will present more ambitious programs and diverse contents. It is motivated to share the
joy of culture with everyone who visits Seoul Arts Center with the reopening of CJ Towol Theater and the Historical Center @700.
Not only that, it promises to contribute to cultural welfare projects and art education.
We truly thank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ll other officers for supporting us all the time for the promotion of
Korea’s art industry. We also thank the Board Members and the President of Seoul Arts Center who work for the development of
Seoul Arts Center and all the officers and staff of Seoul Arts Center. Lastly, we promise to make our best efforts to return the support
of our sponsors and visitors.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ng-Ju Park
예술의전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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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greetings

개관 25주년을 한 해 앞둔 2012년, 예술의전당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화려하
고 의미 있는 2013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In 2012, when it was a year away from the 25th anniversary, Seoul Arts Center made efforts to lay the foundation for new projects
and various infrastructures to make the year 2013 more colorful and meaningful.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로써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는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성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무료 회원제도 <싹틔우미>는
2012년에 가입연령을 기존 8~19세에서 8~24세까지 확대하여, 회원 수가 2011년 2,111명에서 2012년 21,891명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과 문화바우처 소지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당일할인티켓>은 연말
까지 총 7,433매가 판매되었고, <리허설 무료 관람>은 7월부터 실시하여 오페라하우스 12건, 음악당 89건으로 총
참여자 수는 1,163명이었습니다. 또한 표준좌석등급제의 도입과 2013년 시즌제 부활로 더 나은 문화생활의 여건
을 마련하였습니다.

We focused more on public policies than any other times to share the joy of culture with more people and to satisfy the mission and
vision of cultural welfare. <SAC teens>, the free membership program for the youth that has been offered since 2011, expanded
the range of ages from 8 to 19 to 8 to 24 in 2012 and the number of members increased from 2,111 in 2011 to 21,891 in 2012.
<Same-day Discount Tickets>, which has been offered since last July for the adolescence and cultural voucher holders, sold a total
of 7,433 tickets by the end of last year and <Free Opening of Rehearsals> has been offered since last July to invite 1,163 people
through 12 openings of the Opera House and 89 openings of the Concert Hall. Also, a foundation for a better cultural life has been
laid with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seating system and the revival of seasonal system in 2013.

7월 최초로 개최된 SAC포럼은 전시분야를 시작으로 9월에는 공연, 11월에는 음악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24년간 예술의전당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개관
25주년에 맞춰서는 CJ토월극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공연장으로 재개관을 하였고, 역사홍보관 @700이 새롭게
조성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The SAC Forum, which was first held last July, was promoted for performing arts in September and music in November, starting
with exhibitions. It provided us with a good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24 years of history of Seoul Arts Center. The newly
renovated CJ Towol Theater opened for the 25th anniversary in 2013 and the Historical Center @700 was newly opened to greet
the visitors.

2013년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예술의전당은 개관 이
래 누적 관람객 수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
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술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문화 융성
과 고객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In 2013, Seoul Arts Center greets the historical moment of 25th anniversary. In December 2012, Seoul Arts Center recorded
40,000,000 total visitors since opening and acquired ‘Outstanding’ level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Public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We will make mor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happiness of customers to return the love and support of everyone who values art.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항상 발전해 나가는 모
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We truly thank everyone who visits Seoul Arts Center and promise to show you how we continue to develop and grow in the
future.

감사합니다.

Thank you.

Hak-Chan Ko
예술의전당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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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악당에서는 올 한 해도 풍성한 기획 공연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하였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는 첫 연주가 열린 2004년 당
시 용어도 생소했던 ‘브런치 콘서트’로 출발한 음악회이다. 국내 클래
식 공연장 최초로 ‘연주시간대〓저녁’이라는 등식을 깬 혁신적인 아
이디어가 돋보일 뿐 아니라, ‘입장권 연속매진 기록몰이’가 더해져 전
국적으로 유사한 형식의 연주회 붐을 일으킨 음악당 대표 프로그램이
다. 특히 2012년 말 ‘공연 횟수 100회’ 기록을 넘어서며 또 하나의 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The Concert Hall greeted the visitors with many special performances
throughout 2012. <SAC 11 a.m. Concert> was a concert that began as ‘the
brunch concert’, which was a term unfamiliar when the first performance
was put on in 2004. It presented an innovative idea that broke the rule of
‘performing hours = even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s classical music
sector and its ‘record-setting sold out tickets’ led to the boom of similar
performances across Korea. It exceeded more than 100 performances by
the end of 2012 to set another new record.

<11시콘서트>가 평일 오전시간대를 타겟으로 삼았다면, <토요콘서트>
는 주5일 근무제로 본격화된 토요일의 오전 시간대가 대상이다. 2010
년 10월 첫 선을 보인이래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국가별
작곡가’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대진이
지휘와 해설을 맡았고, <토요콘서트> 전담 연주 단체인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신선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If the <SAC 11 a.m. Concert> targeted the morning time on weekdays, <SAC
Saturday Concert> targeted the morning time on Saturdays with the beginning of the five-day-a-week work system. First presented in October 2010,
it has been promoting the ‘composers around the world’ series from September 2012 through September 2013. Dae Jin Kim, a pianist and conductor, took charge of conducting and interpreting, while <Seoul Arts Center
Festival Orchestra> has been assigned to perform for the <SAC Saturday
Concert> to present fresh and passionate performances.

<3B 시리즈>는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의 계보를 잇는 대표 작곡가 ‘바
흐(Bach), 베토벤(Beethoven), 브람스(Brahm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음악회로 2010년 시작 첫 해 김대진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이 ‘베
토벤’을, 2011년 임헌정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브람스’를 무
사히 마친데 이어, 마지막 해 2012년 ‘바흐’도 리더 김민이 이끄는 바
로크합주단의 깊이 있는 연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실내악 장르의 다양한 음악세계를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2012
예술의전당 앙상블축제>가 개관 1주년을 맞아 챔버홀에서 새롭게 선
보였다. 세종솔로이스츠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더 윈즈, 서울신포니
에타,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르 쁘띠 파라디, 서울윈드앙상블, 금호아
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쳄버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최고 앙
상블 단체들의 수준 높은 연주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소망풍선 날려 보내기, 불꽃놀이 등 이벤트로 더욱 유명한 <예술의전
당 제야음악회>는 2012년에도 어김없이 매표 시작한지 2주 남짓 기간
에 일찌감치 매진되며 인기 프로그램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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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Orchestra Festival>, first presented in 1989, celebrated its 24th performance in 2012. A total of 22 orchestras participated for about a month of
colorful feast of classical music, including 18 leading symphony orchestras
of Korea, two college orchestras of Ewha Women’s University Orchestra
and KNUA Symphony Orchestra, Unpa Memorial Orchestra that is organized in memory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assing of Late Unpa Won
Shik Lim, and Aloysius Orchestra that brought the Korean version of wave
of El Sistema.

<Seoul Arts Center New Year’s Eve Concert>, more widely known for flying
the balloons of hope and the fireworks, was quickly sold out in about two
weeks in 2012 to reaffirm its popularity.

The concert hall greeted the visitors with
many special performances throughout
2012.

<3B Series> is the concert that represents Bach, Beethoven, and Brahms,
the three leading composers of the Baroque, Classical, and Romantic periods. In the first year in 2010, Dae Jin Kim and Suwon Symphony Orchestra successfully performed ‘Beethoven’, while Hun Jung Lim and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 beautifully performed ‘Brahms’ in 2011. The final
performance in 2012 was ‘Bach’ performed by Korean Chamber Orchestra
led by Min Kim.
The <2012 SAC Ensemble Festival>, which presents the world of diverse
pieces in chamber music, was newly presented at the Chamber Hall in
celebration of its 1st anniversary. Starting with the opening performance
of Sejong Soloists, it w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quality performance of supreme ensemble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Winds,
Seoul Sinfonietta, Korea Festival Ensemble, Le Petit Paradis, Seoul Wind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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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처음 선보인 <교향악축제>는 2012년 스물네 번째 무대를 맞았
다. 특히 국내 대표 교향악단 18개 단체와 이화여자대학교, 크누아심
포니오케스트라 등 두 개의 대학 오케스트라, 故 운파 임원식 타계 10
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결성된 운파 메모리얼 오케스트라, 한국판 엘
시스테마 바람을 몰고 온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등 총 22개 단체가
출연하여 약 한 달간 화려한 클래식의 향연을 펼쳤다.

Ensemble, Kumho Art Hall Chamber Music Society, and Harmony Chamber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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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While Towol Theater was renovated into CJ Towol Theater in 2012, the Opera
House, Jayu Small Theater, and Shinsegye Square Outdoor Stage, the best cultural
space for the evenings on weekends, have attracted many audiences with quality
opera and ballet performances in addition to various other genres of performances.
<Endless Voyage>, which was performed at the Opera Theater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was directed by Seoul Arts Center and explored the new
possibility of Korean performances by inviting Korea’s best Korean dancers,
ballerinas, and ballerinos to perform on the same stage.
<2012 SAC Young Artist Opera Festival>, that finally finished the great voyage
of three years, presented outstanding stages completed with the talents and
efforts of the younger opera singers of Korea, including <Rigoletto> of Hanyang University, <Gianni Schicchi & Suor Angelica> of Kookmin University,
and <L’elisir d’amore> of Sangmyung University.

연초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린 <사色여정>은 예술의전당이 직접 기획
한 작품으로, 국내 최고의 한국 무용수,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를 한 무
대에 세우며 새로운 한국적 공연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대학오페라페스티벌>에서는 한양대학교
의 <리골레토>, 국민대학교의 <잔니 스키키 & 수녀 안젤리카>, 상명대
학교의 <사랑의 묘약> 등 한국 오페라계의 미래를 밝힐 젊은 성악가들
의 재능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매년 연말마다 매진행렬을 기록하는 <송년발레-호두까기 인형>은
2012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표적인 송년 프로
그램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자유소극장도 여느 해 보다 많은 관객들이 찾았다. 이는 예술의전
당 자체 기획 활성화로 명품연극시리즈 <쉬반의 신발>, <못생긴 남
자>, <여행>과 같은 수준 높은 리바이벌 작품들이 무대에 많이 올
랐고, 특히 연극열전과 함께 기획한 조재현, 배종옥, 정웅인, 정재
은 주연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 큰 성공을 거둔 데 기인한다.
특히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창작이면서도 향후 레퍼토리 공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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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했다.

Other festivals for the opera, ballet, and dance, including “Korea Opera Festival”, “Korea Ballet Festival”, and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re
held every year, gaining better reputation year after year.

2012년에도 역시 상주단체의 활약이 크게 돋보였는데, 근래 세계무대
에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국립오페
라단과 국립발레단이 <라보엠>, <카르멘>, <박쥐>를 비롯해 <지젤>, <포
이즈>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 정상급 연출자와 스탭, 유럽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성악가들의 오페라
무대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박수갈채를 받았고, 미국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발레단과 모스크바 시티 발레
등 해외 발레단의 내한 공연이 러쉬를 이룬 가운데서도 국립발레단은
최근 발레 붐의 중심에서 레퍼토리를 확장해 나아갔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대한민국 발레축제”, “서울국
제무용제” 등 오페라와 발레, 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축제는 매년 무
대에 오르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The residential performers were still active throughout 2012. The National
Opera Company and the National Ballet Company presented <La Boheme>,
<Carmen>, <Die Fledermaus>, <Giselle>, and <Poise>, in addition to many
other outstanding pieces worthy enough to be performed on global stages.
The opera stages prepared with world-class directors, staff, and Korean vocal
singers active at opera houses in Europe were sold out day after day to win
great applauses. The National Ballet Company presented its repertoires in
the middle of the latest ballet boom despite the rush of Korean tours of many
foreign ballet companies, including the American Ballet Theater, the Russian
Novosibirsk National Ballet Company, and the Moscow City Ballet Company.
Musical <Hero>, which was performed at the Opera Theater in a long time, and
made a great hit to increase the number of audiences at the Opera Theater by
about 40,000 people compared to 2011. Despite the temporary close of Towol
Theater,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increased by about 20,000 people.

여름시즌 진행되었던 신세계 야외무대에서는 야외 페스티벌의 일환
으로 발레 갈라와 이은결의 매직쇼,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등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선보여 주말시간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
객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한편 오랜만에 오페라극장 무대를 달군 뮤지컬 <영웅> 역시 선전하며
2011년 대비 오페라극장 관객 수는 약 4만 명이 늘었으며, 토월극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총 관객 수는 약 2만 명이 증가하였다.

Shinsegye Outdoor Stage presented various quality performances for free,
including the Ballet Gala, the Magic Show of Eun Gyul Lee, and Nonverbal
Performance Jump, as a part of the outdoor festival for the summer season.
These performances presented great joy to the audiences who visited Seoul
Arts Center on weekends.

<Year-end Ballet - The Nutcracker>, which is sold out every year, successfully
attracted many audiences in 2012 and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leading
program for the end of the year.

Opera House have attracted many audiences with opera,ballet
and various other
genres of performance.

More visitors came to Jayu Small Theater than any other years. As Seoul
Arts Center has promoted independent production, many quality reproductions have been performed, including <Shopping for Shoes>, <The Ugly One>,
and <A Journey>. <Thursday Romance>, starring Jae Hyun Cho, Jong Ok Bae,
Woong In Jung, and Jae Eun Jung, was particularly directed with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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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토월극장이 CJ토월극장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는 동안
오페라극장과 자유소극장, 그리고 주말 저녁시간 최고의 문화공간으
로 자리 잡은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는 한층 완성도 높은 오페라
와 발레,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다.

Plays and highly successful. <Thursday Romance> is a creative piece, but
solidified the possibility of repertoire performan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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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예박물관
2012년 서예박물관의 가장 의미 있던 전시는 <다산 정약용 탄생 250
주년 기념전>이었다. <천명, 다산의 하늘>이라고 설정한 부제에는 조
선 후기 사회의 갱생과 부흥의 비전을 이 땅에 구현하지 못하고 하늘
에 묻은 다산의 한과 조선의 비극이 담겨 있었다. 다산 사후 최대 수
량인 140점의 유물과 자료가 수집된 이 전시는 사후 250주년 다산
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금 왜 다산인가’를 주제로 진
행된 도올 김용옥의 특강도 큰 인기를 끌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한국목판특별전 <목판, 선비의 숨결을 새기다>는 서예박물관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장한 6만 4천의 목판 중 뛰어난
목판 140점을 골라 그 정수를 전시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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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2년 3월 개최된 <핀란드 디자인전>은 핀란드의 대표적인 디자이
너이자 교육가인 까이 프랑크의 디자인 컬렉션과 제품들로 구성되
었던 전시로, 일상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하
여 실용성과 독창적 상상 속에 녹여내는 핀란드의 디자인을 보여주
었다. 기획전 뿐만 아니라 큰 인기 몰이는 했던 대형 전시들 중, 패션
사진작가로서 젊은 나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데이비드 라샤펠
사진전>은 톡톡 튀는 감수성으로 소비에 빠진 현대사회의 병적 집착
들을 새롭게 보여 주었으며, 연말에는 <반 고흐인 파리>전이 개최되
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Hangaram Art Museum
The summer of Hangaram Art Museum in 2012 was even hotter with the
<Exhibition of Louvre Museum> filled with the Greek Mythology and <Art
and Play>, the major special exhibition of Seoul Arts Center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Exhibition of Louvre Museum> set a
historic record with 390,035 audiences with the smart directing to focus
on the 100 relics of Greek porcelain, Roman murals, sculpture, and paintings, along with the mythologies and legends. <Art and Play - A Carnival
of Animals> was as fun as the uplifting melody and exhibited 150 pieces
of paintings, sculpture, and installations by 17 artists. In the end of 2012,
the <Musei Vaticani>, with the artworks from the Italian Renaissance,
impressed the visitors with the religious paintings, especially the masterpieces by Leonardo Da Vinci, Michelangelo, and Raffaelo. <Illumination:
Light in Today`s Art> with the modern theme of “light” made a new attempt to show the light of modern impressionists, the light of other modern times, and the light of scientific technology.

Hangaram Design Museum
<Design Finland>, held in March 2012, exhibited the design collections and
products of Kaj Franck, the leading designer and educator of Finland. He
presented the Finnish designs, the creative designs with practicality and
originality linked to daily lifestyles. Other large exhibitions that were popular included <David LaChapelle In Seoul> of a young fashion photographer
with global reputation. This exhibition showed a new unique perspective
of the abnormal obsession of the modern society fallen in consumption. By
the end of the year, <Van Gogh in Paris> was held to attract many audiences.

<Art and Play>, the
major special exhibition of SAC,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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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미술관
2012년 한가람미술관의 여름은 그리스 신화의 전설이 가득했던 <루
브르 박물관전>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 대표기획전
<미술과놀이전>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로 더욱 뜨거웠다. <루브르 박
물관전>은 그리스 도기, 로마 벽화, 조각, 회화 등 110점의 유물과 신
화와 전설이라는 테마에 중심을 둔 영리한 기획으로 총 390,035명
관객동원의 대기록을 세웠다. 경쾌한 음악적 선율처럼 동물을 주제
로 한 <미술과 놀이-동물의 사육제>전은 회화, 조각, 설치 등 17명 작
가의 작품 150점이 전시되었다. 2012년 말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작품으로 구성된 <바티관 박물관전>이 성화의 감동으로 한껏 무게를
더했으며,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제로, 라파엘로 등 거장들
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빛”이라는 현대적 주제
로 구성된 <빛나는 미술관전>도 근대 인상파의 빛과 다른 현대의 빛,
과학기술의 빛을 미술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Seoul Calligraphy Museum
The most meaningful exhibition of Seoul Calligraphy Museum in 2012 was
<Special Exhibiton 31: DASAN, JEONG YAK-YONG>. The subtitle of <Heaven’s Order, Dasan’s Sky> conveyed the grudge of Dasan and the tragedy of
Joseon that failed to realize the vision of reviv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on this land. This exhibition collected 140 relics and resources, the largest
collection since the passing of Dasan, and marked the revival of Dasan in
celebration of his 250th birthday. The special lecture by Dool Yong Ok Kim
on ‘Why Dasan Now’ was also very popular. <Korean Woodcuts Exhibition>,
the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wood printmaking held in the similar time,
exhibited 140 ultimate wood printmaking out of 64,000 pieces possessed by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which has signed an MOU with the
Calligraph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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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와 편리한 시설,
감동적인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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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is a representative arts and culture complex of
Korea with the harmony of great
contents, facilit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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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cademy

인문학
테마별로 탐구하는 서양미술사,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고전 읽기, 도시를 통해 인류
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도시탐방, 그리고 과학을 통해 알아보는 거대사의 흐름 등 다양한 분야
의 주제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 과정은 각 학문을 교류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수강생들의 큰
호응과, 일반 대중 강연에 대한 강사들의 긍정적 반응을 계속해서 얻고 있다.
미술실기
성인미술 아카데미에서는 유화, 수채화, 크로키, 판화, 디지털사진 등 다양한 실기과정을 운영하
고 있으며, 2012년 총 74개 반에 1,445명의 수강생들이 등록하였다. 순수미술을 사랑하는 대중
들을 위한 신규 및 야간 강좌도 개설하여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작
업 공간을 제공하는 <작가스튜디오>에서는 1년 후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작가를 배출하고 있
다. 2012년에는 총 4명의 작가가 선정되었으며, 예술의전당 비타민스테이션 갤러리7에서 <작가
스튜디오전>에 참여하였다.

1298

people

Gifted Children of Music

300

students

서예실기
개관이래 서예대중화에 앞장 서 온 서예아카데미는 2012년 총 64개의 강좌에 1,298명 수강생이
공부하였다. 서예 실기는 키보드시대에 ‘왜 붓인가’를 강좌를 통해 직접 실천해 냄으로서 서예의
여전한 존재이유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서예실기 강좌의 연장이자 총 결산인 <교육
평가전-붓을 든 전사>를 역사와 치유를 주제로 처음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역사 왜곡과 기계
문자시대 인간성 상실이라는 사회병리 현상을 필묵으로 해결한 점에서 수강생 자신은 물론 관
객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술영재
어린이미술아카데미는 1992년에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창의적 미술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을 해 오고 있다. ‘창의성 개발’과 ‘사고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및
성격에 따라 ‘어린이미술과정’, ‘미술영재과정’, ‘글로벌리더과정’, ‘다문화어린이강좌’ 등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다문화 강좌 어린이들의 부모를 위한 특강이 개
설되어 월 2회 진행되었는데, 보자기 디자이너 이효재의 재능기부로 운영된 이 특강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수업으로, 우리나라 전통 예절과 자녀교육을 위한 학
부모 교육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Appreciation of
Performing Arts · Music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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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공연기획
세계적인 아트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개
관 25주년을 맞이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노하우
를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2012년 가을 제1기
<공연기획아카데미>를 개원하였다. 총 15주 동안 30회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연예술분야 장르별로 실제
예술의전당의 실무진들이 직접 강의하기도 하였다. 공
연제작 관련 현장실습 과정, 홍보마케팅, 공연예술관
련 법, 아티스트와의 만남, 명사특강 등 공연기획자로
서의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이 어우러
진 커리큘럼으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연·음악감상
공연문화예술 향유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개설된 성인 감상강좌로, 예술 본연의 감동을 추구하
며 오페라, 발레, 클래식 콘서트 등 극장에 올려지는 모
든 범위의 작품을 감상한다. 계절특별 강좌(4주)와 정
규강좌(15주)로 구분되며, 2012년에는 총 29개 강좌에
1,745명이 수강하였다.

음악영재
1999년 개설된 음악영재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영재들에게 우수한 교육시
스템과 최고의 강사진들로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정원은 총
200명이며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하프 등 7개의 기악 전공과 1개의
작곡 전공이 있다.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1학년
부터 5학년까지이다. 2012년도는 상·하반기 총 30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SAC opened the 1st
<Performance Directing
Academy> to share its
programming
and producing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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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Planning
Seoul Arts Center, developing into a world-class art center, opened the 1st <Performance Directing Academy> in the fall of 2012 to share its programming and producing knowhow with the society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It offered 30 sessions for 15 weeks and included the lectures of working officers
active in various sites of Seoul Arts Center. The curriculums included theory and practice for students to
acquire basic knowledge as performance planners, including field practice, PR marketing, performing arts
laws, meeting with artists, and special lectures.
Appreciation of Performing Arts · Music
This is an art appreciation course for adults that opened in 2002 to share performing culture and arts
with more people. It appreciates all ranges of artworks performed in theater, including opera, ballet, and
classical music, pursuing the original impression of art. It offers a special seasonal program (4 weeks)
and a full program (15 weeks). In 2012, 1,745 people took a total of 29 courses.
Humanities
The Humanities courses include courses on Western Art History, Classical Reading for self-examination,
City Exploration to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humankind through cities, and Macro Flow of History to
examine art through science. The students love learning in interdisciplinary courses and the instructors
are positive about giving lectures to the general public.

세계적인 아트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였다.

Gifted Children of Art
Children’s Art Academy, first opened in 1992, has settled as the academy of creative art education. Dedicated to ‘creativity development’ and ‘thinking skills’, its educational programs includes four programs
for different students and purposes, including ‘Children’s Fine Art Course’, ‘Gifted Children of Art Course’,
‘Global Leadership Course’, and ‘Multicultural Children Course’. In 2012, a special lecture was opened
for the parent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Children Course and took place twice a month. This special
lecture was made possible by the talent donation of Hyo Jae Lee, a wrapping cloth designer, and was
offered for the parents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children. It was ‘two hares with one stone’ as it
shared Korean traditional etiquettes and trained the parent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Gifted Children of Music
Gifted Children’s Music Academy, opened in 1999, offers an outstanding educational system, programs,
and faculties for the children gifted with musical talents to lead the future of Korea’s music sector. It
accepts a total of 200 students to major in piano,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harp, and composing.
It selects students through an audition twice a year in May and November. Applicants can be anyone in
1st through 5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 In 2012, a total of 300 students took the programs.

Art Practice
The Adult Art Academy operates various practical courses in oil painting, watercolor painting, croquis,
printmaking, and digital photography. In 2012, 1,445 students enrolled in 74 classes. There also are
new and evening courses for the people who love fine art. The <Artist Studio>, which particularly offers
spaces for personal work, names artists at the end of each year through deliberation after a year of training. In 2012, a total of four artists were selected and they participated in <Artist Studio Exhibition> at
Seoul Arts Center’s Vitamin Station Gallery 7.
Calligraphy Practice
The Calligraphy Academy has led the popularization of calligraphy since opening, and trained 1,298 students in a total of 64 courses in 2012. Calligraphy Practice clarified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calligraphy by showing it through the ‘Why Brush’ course for the era of keyboards. In 2012, <Educational
Evaluation Exhibition - The Warrior with a Brush> was held for the first time on the topics of history and
healing as a part of the Calligraphy Practice course. This exhibition was highly popular among the students and audiences as it resolved the social pathological phenomenon of historical distortion and loss
of humanity to mechanical text through ink and brush.

Ar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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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40 million
visitors since
opening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2

38

MANAGEMENT

2012년 예술의전당은 공공성 증진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여와 고객서비스 제
고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

In 2012, Seoul Arts Center focused on the social contribu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for public benefits
and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ervice.

대관료를 인하하여 대관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간 VVIP석, 프레지던트석과 같이
명칭 및 등급 혼란을 야기시켰던 좌석등급제를 개선하고자 <표준좌석등급제>를 새롭게 시
행하였다. 특히 표준좌석등급제는 모든 공연의 최고등급을 R석으로 통일하고 등급 및 등급
별 좌석 수에 한도를 두어 관객의 좌석 등급 혼란을 방지하고 주최사와 관객 간의 공정거래
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CJ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에서는 상업공연의 비율을 조
절하여 순수예술 공연의 연간 점유율을 높이고, 대관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등 공공성
을 고려한 극장 운영계획도 수립하였다.

We have lowered the rental rate to lessen the burden of renters and introduced the <Standard Seating Class
System> to improve the previous seating class system that has caused confusion with various classes, such as
VVIP and president. The Standard Seating Class System has contributed to preventing confusion and establishing fair trade between the host and the audiences by assigning the premium class of all performances to R
and limiting the number of seats in each class. Furthermore, CJ Towol Theater and Jayu Small Theater have
increased the occupancy of fine art performances by adjusting the ratio of commercial performances and established the operation plans for the public benefits, i.e., offering discounts or exemptions for the renters.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당일할인티켓 제
도>와 <리허설 무료관람 제도>가 신설되어 청소년 및 문화바우처 소지자들의 실질적인 관
람기회를 확대시켰다. 특히, <청소년 리허설 무료관람>제도는 예술의전당 무료 청소년 회원
제 <싹틔우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연말까지 오페라하우스 12건, 음악
당 89건의 오픈 리허설에 총 1,163명을 초청하였다.

We also actively promoted projects to expand the cultural opportunities of culturally isolated classes. We have created <same-day discount ticket system> and <free opening of rehearsals> to make the performances more accessible
to the adolescence and cultural voucher holders. <Free opening of rehearsals for the adolescence> was particularly
offered for the members of <SAC teens>, the free membership for the adolescence. By the end of 2012, we invited a
total of 1,163 people to 12 open rehearsals at the Opera House and 89 open rehearsals at the Concert Hall.

또한, 2012년은 예술의전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더욱 노
력한 한 해였다. 국내 문화예술계의 선도기관으로서 지난 25년간의 운영 경험을 되짚어 보
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3회의 SAC포럼을 개최하였다. “예술의전당, 무
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음악·공연·전시 분야에서 교수 및 유관
기관 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예술계의 시각을
반영하여 예술의전당의 정체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In 2012, Seoul Arts Center also made more efforts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set a new vision for the operation.
We hosted three SAC Forums to look back on the last 25 years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as the
leader of culture and arts in Korea. With the topic, “Seoul Arts Center: What to Cherish and What to Change,”
we invited the professors, dignitaries, and professionals in music, performance, and exhibition to present and
discuss various issues. It was a meaningful time to discuss the identity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Seoul
Arts Center while incorporating the views of Korea’s art circle.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2012-2016)을 새롭게 수립하여, 2013년 개관 25주년을 기
점으로 기관의 장기적 미래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중장기계획 수립에는 한국
표준협회의 경영컨설팅을 받았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다. 새로
운 중장기 발전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기관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가 짜임새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Internally, we newly established a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2012-2016) and created the road map
of long-term strategies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in 2013. We requested Korean Standards Association’s business administration consulting for the mid-/long-term plan and a workshop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officers and employees. With the new mid-/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we will focus
on promoting the strategies to achieve our mid-/long-term vision.

이와 같이 기관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2012년도 총 관람객 수는 2,383,014명을 기
록하면서 개관 25주년인 2013년을 한 달 앞둔 12월말, 개관이래 누적 관람객 수가 4천만
을 돌파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
는 쾌거를 이루었다.

Thanks to our seamless efforts, we recorded a total of 2,383,014 visitors in 2012 and exceeded a total number
of 40,000,000 visitors since opening at the end of December, only one month away from the 25th Anniversary
in 2013. Also, we successfully earned the excellence grad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A new vision for coming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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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문화햇살사업 프로그램 및 자체초청 확대
예술의전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무료로 기획공연 및 전시 관
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햇살사업이다.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12년 12월까지 총
80,314명을 초청하였으며, 2012년 한 해 동안만 12,860명을 초청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
였다. 특히 2012년에는 전당 자체적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체 초청 인원이
10,949명으로 전체 초청인원의 85%를 차지하였다. 공연ㆍ전시 초청뿐만 아니라 다문화아
카데미, 어린이여름예술아카데미, 음악영재여름예술아카데미, SAC투어 프로그램에도 다
문화가정 청소년,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무료로 초청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
대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Extention
of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2

40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ultural Sunshine Program and Independent Invitations
Seoul Arts Center’s maj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is the Cultural Sunshine Program that offers free access
to performing arts and exhibitions for the culturally isolated class. Implemented since April 2004, it invited
a total of 80,314 people until December 2012, and 12,860 people in 2012 alone. It particularly expanded the
independent invitation program in 2012 to invite 10,949 people, which took 85% of all invitees. In addition
to the invitations to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t also invited adolesc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low-income classes to Multicultural Academy, Children’s Summer Art Academy, Gifted Children of
Music Summer Art Academy, and SAC Tour Program for free to expand its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외부 사회공헌프로그램 연계 추진 지속
예술의전당은 삼성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희망문화클럽’, 현대자동차가 후
원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등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2012년에도 지속하였다. 특히,
10개 문화예술기관이 나눔을 통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공연유통 활성화의 뜻을 같이
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을 통해 농아인, 국군장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439명
을 초청하였다.

Connection to External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Seoul Arts Center continued the programs with enterprises, including the ‘Cultural Club of Hope’ sponsored
by Samsung and Korea Social Welfare Commission and ‘Happy Zone Ticket Sharing’ sponsored by Hyundai
Motors. For ‘Happy Zone Ticket Sharing’, 10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gathered again in June 2012
to sign the MOU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and the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through sharing. This project invited 439 people, including people with deaf mutism, military officers, and
the adolescence from local children’s centers.

2012년도 <문화햇살콘서트> 4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재정 기부와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문화햇살콘서트>
는 2012년에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1,152명의 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하여 공연관람ㆍ오
찬ㆍ기념품 제공의 기회를 만끽하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재정기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적인 사례이며, 재능기부자로는 진
양혜(사회)_아나운서, 윤 한_피아니스트, 여울_가야금 4중주단, 이경숙_피아니스트, 김
규연_피아니스트, 신델라_소프라노, 박은희_음악감독,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손열음_피아
니스트, 구혜선_방송인 등이 함께 하였다.

<Cultural Sunshine Concert> Held Four Times in 2012
<Cultural Sunshine Concert>, held with the financial donation of Seoul Bar Association and the talent donation of artists, was held once in 2011 and four times in 2012. It invited 1,152 adolescence and families to
visit the performances and enjoy luncheons and souvenirs. The financial donation of Seoul Bar Association
is an exemplary case of Nobless Oblige of social leaders through culture and arts. Talent donors included
Yang Hye Jin (host)_Announcer, Han Yoon_Pianist, Yeoul_Gayageum Quartet, Gyeong Sook Lee_Pianist,
Gyu Yeon Kim_Pianist, Della Shin_Soprano, Eun Hee Park_Music Director, Korea Festival Ensemble, Yeol
Eum Son_Pianist, and Hye Seon Goo_Entertainer.

이 밖에도 9월에는 260여명의 농아인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루브르
박물관전>에서는 전문수화통역사를 배치하였고, 예술의전당 명품연극시리즈Ⅴ <여행>에
서는 한글자막기를 설치하여, 장애를 넘어 문화예술 향유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뜻 깊
은 행사였다.

In addition to that, a special event was held to invite 260 people with deaf mutism in September.
The < Exhibition of Louvre> assigned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Seoul Arts Center
Premium Theater Series V <A Journey> offered Korean subtitl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to enjoy
culture and arts with no barrier.

An exemplary case
of
Nobless Oblige
i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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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Efforts to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2012년에는 <당일할인티켓>판매, <싹틔우미> 확대 시행 등 문화소외계층 및
청소년들에게 예술 문화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당일할인
티켓>은 일명 <당켓>이라는 명칭으로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소외계층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당일 잔여석의 일부를 판매하는 제도이다. 연말
까지 총 7,433매를 판매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구매수가 6,981매로 비율이
94%에 달해 그동안 값비싼 티켓 가격 때문에 공연관람이 어려웠던 젊은 층
의 호응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별된 공연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
로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무료 회원제 <싹틔우미>는 가입연령을 기존 8~19
세에서 8~24세로 확대하여 총 가입자 수가 처음 시행된 2011년 2,111명에서
2012년 21,89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공
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높
이 평가되었다.
식음료 부분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유럽형 노천카페 형식의 <카페 모무스>
를 새롭게 선보였다. <카페 모무스>는 오페라 <라보엠>에 등장하는 노천카페
로, 작명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고객들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오페라
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석고마임 공연과 오페라 <라보엠> 상영, 음악학도들의 즉석 현악4중
주 야외공연 등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선사하였다.
또한 2012년 한해 새로운 기관 미션으로 외국인관광객유치사업을 전개하였
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
려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조선호
텔, 코엑스, 한국관광공사 등 총 3개 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예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노력과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의 노
력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고
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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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In 2012, Seoul Arts Center made efforts to expand the opportunity to enjoy arts and culture
for the culturally isolated class and students through <Same-Day Discount Tickets> and <SAC
teens>. <Same-Day Discount Tickets>, so-called <Dangket>, has been implemented since
last July to offer remaining seats to culturally isolated class and students on the day of
performance. A total of 7,433 tickets were sold by the end of 2012 and 94% (6,981 tickets)
were purchased by the adolescence, manifesting that many younger people took advantage
of this program to enjoy performances for less. <SAC teens>, the free membership program
for the adolescence to offer selected performances for 40% discounted prices, has expanded
the range of age from 8 to 19 to 8 to 24 to increase the number of members from 2,111 in
2011 to 21,891 in 2012. Above all, this program lowered the barrier for the adolescence and
encouraged their interests in arts and culture.

A new mission for
attracting
foreign tourists

In food and beverages, <Cafe Momus> was newly presented in the form of a European outdoor
cafe from August through October. <Cafe Momus> is named after the outdoor cafe that appears
in Opera <La Boheme> and added a story to the name for the customers to enjoy the scent of an
opera at Seoul Arts Center’s outdoor square. In addition to that, the plaster mime performance,
which is often found on the streets in Europe, Opera <La Boheme> on the screen, and the live
performance of a group of students’ string quartet also created unforgettable memories.
Another new mission in 2012 was attracting foreign tourists. The purpose was to introduce
the superiority of Korea’s culture and arts to foreign visitors in Korea to improve the national
brand of Korea and gain reputation. For this purpose, Seoul Arts Center signed an MOU with
Chosun Hotel, COEX,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
With the efforts to expand the opportunity to approach arts and culture and to improve general quality of services, Seoul Arts Center acquired ‘Outstanding’ level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Public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n 2012, following 2010 and 2011.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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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operation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국제공연예술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I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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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OPERATION

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는 2012년 8월 법정법인으로 전
환되면서 문예회관 활성화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더욱 매진하고 있다. 현재 예술의전
당이 회장기관이며, 총 171개의 문예회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established as a private corporation in 1996, converted into a legal
corporation in August 2012 to focus on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cultural centers and bridging the cultural divide. Currently,
Seoul Arts Center is the chair and there is a total of 171 cultural organizations active as members.

2012년에도 한문연은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예회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으로 약 48만 명의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총 2,069회의 무료 공연
을 하였고,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163개 문예회관의 896회 공연
을 지원하는 등 지방 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공연 유통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제5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에는 전국 문예회관에서 총 8,295명이 참가하였다. <문예
회관 종사자 해외연수>를 통해서는 총 19명이 7박 9일간 미국과 캐나다 공연장을 투어하며 선진국 문
화예술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In 2012, KOCACA promoted various projects to improve the people’s right to enjoy culture and to revitalize exchanges between cultural centers. Through the <Cultural Tour for the Isolated Class>, we visited about 480,000 people who are isolated from culture to
share 2,069 free performances, while the <Special Programs for Local Culture and Arts Center> supported 896 performances at 163
culture and arts centers across Korea to revitalize local performance centers. Also, <the 5th Jeju Haebeach Art Festival> invited a
total of 8,295 people from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across Korea to share performances and promote various human networks.
The <overseas training of culture and arts officers> supported a total of 19 people to take a tour of performance centers in the U.S.
and Canada for 9 days to understand the culture and arts of advanced countri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networks.

이 밖에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예회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It is also promoting various other project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planning to support many other activities.

1996년 예술의전당과 호주 빅토리안 아트센터(現 The Arts Center)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아시아태
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이하 아태연)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예술센터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프
로그램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연예술 사업증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민간 국제기구이다.
예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기관을 역임하면서 제1회 총회와 제2회 이사회를 서
울에서 주최하였고, 이후 8년간 이사기관으로도 활동하며 아태연 홈페이지(www.aappac.net) 구축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다.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established in 1996 by Seoul Arts Center and the Victorian
Arts Center of Australia (currently, the Arts Center), is a 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revitalizing the art
programs and exchanges and promoting performing arts through the networking of arts cent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Seoul Arts Center hosted the 1st General Assembly and the 2nd Board Meeting in Seoul as the founding chair from 1997
to 1998 and took a leadership role, i.e., building the website (www.aappac.net), by serving as a board member for eight
years.

아태연 총회는 매년 회원국 대표 도시에서 개최되며, 2008년에는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을 맞아 제
16회 총회와 제11차 이사회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2012년 총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
까지 3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The Asia-Pacific Connec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00여명
이 넘는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The General Assembly of AAPPAC is held in the major city of a member nation every year, and the 16th General Assembly and
the 11th Board Meeting were held at Seoul Arts Center in 2008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Seoul Arts Center.
The General Assembly of 2012 was held in Taipei, Taiwan for three days from October 25 through October 27 under the theme
of “The Asia-Pacific Connection” and invited more than 100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for an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현재 22개국에서 총 76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예술기관으로는 예술의전당, 한
국공연예술센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고양문화재단이 등이 있다.

Currently, 76 organizations from 22 countries are working as its members including a number of arts organizations in Korea, such
as Seoul Arts Center,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LG Art Center, Sejong Arts Center, and Goyang Cultural Foundation.

국제공연예술협회(이하 이스파)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세계 50여 개국의 400여명 회원이 활동
하고 있는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로, 매년 1월에는 뉴욕에서 정기총회를, 6월에는 회원국의 대표도
시에서 국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제26회 국제공연예술협회 총회‘는 서울문화재단과 ISPA
의 공동주최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Cultural Shifts : 문화변동“이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총회에는 총 35개국에서 400여명이 넘는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참가하여 세계
적인 한류 열풍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예술계의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ISPA) is 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network with about 400 individual and
group members from about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holds the annual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every January
and the international assembly in the major city of a member nation every June. In 2012, the 26th ISPA General Assembly was
jointly hel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ISPA in Seoul for a total of six days from June 11 through June 16. The
theme of this general assembly was “Cultural Shifts“ and about 400 performing arts officers came from 35 countries to discuss
the various trends and issues of the performing arts sector, including the Korean Wave in the world.

예술의전당도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재원 및 장소 제공에 협조하는 등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가담하였다. IBK챔버홀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의 신규작품을 소개하고 사업 파트
너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피치세션’이 진행되었고, 음악당 로비에서는 일종의 미니 아트마켓인
‘프로엑스 세션’이 열려 국내외 70여개의 문화예술기관과 300여 명의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서로 국
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Seoul Arts Center joined the promoting committee to help with supporting the human resources and the venue for the success
of General Assembly in Seoul. IBK Chamber Hall promoted the “Pitch Session” to introduce 10 new artworks selected through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and attract new business partners and investors, while the “ProEx Session”, a kind of a mini art
market, was held at the Concert Hall Lobby to invite about 70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and about 300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to form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communication.

2013년 창립 65주년을 맞는 이스파는 “The Next Chapter”라는 주제로 6월17일부터 22일까지 폴란
드 브로츠와프에서 국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SPA, celebrating its 65th Anniversary in 2013, is planning to hold the international assembly in Poland from June 17 through
June 22 under the theme of “The Next Chapter”.

KOCACA

AAPPAC

I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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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 Hall

03.2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2 한양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27 한양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제30회 정기연주회

09.09 예인예술기획

03.24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코리안심포니 제180회 정기연주회

06.2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테너 박인수 데뷔 50주년 기념음악회

09.10 영음예술기획

Opera in Musica 콘서트

01.10 (주)인프로덕션

음악원 교수들의 Spring Gala Concert

03.25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III

06.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머니투데이와 함께하는 스타콘서트

09.11 (사)프라임필하모닉

(사)서울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1.11 아이엔티

장일범과 프렌즈 - 2012 오페라스타와 함께

03.26 유니버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3회 이건음악회(14시)

06.30 (주)이건창호시스템

2012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09.1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우리금융그룹 신년음악회

01.1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03.27 부산아트매니지먼트

제23회 이건음악회(19:30분)

06.30 (주)이건창호시스템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리사이틀(9.13)

09.13 (주)빈체로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I

01.1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5회 정기연주회

03.28 (주)서울모테트합창단

영혼을 울리는 음악회 II

07.01 서울오라토리오

2012 윤이상 콘서트

09.14 (재)윤이상평화재단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이야기 ‘고맙습니다,서로 사랑하세요 01.15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코리안심포니 제179회 정기연주회

03.3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The Men’s Choir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07.02 영음예술기획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55회 정기연주회

09.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제12회 정기연주회 핸드벨연주회

숙명여대와 영국왕립음악원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03.3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12회 코리아합창페스티벌

07.03 모티브플래닝

2012 MIK 앙상블 리사이틀

09.16 더스톰프

01.16 세실예술기획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52회 정기연주회

01.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로린 마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04.07 (주)마스트미디어

제11회 서울뮤즈윈드오케스트라 사단법인 축하 연주회

07.0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가을밤의 낭만 클래식 콘서트

09.17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1.18 (주)빈체로

로린 마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04.08 (주)마스트미디어

(사)서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05 아이엔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윈드오케스트라 제 35회 정기연주회

09.18 영앤잎섬(주)

코리안심포니 제178회 정기연주회

01.19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한민국 오페라의 날 기념 오페라대상 수상자 갈라콘서트 01.20 사단법인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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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II

2012 한경 신춘음악회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4.2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07.06 (주)인프로덕션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7회 정기연주회

09.19 (주)서울모테트합창단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8 (주)동아일보사

베를린필 12첼리스트 내한공연- Part 2

07.07 (주)아리온컴퍼니

창작오페라 뚜나바위 성공기념 그랜드콘서트오페라

09.20 폭스캄머앙상블

2012신년음악회 미래숲과함께하는 지구살리기환경음악회

01.25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9 (주)동아일보사

베를린필 12첼리스트 내한공연- Part 1

07.07 (주)아리온컴퍼니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2012 시리즈 III

09.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필하모닉 제185회 정기연주회 - 신년음악회

01.26 서울필하모닉

정진우 독주 60주년,피아노음악 창간30주년 기념음악회

04.30 (주)음연

2012 디토 페스티벌 - 앙상블 디토 [백야](7시)

07.08 크레디아

아시아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09.22 한국피아노학회

2012해설이 있는 청소년을위한 음악회_이럴때 이런음악

01.28 훈엔터테인먼트

막심 벤게로프 리사이틀

05.01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2 디토 페스티벌 - 앙상블 디토 [백야](2시)

07.08 크레디아

M4one챔버앙상블의 그린콘서트

09.23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

Overture to 2012- 생각을 키우는 클래식

01.29 공연문화발전소

제9회 밀알콘서트

05.02 밀알복지재단

숭실OB남성합창단 제32회 정기연주회

07.09 뮤직플러스

국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1회 정기연주회

09.2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2012 신년음악회 -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벨칸토

01.30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제덕의 심포닉 하모니카

05.03 (재)CBS

제10회 평화의합창제-르네상스부터 현대의 합창을 말하다 07.10 음악세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제71회 정기연주회

09.2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서울바로크합주단 2012 신년음악회

01.31 (사)서울바로크합주단

Family Concert

05.04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하이든의 천지창조

스타콘서트

09.26 예술기획 파홀로

07.11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남산오페라단 창단기념 신년음악회

02.01 (주)세광아트

제4회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05.06 예인예술기획

하성호와 서울팝스 COOL SUMMER

07.12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 제 7회 정기연주회

09.28 (주)드림빌엔터테인먼트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2012 시리즈 I

02.0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29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05.07 예인예술기획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II

07.1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2 제30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2 (사)한국음악협회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2.04 영음예술기획

합창과 함께하는 바그너 갈라 콘서트

05.08 경기도문화의전당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사도바울

07.14 영음예술기획

2012 제30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3 (사)한국음악협회

금난새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의 공감Ⅱ(共感)

02.05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제 21회 정기연주회

05.09 영음예술기획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콘서트

07.15 (사)프라임필하모닉

2012 제30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4 (사)한국음악협회

2012코리아솔로이츠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돕기 콘서트

02.06 예인예술기획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 콘서트

05.10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제10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16 예인예술기획

2012 제30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10/5)

10.05 (사)한국음악협회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02.09 모스틀리 뮤직

김광민 그리고 이병우

05.12 ㈜쇼크리에이티브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Rising Star

07.17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10.06 재단법인 안익태기념재단

서울팝스가 전해드리는 발렌타인데이 팝스콘서트

02.10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서경대학교 2012 정기연주회

05.13 예인예술기획

2012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07.18 실버트레인

로티니 데뷔 콘서트 <히어로 오브 보이스>

10.07 크레디아

2012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2.11 영음예술기획

제12회 CT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05.14 (사)상록음악예술원·상록오케스트라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텐 소프라노즈

07.19 예술기획 파홀로

2012 가곡음악회 우리시우리노래

10.08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발렌타인데이 아르츠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02.12 더스톰프

피터 비스펠베이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전곡 연주회

05.15 크레디아

2012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22 예인예술기획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10.10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13 한다우리예술기획

대진대학교 개교20주년 기념 대음악회

05.16 예인예술기획

제31회 성남교향 취주악단 정기연주회

07.23 예인예술기획

코리안심포니 제182회 정기연주회

10.11

Valentine Concert

02.14 서울내셔널심포니

아카펠라 그리고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의 밤

05.17 (재)국립합창단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07.24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IV

10.1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웅산의 러브스토리 with Pops Orchestra

02.15 (주)오앤미디어

시각장애인을위한 희망의 빛 사랑의 소리 Ⅱ

05.18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Ⅷ

07.25 부천필

‘올 댓 클래식’ 명곡의 재구성

10.13 훈엔터테인먼트

서울 세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16 서울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2 중앙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2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2012 시리즈 II

07.2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132회 정기연주회

10.1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KBS교향악단 제665회 정기연주회

02.17 한국방송공사

2012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향악연주회

05.21 영앤잎섬(주)

2012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27 영음예술기획

기돈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10.16 크레디아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02.18 크레디아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Kids Concert(19시)

05.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24회 크누아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28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돈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10.17 크레디아

금난새와 함께하는 실내악 갈라 콘서트

02.19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Kids Concert(15시)

05.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회 여름방학 팡팡 청소년 해설음악회

07.29 T&B엔터테인먼트

창작칸타타 구미호와 아!결혼

10.18 (재)국립합창단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5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 정명훈

02.21 크레디아

케니 지 콘서트 (Kenny G Concert)

05.23 (주)인프로덕션

제5회 평화음악회 - 강건너 봄이 오듯

07.30 음악춘추사

장일범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We Love Korea

10.19 (사)고려오페라단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5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 정명훈

02.22 크레디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26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즈 슈퍼 콘서트 ‘GYPSY STAR’

07.31 JNH뮤직

불멸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10.21 예인예술기획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성 토마스 합창단

02.23 (주)빈체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 손열음

05.27 (주)빈체로

교보생명과 함께하는 2012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8.07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0.22 영앤잎섬(주)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02.24 (재)국립합창단

서울필하모닉 제187회 정기연주회

05.28 서울필하모닉

조이오브스트링스 썸머콘서트

08.08 (사)조이오브스트링스

페도세예프 &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10.23 (주)빈체로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행복

02.25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Ⅲ

05.29 (주)빈체로

2012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08.09 공연문화발전소

2012한국합창대제전

10.24 한국합창지휘자협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데니스 마추예프 협연)

02.27 (주)빈체로

사랑이 머무는 곳에

06.02 평안의집

JUILLIARD JAZZ All Stars 2012

08.10 Lim-AMC 공연기획사

2012한국합창대제전

10.25 한국합창지휘자협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사라 장 협연)

02.28 (주)빈체로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제 80회 정기연주회

06.03 (주)마스트미디어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08.13 (주)동아일보사

2012한국합창대제전

10.26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I

02.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한국 오라토리오 싱어즈

06.04 세실예술기획

2012 서울신문 청소년음악회

08.14 서울신문사

2012년 제35회 한국합창제

10.27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03.01 (주)오푸스

서울 신포니에타 제 144회 정기연주회

06.05 서울신포니에타

2012 스쿨클래식-가면무도회

08.15 (주)스테이지원

2012 이사오 사사키 내한공연

10.28 더스톰프

바리톤 김동규 초청음악회 아름다운 당신에게

03.02 (재)CBS

2012 한양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06 한양대학교

15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08.16 예인예술기획

2012 서울신문 가을밤콘서트

10.29 서울신문사

2012 스티브 바라캇 스위트 콘서트

03.03 크레디아

첼리스트 조영창 리사이틀

06.07 영앤잎섬(주)

제10회 한국원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08.17 아이엔티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Ⅳ

10.30 (주) 신세계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의 고객을 위한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03.03 크레디아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II

06.0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08.20 (주)동아일보사

윤디 피아노 리사이틀

10.31 (주)마스트미디어

리사 오노 내한공연

03.04 (주)빈체로

1812 in 2012

06.09 (사)프라임필하모닉

앙코르 [코리안심포니 키즈콘서트]

08.2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함께하는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11.01

서울필하모닉 제186회 정기연주회 - 신춘음악회

03.05 서울필하모닉

금난새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날 청소년 음악회

06.10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한중수교 20주년

08.23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ART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함께하는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11.02 크레디아

크레디아

2012 힘내라 한국경제 신춘음악회

03.06 예인예술기획

파보 예르비 &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힐러리 한)

06.11 (주)빈체로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III

08.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 IV - “헝가리”

11.0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인씨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3.07 (사)인씨엠예술단

제 30회 예원학교 정기 연주회

06.12 (주)음연

(사)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30주년 기념공연 “同行”

08.26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81회 정기연주회

11.04 (주)마스트미디어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I

03.0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레퀴엠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주년 기념 및 호국영령들

06.13 모티브플래닝

격정의 울림 33년

08.27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한국페스티발앙상블 54회 정기연주회

11.05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봄의소리축제 I < Scheherazade >

03.10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아남성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06.14 세실예술기획

제6회 리딩음악회

08.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6일)

11.06 (주)마스트미디어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내한공연

03.12 크레디아

레전더리 이 무지치 60th

06.15 아카디아

The ENCORE! 앙상블 디토 앙코르 리사이틀

08.30 크레디아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7일)

11.07 (주)마스트미디어

로랑코르샤 화이트데이 콘서트

03.13 서울예술기획(주)

2012 김정원과 친구들 6th - 빈에서 온 편지

06.17 더스톰프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9.01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코리안심포니 제183회 정기연주회

11.0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화이트데이 아르츠 콘서트 <송영훈&김정원>

03.14 더스톰프

Sungshin Wind Orchestra

06.18 예인예술기획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9.02 대한민국국제관악제

Love is Red

11.09 예술기획 파홀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53회 정기연주회

03.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54회 정기연주회

06.1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정경화 바이올린독주회

09.03 (주)씨엠아이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꿀띠쉐프 콘서트

11.11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수상자 시리즈

03.16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53회 정기연주회

06.20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한국남성합창단 창단 54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09.04 뮤직플러스

한러 오페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1.12

영음예술기획

빈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 발터 아우어 초청음악회

03.17 (사)프라임필하모닉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06.21 (주)마스트미디어

제 50회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09.05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요요마 첼로 리사이틀

11.13

크레디아

위대한 유산 Ⅱ [하이든 - 천지창조]

03.19 서울오라토리오

탱고페스티발Season1:송영훈의 4첼리스트 ll

06.23 더스톰프

코리안심포니 제181회 정기연주회

09.06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 喜(희)와 悲(비)

11.14

세종솔로이스츠

프리모 깐딴떼 정기연주회

03.20 영음예술기획

제54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25 한국예술종합학교

2012 프라하필하모니아 내한공연

09.07 실버트레인

제4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11.15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월드디바 로즈장의 Nouveau-Classics 콘서트

03.21 로즈뮤직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6회 정기연주회

06.26 (주)서울모테트합창단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특별연주

09.08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서울시향의 비르투오소 시리즈 IV

11.1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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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두 루푸 피아노 리사이틀

11.17

(주)마스트미디어

영화배우 김태우의 발렌타인N클래식

02.09 영앤잎섬(주)

유시연의 테마콘서트 XI

04.18 (주)음연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 시리즈II

06.24 (주)음연

송영훈과 대명페스티발오케스트라

11.18

더스톰프

김미연 & 에릭사뮤 타악기 듀오 연주회

02.11 예인예술기획

김호정 첼로 독주회

04.19 예인예술기획

임헌정 피아노 독주회

06.25 지클레프

라두 루푸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1.19

(주)마스트미디어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11.20)

11.20 (주)빈체로

02.12 예인예술기획

김수빈 & 백주영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04.20 더스톰프

주은영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 쳄버 콘서트

06.26 주 베트남 한국 교민 신문사

02.14 뮤직필

러시아거장 시리즈lll<드미트리 고딘 피아노 리사이틀>

04.22 MENO MUSIC(메노뮤직)

홍보경 귀국 첼로 독주회

06.27 예인예술기획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11.21)

11.21

(주)빈체로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02.15 예인예술기획

포어스트만 콰르텟 정기연주회

04.23 영음예술기획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 Ⅶ

06.28 (재)국립합창단

2012년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11.2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아이클랑-정기연주

02.16 (주)음악저널작은우리

정준수 바이올린 독주회

04.24 (주)마스트미디어

더 피아니시모 2012

06.29 지음기획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11.24

브라보컴

김대환 바이올린 독주회

02.17 (주)마스트미디어

오승연 귀국 플루트 독주회

04.25 예인예술기획

K&K Singers 정기연주회

06.30 훈엔터테인먼트

상트 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25

브라보컴

김정원 , 리 웨이 친 첫 듀오 리사이틀

02.18 더스톰프

채희철&어수희 두오 연주회

04.26 (주)음연

조윤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01 지클레프

대전시립교향악단 _ 유럽투어프리뷰 콘서트

11.26 대전광역시청

김소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02.19 (주)마스트미디어

목관 앙상블 나루 창단연주회

04.27 예인예술기획

두오 JP with Piano

07.02 영음예술기획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지구촌빈곤아동돕기 자선음악회

11.27

나발스 브라스 콰이어 창단연주회

02.20 영음예술기획

Spring and String

04.29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테너 박성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Ⅱ

07.03 영음예술기획

(주)삼익악기

랑랑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1.28 (주)마스트미디어

오스트리아 거장 루돌프 부흐빈더 첫 내한 피아노리사이틀 02.21 씬클럽미디어

조장휘 플루트 독주회

04.3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막심 페도토프 갈리나 페트로바 두오 리사이틀

07.04 음악세계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III

11.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송화은 바이올린 독주회

바흐솔리스텐서울의 바흐 칸타타 시리즈 2

05.01 콘서트디자인

박지인 피아노 독주회

07.05 (주)음연

02.22 예인예술기획

KBS교향악단 재단법인 출범 기념 특별연주회

11.30 (재)KBS 교향악단

바리톤 성승욱 귀국독창회

02.23 영음예술기획

이정아와 강구연의 바이올린과 공감

05.02 예인예술기획

이수아 바이올린 독주회

07.06 지클레프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송년음악회

12.0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4회 서울 페스티벌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24 음악교육신문사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리사이틀

05.03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환상의 플루트 연주자 매튜 뒤포어 첫 내한 리사이틀

07.07 플루트하우스

제27회 서울시립대학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2.0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첼리스트 이숙정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역사 여행 3

02.26 (주)스테이지원

제1회 코리안 하프 페스티벌 오프닝 콘서트

05.04 (주)스테이지원

Bass Guy들이 전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메시지

07.0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12.02 (주) 머니투데이

소프라노 고미현 독창회

02.27 지클레프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슈아라 주립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05.05 예술기획 파홀로

손은영 피아노 독주회

07.09 지클레프

보니푸에리 해피크리스마스 콘서트

12.03 서울예술기획(주)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 시리즈 I 02.28 (주)음연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05.06 코리아무지카

(사)서울오케스트라 Summer Serenade

07.10 아이엔티

제56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0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2012 와타나베 유이치 - For U

제6회 명지홀리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07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복현 바이올린 독주회

07.11 예인예술기획

02.29 Hyangs

대전시립합창단 서울특별연주 G.F Handel “Messiah”

12.05 대전광역시청

이주연 피아노 독주회

03.01 (주)마스트미디어

어버이날 실내악 콘서트 -Family in Music-

05.08 (주)스테이지원

테너 성여린 귀국독창회

07.12 ㈜러브아트이엔티

2012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12.0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오케스트라

03.02 코리아무지카

김희진 피아노 독주회 슈만전곡시리즈4

05.09 지클레프

류정필 강민성의 열정 탱고와 라틴

07.13 필컴퍼니

서울시향의 보컬 시리즈 V

12.0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오케스트라

03.03 코리아무지카

함일규 오보에 독주회

05.1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봉환 플루트 독주회

07.14 예인예술기획

제15회 기업인을 위한 서경 송년음악회

12.08 (주)서울경제신문

바리톤 임성규와 함께하는 행복공연 Anniversary

03.04 지클레프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05.11 기업은행

김경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07.15 (주)마스트미디어

한미친선음악회

12.09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03.05 지클레프

박은경/케메네쉬 안드라쉬 조인트 콘서트

05.12 파크아트매니지먼트

이관식 피아노 독주회

07.16 영음예술기획

리얼그룹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0 (주)빈체로

OS 챔버 콰이어 정기연주회

03.06 영음예술기획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2 : 폐막공연_세레나데

05.13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정기연주회

07.17 영음예술기획

Media Art Opera Gala Concert

12.11

주식회사 씨엔케이컨설팅

소프라노 박지영 독창회

03.07 예술기획 파홀로

Trio 단 Concert

05.14 (주)마스트미디어

테너 하만택 독창회

07.18 영음예술기획

뉴욕할렘싱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2

아카디아

2012 콰르텟 수 정기연주회

03.08 예인예술기획

첼리스트 김규식의 고독과 열정 그리고 브람스...

05.15 영앤잎섬(주)

Harmony From New England Conse

07.19 (주)음연

제7회 해피바순 앙상블 정기연주회 <바순의 친근한 클래식> 07.20 브라움

리스트의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

12.13

(재)국립합창단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03.09 기업은행

김민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5.16 예인예술기획

KBS교향악단 재단법인 출범 기념 특별연주회 ll

12.14

(재)KBS 교향악단

작곡가 강은수의 Ad Lib III

03.11 컬쳐비즈

4&4 Saxophone Quartet Concert

05.17 (주)마스트미디어

김남호 튜바 독주회

07.21 영음예술기획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2.16 (주)마스트미디어

여음목관 5중주 제18회 정기연주회

03.12 지클레프

마드리 실내악단 정기 연주회

05.18 지음기획

The Concert for Clarinets - 선물

07.22 지음기획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7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12.18 크레디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03.13 뮤직필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 제24회 정기연주회

05.21 음악세계

이재완 피아노 독주회

07.23 예인예술기획

김도연 비올라 독주회

03.14 예인예술기획

소울 트리오 정기연주회

05.22 예인예술기획

노이벨레 앙상블과 함께하는 그린 콘서트

07.24 지클레프

삼색콘서트

12.19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콘서트

03.15 제이케이앤컴퍼니

박혜윤 피아노독주회

05.23 박혜윤

서울 플루티스트 앙상블 The K 창단연주회

07.25 예인예술기획

뉴스Y 개국1주년 기념음악회

12.20 연합뉴스티브이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03.18 영음예술기획

소프라노 이선주 독창회

05.24 예술기획 파홀로

만돌린 송시예 기타 송나예 귀국 듀오 콘서트

07.26 예인예술기획

서울시향의 러시아 시리즈 IV

12.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특별내한공연(19시) 12.22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03.19 예인예술기획

테디베어 이야기

05.25 제이케이앤컴퍼니

윤민규 오보에 독주회

07.27 예인예술기획

소프라노 김주연 독창회

03.21 영음예술기획

클래식 팟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05.26 지클레프

울 트롬본 앙상블 20주년 기념연주회

07.28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15시)

12.22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바리톤 김관동 독창회

03.22 영앤잎섬(주)

박성열 귀국 피아노 독주회

05.27 (주)마스트미디어

The Chamber Society 1회 정기연주회

07.29 NY Entertainment

신영옥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

12.23 (주)컬쳐뷰

더 드림 프로젝트시리즈-3 바리톤 강형규 독창회

03.23 모티브플래닝

박소연 피아노 독주회

05.28 지클레프

솔리스트 브릿지 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07.31 영음예술기획

크리스마스 아르츠 콘서트 인 뉴욕

12.24 스톰프뮤직

IBK-유엔젤보이스 가곡음반발매기념음악회 “첫사랑”

03.24 유엔젤보이스

바리톤의 시인 최현수의 이야기 콘서트

05.29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중희 피아노 독주회

08.01 예인예술기획

2012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5 크레디아

바이올리니스트 이보연의 선생님을 위하여 2

03.25 예인예술기획

이지영 바이올린 독주회

05.30 지클레프

(사)서울오케스트라 이펙트

08.02 아이엔티

2012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12.25 크레디아

김지영 바이올린 독주회

03.26 예인예술기획

뉴욕맨해튼음대 Friends의 I ♥ NY 뉴욕여행

05.31 NY Entertainment

제 14회 BU동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08.03 지음기획

2012 쏠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제29회정기연주회>

12.26 헥사공연예술기획

소프라노 이승현 독창회

03.27 영음예술기획

임예경 귀국 첼로 독주회

06.01 지클레프

김트리오 연주회

08.04 Kunstlermanagement K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희망나눔 송년음악회

12.27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영국 로얄 아카데미 솔로이스츠 초청 공연

03.2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1회 불우아동돕기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사랑나눔콘서트

06.02 클라라공연예술기획

김선화 피아노 독주회

08.05 (주)음연

서울시향의 마스터피스 2012 시리즈 IV

12.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81 이화여대 음대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03.29 (주)부암아트

라이징 스타 시리즈1<막심 코시노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06.03 MENO MUSIC(메노뮤직)

로렌조 가또 리사이틀

08.06 SENS

우리금융그룹 사랑의 송년음악회

12.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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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바이올린 독주회

03.30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소프라노 모이차 에르트만 리사이틀

06.04 (주)빈체로

양재웅 피아노 독주회

08.07 (주)음연

서울기타콰르텟 정기 연주회

03.31 서울기타콰르텟

다니엘 뮐러 쇼트 첼로 리사이틀

06.05 (주)빈체로

박수현 피아노 독주회

08.08 지클레프

소프라노 박성희 독창회

04.01 지클레프

에코 앙상블 청 정기연주회

06.0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이럴때 이런음악_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08.09 훈엔터테인먼트

서민정 바이올린 독주회

04.02 지클레프

한동연,손국임 두오 연주회

06.07 지클레프

이럴때 이런음악_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08.10 훈엔터테인먼트

목관5중주와 함께하는 피아노 앙상블

04.03 영음예술기획

K.N.U. Orchestra 정기연주회

06.08 (주)음악저널작은우리

독일CROSSCHAMBERORCHESTRA 초청연주회

08.11 뮤직앤사운드

성현경 바이올린 독주회

04.04 예인예술기획

A Voice for the Voiceless

06.09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첼리스트 이숙정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역사여행4

08.12 (주)스테이지원

소프라노 김희선 독창회

01.25 (주)음악저널작은우리

김성진 엄지수 Duo Concert

04.06 제이아트

오윤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6.10 (주)마스트미디어

예가 정기연주회

08.1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신애 피아노 독주회

01.26 (주)음연

서경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

04.07 아마빌레뮤직콘설팅앤리서치

전혜수 피아노 독주회

06.11 영음예술기획

상명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08.14 지클레프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 성악과 교수음악회

01.27 예술기획 파홀로

08.15 지클레프

하모니카의 예술세계-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앨범발매 기념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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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황순빈의 Valentine Concert

01.29

뮤직앤아트 컴퍼니

필하모니아코리아 영아티스트 콘체르토의 밤

04.08 가온누리예술기획

올라비올라 사운드 정기연주회

06.12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50회 정기연주회

신승아, 변정란 듀오 콘서트

04.09 예술기획 파홀로

김나원의 더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06.13 예인예술기획

PBC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나눔기쁨-바보천사 08.16 재단법인 평화방송

조이 오브 스트링스 신년음악회

01.30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임경원 장형준 두오 리사이틀

04.10 (주)음연

이하나 피아노 독주회

06.14 이하나

하승민 귀국 피아노 독주회

08.17 지음기획

드니성호와 왈츠사이로

01.31 SENS

오벌린 트리오와 친구들

04.11 (주)마스트미디어

알렉상드르 타로 & 밥티스트 트로티농 피아노 듀오

06.15 플러스히치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제37회 정기연주회

08.18 (사)화음

예프게니 코스트리츠키, 카타리나 쿨리코바 듀오 리사이틀 02.01 MENO MUSIC(메노뮤직)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독창회

04.12 (주)세광아트

위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6/17일)

06.17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라 퐁텐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08.19 영음예술기획

2012 권순훤의 이지클래식

바이올린 김복수 & W 스트링 앙상블의 “비발디 사계”

04.13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앙상블 Arte Diva 창단연주회

06.18 예술기획 파홀로

Luur-Metalls VIBRASSIONS!

08.2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02.02 스퀘어피그 엔터테인먼트

Joy of Duo

02.04 지음기획

앙상블 오푸스-봄의 환상곡

04.14 (주)오푸스

LOVE STORY HAPPY TOGETHER

06.19 (사)프라임필하모닉

이동혁 Kontrabass Recital Series

08.21 예인예술기획

예울음악무대 콘서트 시리즈 1 “바리톤 조규희 독창회”

02.05 예울음악무대

비올리스트 김성은의 비올라를 좋아하세요?Ⅰ

04.15 (주)마스트미디어

제2회 앙상블 파르템 정기연주회

06.20 예인예술기획

배틀(오페라 아리아 VS 뮤지컬 넘버)

08.22 유엔젤보이스

소프라노 손주연 독창회

02.06 영음예술기획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슈아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04.16 예술기획 파홀로

피아니스트 강지은의 음악愛4

06.21 (주)마스트미디어

IBK기업은행과함께하는 Happiness Concert

08.23 기업은행

김형석 비올라 독주회

02.08 (주)마스트미디어

장애에서 정상으로

04.17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HAMBERMUSIC PROJECTOFSCHUBERT

06.22 지클레프

한국콘트라바쓰협회 베이스 앙상블 콘서트

08.24 (주)마스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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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유니송 초청 연주회

08.25 (주)음연

이성주 데뷔 35주년 기념콘서트

11.13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정승현 바이올린 독주회

01.17 영음예술기획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03.21 지음기획

제49회 정기연주회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08.26 한다우리예술기획

천상의 하모니 시리즈2 - 이혜경 플루트 연주회

11.14

영앤잎섬(주)

파곳을 사랑한 비발디 2

01.18 영음예술기획

김레다 피아노 독주회

03.23 뮤직플러스

박종화 피아노 독주회

08.27 음악세계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Ⅷ

11.15

(재)국립합창단

아코르 앙상블 정기연주회

01.19 지클레프

Flutist 양혜숙의 Opera Fantasy

03.24 플루트하우스

음연초청 신봉애 피아노 독주회

08.28 (주)음연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

11.16

더스톰프

이예림 피아노 독주회

01.20 (주)마스트미디어

플루티스트 김영미 슬라브를 노래하다

03.24 예인예술기획

(주)마스트미디어

색소폰 앙상블 알리아쥬 퀸텟 내한공연

08.29 영앤잎섬(주)

Spirit of SNU Strings II

11.18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08.30 예진문화기획사

김호정 첼로 독주회

11.20 예인예술기획

01.21 지음기획

신은숙 피아노 독주회

03.25 (주)음연

01.21 (주)마스트미디어

동준모 클라리넷 독주회

03.26 상명대학교

비루투오조 트롬본 콰르텟 제4회 정기연주회

09.0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제9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스페셜콘서트

11.21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전경원 첼로 독주회

01.25 (주)음연

엄의경 피아노 독주회

03.27 (주)부암아트

라티미르 마티노빅 피아노 리사이틀

09.02 MENO MUSIC(메노뮤직)

현대성악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11.22

예인예술기획

김낭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27 예인예술기획

2012 ACL-Korea 국제음악제 Concert I

03.28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이영주 & 유현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09.03 예인예술기획

소아암환자돕기 백주영 아뉴스데이앙상블 창단연주회

11.23

클라라공연예술기획

채수진 피아노 독주회

01.28 (주)음연

2012 ACL-Korea 국제음악제 (더 윈즈 음악회)

03.29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앙상블 에라토

09.04 제이케이앤컴퍼니

서정학의 오페라를 노래하는 남자

11.24

더스톰프

김시내의 CELLO SPECTRUM I

01.28 예인예술기획

제10회 트리오 파라디아 정기연주회

03.30 예인예술기획

현악듀오의 밤

09.05 예인예술기획

김형규 교수 동문 음악회

11.25

(주)음연

하모니카아티스트 지그문트 그로븐 내한공연

09.06 서울예술기획(주)

서예리 정호윤과 함께하는 이대웅음악장학회창립25주년기념 11.26 지음기획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09.07 기업은행

최정은 첼로 독주회 Dreaming of Peace

11.27

Heart of JVF Concert

09.09 에코뮤직

소프라 호른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11.28 브라움

예인예술기획

석유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29 (주)음연

배종선 플루트 독주회

03.31 지클레프

한경진 바이올린 독주회

01.30 영음예술기획

한희연 피아노 독주회

03.31 예인예술기획

이새롬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01.3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5회 김정규 교수 동문음악회

04.01 (주)부암아트

김지영 피아노 독주회

02.01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김현지 바이올린 리사이틀

04.02 예인예술기획

김종훈과 배재영의 Miracle Eyes Concert

09.10 (주)스테이지원

조지현 피아노 독주회

11.29 (주)마스트미디어

이윤수 플루트 독주회

02.02 (주)음악저널작은우리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38회 연주회

04.03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리마주 타악기 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09.1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가이아 콰르텟 콘서트 + 마임, 몹쓸 몸

11.30 (주)세광아트

On the Chausson 헤리티지앙상블 두번째이야기

02.0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규희 피아노 독주회

04.04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리사이틀(9.12)

09.12 (주)빈체로

김수연, 박종호의 Duetto Amoroso

12.01 아트앤아티스트

최원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04 예인예술기획

에르완 리샤 비올라 독주회

04.05 지클레프

새로 편곡된 한국가곡과 가요, 민요의 밤

09.13 (재)국립합창단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제55회 정기연주회

12.02 무직클람머

멀티앙상블 MU concert 飛上(비상)

02.04 가온누리예술기획

여수연 해금독주회 “Beyond the World”

04.06 A.M 예술기획

김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09.14 김정아

2012 CEO 송년음악회 오페라 콘체르탄테

12.03 (재)대원문화재단

윤소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05 예인예술기획

전소영 첼로 독주회

04.07 지음기획

윤현임 플룻 리사이틀

09.16 MENO MUSIC(메노뮤직)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12.04 예인예술기획

김영정 비올라 독주회

02.06 예인예술기획

오현정 피아노 독주회 -고전과 낭만의 만개(滿開)

04.07 (주)마스트미디어

오하드 벤-아리 피아노 리사이틀

09.17 MENO MUSIC(메노뮤직)

박현&박윤 듀오연주회 바이올린과 퍼커션 조화,새로운음악 12.05 예인예술기획

오지현 귀국 첼로 독주회

02.09 클라라공연예술기획

김준 피아노 독주회

04.08 지클레프

보드룸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09.18 코리아무지카

트로이카 콘서트 I

최규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10 최규정

전경미 첼로 독주회

04.09 예인예술기획

12.06 (사)서울바로크합주단

트리오 탈리아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

09.19 (주)마스트미디어

이유현 피아노 독주회

12.07 이유현

박재은 피아노 독주회

02.11 (주)부암아트

김정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4.10 (주)세광아트

윤철희 피아노 리사이틀

09.20 (주)스테이지원

황의원 귀국 바순 독주회

12.08 예인예술기획

오혜승 바이올린 독주회

02.11 예인예술기획

한은영 귀국 오보에 독주회

04.11 예인예술기획

(사)서울오케스트라 Effect

09.21 아이엔티

링컨센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내한 공연

12.09 캐쥬얼클래식

유서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2.12 (주)음연

곽안나 바이올린 독주회

04.12 지음기획

한국기타협회 정기연주회

09.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세인트 로렌스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12.09 캐쥬얼클래식

박혜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13 예인예술기획

제 43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04.13 지음기획

2012 서경 스트링오케스트라 콘서트

09.23 (주)뮤직앤아트

윤철희와 친구들의 실내악 콘서트

12.10 (주)스테이지원

서울챔버앙상블 제47회 정기연주회

02.14 서울챔버앙상블

문수형 바이올린 독주회

04.14 예인예술기획

피아노 트리오

09.24 영음예술기획

글린카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2.11

백원호 클라리넷 독주회

02.15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허재영 튜바 제24회 독주회

04.1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브라보컴

강수정 피아노 렉쳐 독주회

09.25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한국국제교류재단 창립 21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2.12

한국국제교류재단

김한아 호른 귀국 독주회

02.1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제15회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음악회

04.15 예인예술기획

작곡가 이일주의 작품발표회

09.26 예인예술기획

이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12.13

예인예술기획

이지윤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17 (주)세광아트

김신경 피아노 독주회

04.16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주)부암아트

바흐솔리스텐-바흐 칸타타 시리즈 3

09.27 콘서트디자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4

음악저널 창간 25주년 기념음악회

09.28 (주)음악저널작은우리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12.16 브라움

3인콘서트

10.02 지클레프

제4회 아니마챔버 앙상블 정기공연 - 정화된 밤

12.17

평택대학교 창학 10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

10.03 예인예술기획

노부스 콰르텟 Nordic and Russian

12.18 moc프로덕션

영앤잎섬(주)

박정현 클라리넷 독주회

02.18 Hyangs

서계령 피아노 독주회

04.17 지음기획

음악춘추 유망 신예 연주회

02.18 음악춘추사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8 (주)동아일보사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48회 정기연주회

02.19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9 (주)동아일보사

정성문 피아노 독주회

02.20 (주)부암아트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0 (주)동아일보사

콰르텟21 특별연주회 New Archive

10.04 예인예술기획

클랑 목관5중주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12.19 예인예술기획

이윤미 귀국 비올라 독주회

02.21 헥사공연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1 (주)동아일보사

이세영 바이올린 독주회

10.07 예인예술기획

첼리스트 김우진 리사이틀 <코다이의 밤>

12.20 브라움

조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Romantic 시리즈3

02.23 예인예술기획

조영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Romantic & New

04.22 영음예술기획

조정민 더블베이스 독주회

10.08 예인예술기획

음악예술학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12.21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초청 운지회 20주년 연주회

10.09 현대문화

사랑의 플룻 콰이어의 제21회 성탄절 자선음악회

12.22 (주)스테이지원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김문정 최리라 피아노 두오 연주회

02.24 (주)음연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3 (주)동아일보사

최희선 바이올린 독주회

02.25 예진문화기획사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4 (주)동아일보사

대건챔버콰이어 제 11회 정기연주회

10.12 영음예술기획

영화배우 김태우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N클래식

12.23 영앤잎섬(주)

한옥미 작곡 발표회

02.25 (주)부암아트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5 (주)동아일보사

김소월 탄생 110주년 기념 콘서트 ‘소월의 노래’

10.13 (주)타입커뮤니케이션

Sharing LoveⅢ

12.24 (주)스테이지원

김영기 바이올린 독주회

02.26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8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6 (주)동아일보사

루브르 천 번 가 본 남자의 아르츠 콘서트_이탈리아편

10.14 더스톰프

아마데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5 한다우리예술기획

이영주 바이올린 독주회

02.27 예인예술기획

문록선 플루트 독주회

04.27 영음예술기획

성민제 더블베이스 리사이틀

10.15 엑서스뮤직매니지먼트

(사)카메라타 서울앙상블 제2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12.26 예인예술기획

김형선 바이올린독주회-모짜르트소나타 전곡 연주시리즈II

02.28 (주)음연

신미정,김수연,정선이 트리오 연주회

04.28 지클레프

최정주 첼로 독주회

10.18 (주)음연

바이올리니스트민유경의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전곡시리즈 10.21 (주)마스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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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예술학회 정기연주회
이숙현 오보에 독주회

김이정의 사랑 나눔 콘서트Ⅲ with 트리오 탈리아

12.27 (주)마스트미디어

신범수 타악기 독주회

02.29 (주)마스트미디어

공원영, 권석란 피아노 듀오 연주회

04.28 지음기획

바리톤 김동규의 Jazz Story

12.28 예술기획 파홀로

김성희 피아노 독주회

03.02 (주)음연

음연초청 허원숙의 피아노 이야기

04.29 (주)음연

12.29 아트앤아티스트

테너 최승태교수 정년퇴임 음악회

10.22 예술기획 파홀로

2012 피아니스트 김정원 리사이틀: 바흐 & 슈베르트

앙상블 선 정기연주회

10.26 영음예술기획

클라리넷 악대 레봉벡과 함께 떠나는 80분간의 세계일주 12.30 영앤잎섬(주)

김해은 첼로 독주회

10.27 (주)마스트미디어

2012 CIELOS Club 송년음악회

인디애나대학교 음악대학 제7회 동문음악회

10.28 (주)마스트미디어

12.31

크레디아

윤효린 피아노 독주회

03.03 예인예술기획

제38회 콰르텟21 정기연주회

04.30 예인예술기획

3 Cellists Concert

03.03 (주)마스트미디어

창악회 창립 54주년 정기발표회 I

05.01 예인예술기획

신은령 바이올린 독주회

03.0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창악회 창립 54주년 정기발표회 II

05.02 예인예술기획

이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03.06 예인예술기획

금혜승 피아노 독주회

05.03 (주)음연

제40회 범 음악제(10/29)

10.29 예인예술기획

임남희의 피아노 스토리

03.07 예인예술기획

오주은 첼로 독주회

05.04 (주)음연

송윤정 피아노 독주회

10.30 예진문화기획사

숙명트리오 정기연주회

03.0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선우지현 클라리넷 콘서트

05.05 (주)스테이지원

앤더슨 & 로: 네 손을 위한 판타지 2012

10.31 아트앤아티스트

제40회 범 음악제(11/1)

11.01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예인예술기획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49회 정기연주회

03.10 한국피아노두오협회

2012ACL-Korea NewMusic Concert

05.06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김현숙 클라리넷 독주회

03.10 지클레프

세계의 명곡

05.07 Ben공연예술기획

장승호 기타 리사이틀

11.02 코리아나매니지먼트

2012 음악춘추 우수신인 데뷔 연주회

01.09 음악춘추사

손치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3.11 (주)부암아트

김남수 트럼펫 독주회

05.08 예인예술기획

배상은 윤철희 듀오 콘서트

11.05 윤철희

FIU (Flute In Us) 앙상블 연주회

01.10 (주)음연

제3회 ScenTrio 정기연주회

03.12 예인예술기획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5.09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2012 The One&Only 문화나눔콘서트

11.06 (주)마고기획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1.11

송재광 바이올린 독주회

03.13 (주)음연

김광훈 바이올린 독주회

05.10 영음예술기획

이양숙 피아노 독주회

11.07 J&R예술기획

이범진 클라리넷 독주회

01.12 이에이치에스(EHS)

최경환 타악기 독주회

03.1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제4회 성악예술학회 정기연주회

05.11 (주)음악저널작은우리

03.17 뮤직필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서울색소폰콰르텟제7회정기연주회”色소폰과 바람난 콘서트” 11.08 感예술기획

신민경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13 예인예술기획

이민영 피아노 독주회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

01.14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소아베 정기연주회 Die Kunst der deutschen Kammermusik 03.17 앙상블 소아베

11.09 기업은행

김수련 피아노 독주회

05.1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05.12 한국피아노학회

제2회 뷰티플 모차르트 콘서트

11.10

(주)음연

서울튜티앙상블 54회 정기 연주회

01.14 무직클람머

송호섭 클라리넷 독주회

03.18 영음예술기획

박재연 피아노 독주회

05.13 (주)부암아트

제9회 금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11.11

예인예술기획

장선우 플루트 독주회

01.15 (주)부암아트

봄의 花音

03.19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리사이틀

05.14 예술기획 봄

최병철 작곡·지휘62주년기념 음악회

11.12

세실예술기획

Romantic Percussion

01.16 (주)오푸스

한국페스티발앙상블 현대음악(21세기음악축제)

03.20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2012 정기연주회

05.15 예인예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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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예인예술기획

박혜란 플루트 독주회

07.11 예인예술기획

김낙구 클라리넷 독주회

09.1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11.14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05.17 영음예술기획

김수진 리코더 독주회

07.12 영음예술기획

박태형 첼로 독주회

09.11 영음예술기획

연세 신포니에타 제 57회 정기연주회

11.16

(주)마스트미디어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05.18 영음예술기획

김혜령 피아노 독주회

07.13 (주)음연

박혜진 오보에 독주회

09.12 음악세계

정수안 플루트 독주회

11.17

예인예술기획

클라리네티스트 계희정의 데케이드 시리즈9 1980년대

05.19 예술기획 봄

송지원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4 영음예술기획

양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09.13 지클레프

송영 바이올린 독주회

11.17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크마앙상블 제 10회 정기연주회

05.19 한국-네덜란드음악교류협회

백희진 첼로 독주회

07.14 (주)부암아트

임명진 클라리넷 독주회

09.15 예인예술기획

김정미 조소연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1.18

(주)부암아트

제15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05.20 (주)부암아트

김영수 클라리넷 독주회

07.15 영음예술기획

허재영 튜바 제25회 독주회

09.1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여가영 피아노 독주회

11.19

음악교육신문사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 48회 정기연주회

05.21 지음기획

이지연 플루트 독주회

07.16 지클레프

계명선 피아노 독주회

09.16 예진문화기획사

정원순 바이올린 독주회

11.20 (주)마스트미디어

이임수 클라리넷 독주회

05.22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나재령플루트독주회

07.17 플룻샵

트리오 필리아 창단 연주회

09.17 (주)세광아트

이석준 호른 독주회

11.21

예인예술기획

Duo 박지선 and 왕혜진 Abend Ⅱ

05.23 엑서스뮤직매니지먼트

앙상블 포럼21 세번째 정기연주회

07.18 (주)부암아트

문정심 피아노 독주회

09.18 영음예술기획

정현수 Music and Text

11.22

정현수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7회 정기연주회

05.24 뮤직플러스

오영란 피아노 독주회

07.19 음악교육신문사

피아니스트 박수진의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회V 09.19 (주)음연

이동곤 호른 독주회

11.23

영음예술기획

라세원 비올라 독주회

05.25 영음예술기획

김성은 비올라 독주회

07.20 (주)세광아트

제8회 비젼-씨 정기작품발표회 “겨레의 울림”

2012 음악춘추 유망 신예 연주회

11.24

음악춘추사

09.20 비젼-씨 (작곡악회)

김지은 바이올린 독주회

05.26 (주)음악저널작은우리

2012 타악그룹 4Plus 제 18회 정기연주회

07.2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세계음악여행Ⅶ 영국편

09.21 (주)마스트미디어

노희재 피아노 독주회

11.25

노인환

이준성 피아노 독주회

05.26 지음기획

장소현 피아노 독주회

07.21 지클레프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09.22 지음기획

김현곤 클라리넷 독주회

11.27

지음기획

프랑스가곡연구회 제66회 정기연주회

05.27 지음기획

첼리스트 김유리 & 피아니스트 김헌재 자매 듀오 리사이틀 07.22 지클레프

이기정 피아노 독주회

09.23 음악교육신문사

현순이 바이올린 독주회

11.28 영음예술기획

소노리테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05.28 (주)부암아트

강혜지 귀국 첼로 독주회

김재석 튜바 독주회

09.24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정지인 첼로 독주회

11.29 예인예술기획

07.23 예인예술기획

백부현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05.29 예인예술기획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07.24 예인예술기획

정선이 첼로 독주회

09.25 예진문화기획사

이형규 오보에 독주회

11.30 뮤직앤사운드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39회 연주회

05.30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이귀란 피아노 독주회

07.25 (주)음연

김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09.26 예인예술기획

미시간 피아노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12.01 영음예술기획

한유경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5.31 지클레프

배정인 피아노 독주회

07.26 (주)부암아트

서계숙 교수 동문음악회

09.27 지음기획

스페셜 플릇티스트IV 다비드포르미자노 리사이틀

12.01 MENO MUSIC(메노뮤직)

장재경 클라리넷 독주회

06.01 예인예술기획

이현정 첼로 독주회

07.27 예인예술기획

권마리 피아노 독주회

09.28 (주)마스트미디어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12.02 (주)음연

최은정 플루트 독주회

06.02 (주)음연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07.28 한다우리예술기획

한국슈베르트협회 제54회 정기연주회

10.02 지음기획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 리사이틀 전국투어 in 서울

12.03 DecemberPerfomingArt

이문영 바이올린 독주회 - Po&eacute;tique

06.02 앙상블 소아베

이은정 피아노 독주회

07.28 (주)부암아트

권현수 바이올린 독주회

10.03 (주)마스트미디어

이 인 플루트 독주회

12.04 예인예술기획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49회 정기연주회

06.03 지클레프

앙상블소아베 정기연주회 Pure Four

07.29 앙상블 소아베

김재윤 비올라 독주회

10.04 영음예술기획

2012 이스트만 플레이어즈

12.05 음악세계

라무르 앙상블 연주회

06.04 예인예술기획

한지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30 영음예술기획

양진희 피아노 독주회

10.05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방랑자]

12.06 콘서트디자인

박노을 첼로 독주회

06.05 지클레프

강은정 귀국 플루트 독주회

07.31 예인예술기획

신주연 플루트 독주회

10.06 플룻샵

고마음 피아노 독주회

12.08 (주)음연

이경민 바이올린 독주회

06.06 브라움

음악춘추 유망 신예 연주회

08.07 음악춘추사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10.06 음악춘추사

제4회 플루트 인 어스 정기연주회

12.08 (주)음연

최현숙 유지녕 두오 연주회

06.07 (주)음연

제10회 텍사스 주립대학교 동문 음악회

08.08 예인예술기획

전나경 바이올린 독주회-바이올리니스트의 기쁨과 슬픔

10.07 앙상블 소아베

KCO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12.10 영음예술기획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06.09 지음기획

심보라미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8.09 지클레프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10.08 한국피아노학회

백정엽 피아노 독주회

12.1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정운주 비올라 독주회

06.09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디아파종의 청소년 음악회

08.10 영음예술기획

Faculty Concert

10.10 수원대학교음악대학

2012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Ⅴ

12.12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0회 정기연주회

06.10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9회 매네스 음대 동문 음악회

08.11 예인예술기획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챔버뮤직 시리즈

10.11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06.11 영음예술기획

코리아목관앙상블 2012 정기 연주회

08.11 코리아목관앙상블

이동우 첼로 독주회

10.13 지음기획

부천필

예가 13주년 기념공연 “Passion & Joy”

12.1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정현 귀국 플루트 독주회

12.14

플루트하우스

현재희 교수와 함께하는 세현회의 음악여행

06.12 지음기획

장은령 첼로 독주회

08.12 지클레프

오보에 앙상블 “The Piri” 정기연주회

10.1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홍혜도피아노독주회(바흐전곡시리즈11번째)

12.15

홍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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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권혜진 플루트 독주회

08.14 예인예술기획

이혜정 바이올린 독주회

10.14 (주)마스트미디어

한경은 피아노 독주회

12.15

영음예술기획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06.15 예인예술기획

전혜란 귀국 피아노 독주회

08.15 (주)음연

프랑스가곡연구회 제 67회 정기연주회

10.15 지음기획

장예진 플루트 독주회

12.16 예인예술기획

아마데우스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16 한다우리예술기획

Project Soloists the 1st Trios

08.16 지클레프

앙상블 프리즈마 제19회 정기연주회

10.1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왕혜진 첼로 독주회

12.17

위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6/16일)

06.16 영음예술기획

브라이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08.17 영음예술기획

미래악회 제37회 작품발표회

10.17 미래악회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12.18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주)마스트미디어

최 정 귀국 오보에 독주회

06.17 예인예술기획

The Sonus Trio Recital

08.18 뮤직앤사운드

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0.18 예인예술기획

Horn 김정기 Viola 박정민

12.19 예인예술기획

어울림 챔버 정기연주회

06.18 영음예술기획

위 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08.18 영음예술기획

이수민과 TIMF앙상블의 비올라 인 마이 라이프

10.19 (사)TIMF앙상블

손형원 호른 독주회

12.20 예인예술기획

나윤주 첼로 독주회

06.20 지클레프

3인 3색 음악회 - I Love Mozart

08.19 (주)세광아트

고진영 바이올린 리사이틀

10.20 음악세계

서현 피아노 독주회

12.21

지은혜 바이올린 독주회

06.21 예인예술기획

서울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08.20 지음기획

이지은 비올라 리사이틀

10.20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66주년한국성악(학)회제122회정기연주회(송년의밤)

12.22 Ben공연예술기획

지클레프

트럼펫 페스티벌

06.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 4회 분 더 바순 정기연주회

08.21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10.21 영음예술기획

정미현 천현정 피아노 조인트 리사이틀

12.22 (주)부암아트

김준희 피아노 독주회

06.23 지클레프

TIMF앙상블 연주자 시리즈 8 - 허철 첼로 독주회

08.23 (사)TIMF앙상블

세종챔버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0.22 지음기획

앙상블 피리 Christmas in Love

12.2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허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06.23 (주)마스트미디어

박지현 귀국 오보에 독주회

08.24 예인예술기획

최한원 바이올린 독주회

10.2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 한다우리예술기획

임상우 클라리넷 독주회

06.24 예인예술기획

유터피 목관 오중주단 제7회 정기연주회

08.25 지클레프

김성연 플루트 리사이틀

10.24 플루트하우스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영음예술기획

테너 윤상준 독창회

06.25 영음예술기획

권수미 유지수 피아노 두오 연주회

08.25 (주)음연

노양희 피아노 독주회

10.25 뮤직플러스

이예림 피아노 독주회

12.26 (주)마스트미디어

조윤경 피아노 독주회

06.26 예인예술기획

임상희 피아노 독주회

08.26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10.26 지클레프

2012 음악춘추 우수신인데뷔 연주회

12.27 음악춘추사

김회진 바이올린 독주회

06.27 코리아나매니지먼트

Soloists’ 93 제19회 정기연주회

08.27 음악세계

제 4회 뤼미에르 앙상블 정기연주회

10.27 지음기획

김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3B시리즈 전곡연주회2

12.29 지클레프

조창환 트럼펫독주회

06.28 뮤직앤사운드

아로스트리오 정기연주회

08.28 뮤직클레프

피아니스트 이옥희 데뷔 50주년 기념 독주회

10.27 (주)음연

이주원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29 영음예술기획

조은아 피아노 독주회

06.29 (주)음연

김지나 귀국 피아노 독주회

08.29 예인예술기획

박성희 비올라 독주회

10.28 (주)마스트미디어

Ensemble Classica 창단 연주회

12.30 음악교육신문사

송윤선 귀국 오보에 독주회

06.30 지클레프

박정환 클라리넷 독주회

08.30 플룻샵

가을에 듣는 Schubert Piano Ensemble

10.29 지클레프

소프라노 고미현 독창회

12.31

이선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6.30 (주)마스트미디어

성재창 트럼펫 독주회

08.31 예인예술기획

제40회 범 음악제(10/30)

10.30 예인예술기획

아미쿠스 피아노 콰르텟 정기연주회

07.01 지클레프

김나영 피아노 독주회

09.01 (주)음연

제40회 범 음악제(10/31)

10.31 예인예술기획

안신영 바이올린 독주회

07.02 헥사공연예술기획

향음 앙상블 정기연주회

09.0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11.01

유지수 피아노 독주회

07.03 음악세계

박세나 바이올린 독주회

09.02 별별세상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51회 정기연주회

11.04 지클레프

지음기획

최영미 피아노 독주회

07.04 (주)음연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초청

09.03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여음목관 5중주 제19회 정기연주회

11.05 지클레프

홍은경피아노독주회

07.05 뮤직앤사운드

김광군 바이올린 독주회

09.04 (주)음연

돔앙상블 제32회 정기연주회

11.06 세실예술기획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 피아노 리사이틀

07.06 (주)마스트미디어

강혜영 피아노 독주회

09.05 지클레프

모리스 콰르텟 제12회 정기연주회

11.07 (주)마스트미디어

2012 필하모니아코리아 앙상블 콘서트

07.07 엑서스뮤직매니지먼트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09.06 (주)음연

콰르텟21 제39회 정기연주회

11.08 예인예술기획

에피오네 앙상블 정기연주회

07.07 지클레프

박혜준 첼로 독주회

09.07 (주)마스트미디어

김 삶 바이올린 독주회

11.10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양혜순 비올라 독주회

07.08 지음기획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실내악 연주회

09.08 대한민국국제관악제

김주원 플루트 독주회

11.10

영음예술기획

최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07.09 예인예술기획

김문정, 허은무 두오 콘서트

09.08 (주)마스트미디어

정유미 플루트 독주회

11.11

플룻샵

주연경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0 (주)마스트미디어

이종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9.09 예인예술기획

마나소누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11.12

한다우리예술기획

지클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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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성 트롬본 독주회
KCO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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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한가람미술관

59

Hangaram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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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alligraphy Art Museum

		
뮤지컬<영웅>

01.14~02.05 (주)에이콤인터내셔날

매그넘 세계순회사진展-생명의 기적

12.23~03.04 (주)유로크레온

제23회 대한민국서법예술대전

03.06~03.12 (사)한국서화교육협회

The 클래식-조영남음악회

02.23~02.24 (주)하늘소리

신 현 국 전 (申 鉉 國 展)

02.22~03.01 신현국

제15회 신사임당,이율곡서예대전

03.13~03.19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지젤

02.29~03.04 (재)국립발레단

임효 전

03.06~03.13 임 효

제9회 서예문화대전

03.20~03.26 월간서예문화

박재훈 창작 오페라 손양원

03.08~03.11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한국 국제 드로잉전

03.06~03.13 한국인체드로잉운영위

제13회 세종한글서예대전

05.01~05.07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자유부인, 2012

03.15~03.17 서울신문사

(사)한국수채화협회전

03.07~03.13 (사)한국수채화협회

제10회한국문인화협회전

05.09~05.15 (사)한국문인화협회

라 보엠

04.03~04.06 국립오페라단

권녕호전

03.07~03.13 권녕호

붓으로 교육을 말하다.

05.09~05.15 강범석

스파르타쿠스

04.12~04.15 (재)국립발레단

한국 현대공예 아트페스티벌

03.17~03.21 사단법인 한국공예문화협회

2012 초대작가전

05.16~05.22 사단법인한국서가협회

푸치니의 오페라<나비부인>

04.19~04.22 (사)무악오페라

오용길 작품전

03.27~04.03 오용길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전시

05.24~05.30 (사)한국미술협회

수지오페라단 정기 오페라 <토스카>

04.27~04.29 수지오페라단

제39회 춘추회 정기전

03.27~04.03 이군우

제3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전시

06.01~06.07 (사)한국미술협회

제30회 그대 있음에 - 라 보엠

05.03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 40주년전

03.27~04.03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

제5회 한중한묵전

06.09~06.15 한국서예학술연구회

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1- 개막공연

05.06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나는 누구인가? 박찬갑 전

04.04~04.11 국제현대미술관

제24회 대한민국서예대전

07.24~08.01 한국서예협회

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2-피가로의 결혼

05.11~05.13

(사)뉴서울오페라단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

04.07~04.13 한국조각가협회

제9회 대한민국서각대전 및 초대작가전

08.02~08.08 한국서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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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3-호프만의이야기

05.18~05.20 NUOVQ 오페라단

제12회 한국현대미술제

04.18~04.22 갤러리박주식회사

제18회 대한민국서도대전

08.09~08.15 (사)한국서도협회

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4-토스카

05.25~05.27 그랜드오페라단

세섬전

04.19~04.24 김진원-세섬전

동방서법탐원회총회전

08.16~08.22 동방서법탐원회

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5-라트라비아타

06.01~06.03 (사)서울오페라단

2012 제30회 (사)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정기전 04.25~05.03 (사)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지회

08.23~08.29 (사)한국서예협회 서울시지회

201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6-창작오페라갈라

06.07~06.08 국립오페라단

2012 규랑예술제

04.25~05.03 규랑예술제

제17회 동연회전

08.30~09.05 동연회

2012 비보컬 특별초청 콘서트

06.09~06.10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오당 안동숙 회고전

04.25~05.03 안소현

2012 한국서예 명가전

10.02~10.07 월간서예문화

나라사랑 음악회

06.12

서울지방보훈청

제9회 한국에그아트협회전

04.27~05.01 한국에그아트협회

제51회갈물한글서회전

10.08~10.15 (사)갈물한글서회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1- 로미오와줄리엣

06.15

국립발레단

제17회 한국국제 퀼트협회전

05.03~05.10 한국국제퀼트협회

송하 백영일전

10.17~10.26 백영일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 keep yourself alive / 슬픈초상

06.17

Colletive A, 문영철발레뽀에마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

05.08~05.20 아트프라이스

제20회대한민국서예전람회

10.27~11.02

사단법인한국서가협회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3- 구로동백조 / 에디뜨피아프의 사랑의찬가 06.20

황규자컨템포러리발레단, SEO발레단

박부원 50주년 도자전

05.23~05.31 도원요

제8회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전

11.03~11.09

한국서예협회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4- 화원 / Wrok 2

06.22

LEE발레단, 김용걸 댄스 씨어터

아트뉴웨이브 - 아름다운산하전

05.23~05.31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제13회대한민국문인화대전 및 초대작가전

11.10~11.20

(사)한국문인화협회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5- 성웅이순신 / 스타갈라

06.24

광주시립무용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국립발레단

제2회 저작걸이展

05.23~05.31 저작걸이전

제21회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공모전

11.21~11.27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포이즈

06.29~07.01 (재)국립발레단

구상전

06.05~06.12 (사)구상전

한국서도 대표작가 초대전

11.29~12.04 (사)한국서도협회

07.07~07.14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2012 목우국제구상미술제

06.16~06.22 (사)목우회

07.18~07.22 (주)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2회 파이낸셜뉴스 미술 공모전

06.30~07.21 hzone

백조의 호수

07.26~07.29 (재)CBS

영혼의 소리

07.14~07.21 남희조

근대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08.10~08.12 서울예술단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특별초대전

09.03~09.10 사단법인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세계초연 오페라 ‘다윗 왕(King David)’

09.20~09.23 (사)인씨엠예술단

제15회 한국 섬유미술 비엔날레

09.05~09.12 이재범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모스크바 시티 발레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09.26~09.28 브라보컴

CONTEMPORARY10 정기전

09.05~09.12 CONTEMPORARY 10

데이비드 라샤펠 한국특별전

11.22~03.04 (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

10.04~10.07 라 벨라 오페라단

제34회 중앙미술대전

09.05~09.14 (주)중앙일보문화사업

동화나라 초콜릿이야기-초콜릿 원더랜드展

12.12~03.03 (주)가한플래닝

오페라 ‘카르멘’

10.18~10.21

스티브 맥커리와 함께하는 아트 토크

09.12~09.16 어반아트

建築師 류춘수의 閑談과 드로잉展

04.03~04.17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21주년 “세빌리아의 이발사”

10.26~10.28 (사)글로리아오페라단

구혜선 개인전

09.18~09.23 아트블루

Design & Art Fair 2012

04.21~04.29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라 스칼라, 로마극장 주역 초청 오페라 리골렛토

11.02~11.04

베세토오페라단

제46회 한국미술협회 정기회원전

09.19~09.26 (사)한국미술협회

제17회 한국국제 퀼트협회전

05.03~05.10 한국국제퀼트협회

2012 소프라노 조수미 내한공연 - La Luce

11.06

SMI엔터테인먼트

안봉균 전

09.26~10.09 안봉균

페이퍼로드, 紙的想像의 길

05.05~05.21 두성종이

코리안 텐 테너즈

11.13

예술기획 파홀로

제18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10.09~10.21 갤러리아미(주)

미술관 사파리

05.17~07.27 헬로우뮤지움

베르디 갈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1.14~11.15

솔오페라단

여류 수채화3인전

10.12~10.16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展

05.26~08.05 코바나컨텐츠

볼쇼이 극장 솔리스트 콘서트 오페라

11.16~11.17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김은경 개인전/양원희 개인전

10.20~10.24 양원희

세계보도사진전

07.31~08.26 (주)멀티아트인터내셔날

2012 임형주 콘서트 Classic Style

11.18

(주)문화방송

2012 KPAM 대한민국미술제

10.24~10.31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08.11~10.14

오페레타 ‘박쥐’

11.28~12.01

국립오페라단

박은호(古河) 팔순 기념전

10.27~11.02

박순보

스티브 맥커리 사진전

09.12~10.21 어반아트

KOREA TOMORROW 2012

11.04~11.14

(주)에이치엔에이치크리에이티브

박훈일사진전

10.16~10.25 박 훈일

이헌국 도예 40주년 기념展

11.04~11.10

이헌국

제9회 대한민국 조경대전

10.23~10.31 (재)늘푸른

김경숙 개인전

11.04~11.08

김경숙

STREET LIFE IN CALIFORNIA

10.31~11.07

이두영 팔순회고전

11.04~11.10

이두영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박명배의 전통목가구전 11.04~11.16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2.07~12.12

(재)국립발레단

2012 오페라 갈라

12.29~12.30

국립오페라단

Jayu Theater

21
(주)신시컴퍼니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REMODELING
해당년도 토월극장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Towol Theater was under construction for renovation

성애리

(주)이앤브이커뮤니케이션

유은숙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박명배

카메라로 그린 수채화

11.10~11.15

김수연

반고흐 in 파리

11.08~12.30 주식회사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말들의 눈에는 피가

09.05~09.08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이베로 아메리칸 아트페어 서울 2012

11.15~11.19

베아르떼

조동업 자연감통작품전

11.10~11.22

한세대학교

신영증권과 함께하는 컬쳐클래스

09.10

한국예술종합학교

Heel - 그림의 세계로 들어가다.

11.16~11.22

내오전-나그대로

알랭 본느푸와 (Alain Bonnefoit) 초대전

11.18~12.02

동성갤러리

2012국립오페라단창작팩토리시범공연쇼케이스

09.14

국립오페라단

세계열린미술대축제

11.17~11.29

세계미술연맹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전

11.24~12.03 keyvision

연극 <대학살의 신>

12.17~02.12

연극 ‘햄릿’

03.31~05.05 MJ컴퍼니

제15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12)

10.09~10.20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서울 컨템포러리 아트스타전

11.17~11.27

한국미술의빛

백두대간전시

12.04~12.13 강근식

하얀 눈썹 호랑이

05.09~05.13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최효민의 이미지 퍼포먼스 - 물거울, 틈

10.21~10.22

최효민(아르스 인피니타)

이상하 전

11.20~11.28

이상하

연파미소2012 (도자와 미디어아트의 만남)

12.05~12.13 신현철 도예연구소

김은희무용단 창단 15주년 신작 - 間

06.07~06.08 김은희 무용단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12

10.24~10.27

한국전자음악협회

대한민국회화제

11.23~12.01

대한민국회화제

2012년 아트클레이 회원전 사계

12.15~12.23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1- Shadow / Carmen

06.11~06.12

오나 Is she coming?

10.29~11.01

최상철 댄스프로젝트

김지현 개인전

11.23~11.30

김지현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 네모의 꿈 / Do you hear?

06.14~06.15 강민지, 조현상

공간(空間), 그 무한의 가능성 Ⅶ

11.03

김명숙늘휘무용단

다인다색전

12.01~12.07

김영선

보물

11.08~11.18

LSM Company

길 위에서 그리다

12.02~12.14

윤석배

박노경개인전-빛의 형상들

12.03~12.09 박노경

이청자 28회 개인전

12.08~12.14 이청자

기김진호 작품전

12.15~12.21

최진수, 신무섭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 Blindness / 어제같은오늘그리고내일은II 06.17~06.18 홍성욱, 조윤라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2

제2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 Devil’sTemptation / ChaosII

06.20~06.21 서윤석, 염지훈

연극열전4 세 번째 작품 <The Lover>

06.28~08.13 (주)연극열전

춤을 그리다...

08.21

Life

08.25~08.26 예효승

세계 춤의날 기획공연 춤! 그 참을 수 없는 에너지 …

04.29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미국 인상주의 한국특별전 -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 12.22~03.29 (주)씨디지 - CDG

MUSIC THEATER - FRAGMENT

08.31~09.01 (사)TIMF앙상블

가인(歌人)과 특별한 만남 : TOGETHER

06.24

(주) 더그루브코리아

김성달 개인전 - 유기적 개체 有機的 個體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aegae Square Outdoor Stage

2

류무용단

기진호

12.22~12.28 김성달

아트클레이월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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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줄리엣
2012 ABT 지젤 in Korea

자유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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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tatistics

OPERATING
STATISTIC

운영
통계
행사 및
관람객 현황
PROFILE OF
EVENTS
AND
ATTENDANCE

기획 SAC

대관 Hires

2012 total

2011 total

Growth

기획 SAC

2012 total

대관 Hires

2011 total

Growth

SHINSAEGAE SQUARE
OUTDOOR STAGE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CONCERT HALL
콘서트홀

IBK CHAMBER HALL
IBK챔버홀

HANGARAM
ART MUSEUM
한가람미술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RECITAL HALL
리사이틀홀

기획

대관

MUSIC
HALL

OPERA
THEATER

GRAND
TOTAL
AUDIENCES

GRAND
TOTAL
AUDIENCES

음악당 총 관람객 수

HANGARAM
DESIGN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총 관람객 수

기획

기획 SAC

대관 Hires

대관

2012 total

2011 total

Growth

SAC PRESENTATION
& HIRES RATIO
100%
BY VENUE
75%

2012

기획
대관

공간별 기획 & 대관
프로그램 비율
91% 85% 72% 83%
9%
28%

50% 62%
50%

43% 63%
57%

2,383,014

25%
2012

2011

음악당

연도별
관객수 변동 추이
TOTAL ANNUAL
ATTENDANCE

2011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MUSIC HALL

OPERA THEATER
오페라극장

2012

2011

OPERA HOUSE

HANGARAM
ART MUSEUM

2012

2012

2011

2,465,785

1,549,660

GRAND
TOTAL
AUDIENCES

50%

2012

833,354

총 관람객 수

50% 62%
50%

기획
대관

2011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HANGARAM
DESIGN MUSEUM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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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관객수 변동 추이
ANNUAL
ATTENDANCE
BY VENUE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200,000
1,000,000
500,000
200,000
50,000

CJ TOWOL THEATER
CJ 토월극장

REMODELING

해당년도 토월극장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Towol Theater was under construction for renovation

음악당 MUSIC HALL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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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U THEATER
자유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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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실적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2

64

BUDGET
OVERVIEW

수입

지출

INCOM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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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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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s

재무
제표

FINANCIAL
STATEMENT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PROFIT & LOS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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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당)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26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2
제25(전)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5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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