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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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예술 프로그램의 창조적 활성화를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국가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선도적 복합문화예술기관
A Leading Culture and Arts Complex that Provides Life Filled with Culture through Creative Revitalization of Art Programs
and Contributes to the Prosperity of Culture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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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s greetings

2013 was a meaningful year as Seoul Arts Center(SAC)
marked its 25th anniversary. High-quality programs were
introduced in the fields of classical music, performing
arts, and exhibition by opening ‘Festival 25’, and there
was also a meaningful change in the aspect of appearance. Thanks to such efforts, the number of audiences
who visited SAC to enjoy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in
2013 increased from that of the previous year by 600,000
to 2,930,000.

CHAIRMAN’S GREETINGS
이사장 인사말

2013년은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Festival 25’라는 타이틀 아래, 클래식,
공연, 전시 각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였으
며, 리모델링을 마친 ‘CJ토월극장’이 2월 15일 개관기념일에 맞
춰 재개관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도에 예술의전당 공연과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전년대비 60만명이 증가한 293만명으로 개관 25주
년의 의미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제 예술의전당은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시
아의 대표, 세계 5대 복합예술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계
획을 선보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서예박물관의 리노베이션’을 비롯하여,
‘한가람미술관 로비 개선’, ‘음악당 주차장 증설’ 등의 하드웨어
적인 발전은 물론,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교
육’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향상도 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
니라 국내 최고의 무대기술 및 행정력, 선진화된 고객서비스 등
을 ‘지방문예회관 및 개발도상국의 예술기관들에게 전파’하여
국내외 문화예술계가 함께 발전하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문
화복지 및 예술교육을 통하여 클래식 인구 저변확대에 힘써 문
화융성의 시대에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강국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한 <콘텐츠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으로 우수 공연
과 전시를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을 비롯한 세계인이 즐길 수 있
게 하여, 예술의전당이 ‘클래식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
겠습니다.

Now, SAC intends to prepare for the next 25 years. We
will put our effort into becoming the pride of Korea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a medium and long-term plan.
We will conduct the ceaseless maintenance of venues
and facilities which customers can comfortably enjoy by
promoting the ‘renovation o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renovation of the Hangaram Art Museum lobby’,
‘extension of the Music Hall parking lot’ and so on. We
will attempt reinforcement of the employees’ capabilities through ‘global experience’. We are also making efforts to achieve advancement in tandem with domestic
and overseas culture and art by sharing the best stage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ability of Korea as well as
advanced customer service know-hows.
SAC belongs to all the people who love culture and art.
We will establish an adequate cornerstone in order to foster Korea’s growth as a ‘culturally powerful nation’ in our
current era of Cultural Prosperity. Expanding the base of
classical music population through cultural welfare and
art education could accomplish that goal. In particular, we
will make SAC the leading organization of ‘Korean Wave
in classical music’ with the enjoyment of digital films, superior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s a part of <SAC
on Screen>.
Above all, we wish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of our customers, board members, and patrons, as well as
both gold & blue members. Besides, we would like to give a
big hand to the concerned parties from all classes and fields
including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and Tourism,
who are supporting the advancement of culture and art, and
the employees of SAC. We ask for your continuing advice
and attention towards SAC, helping it go beyond Korea and
become a global arts center. Thank you.

Young-Ju Park
예술의전당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무엇보다 오늘의 발전된 예술의전당이 있기까지 전당을 찾아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사진 및
후원회,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님 이하 각계각층의 관계자분들, 예술의전당 임직원분들에게
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로 뻗
어나갈 예술의전당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질책, 관심 부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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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greetings

PRESIDENT’S GREETINGS
사장 인사말

‘문화가 있는 삶’과 ‘고객행복 실현’을 비전과 경영목표로 삼아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을 활성화하고 문화향
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매진한 2013년 한 해였습니다. 공연
건수가 1,200건이 넘었고, 293만명이 예술의전당을 찾았으며,
수강생수도 9,000명이 넘어 주요 사업부문에서 ‘기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이 그간 꾸준하게 콘텐츠
기획역량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강화해 온 노력이 ‘폭발적
인 관객수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양질의 콘텐츠에 대
한 욕구와 기대치가 이전에 비해 높아진 환경을 일정 정도 감
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요가 효과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면 결
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당 주최 기획공연이 <개관 25주년 기념 페스티
벌>의 성공적 개최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싶습니다. 공연 부문에서 CJ 토월극장 재개관, 음악당 주
말 2회 공연 재개, 야외극장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관람객 증
가에 기여했고, 전시 부문에서도 대중성 높은 대규모 명품전시
를 유치하여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육
부문 성과도 눈부십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수요와 트렌드를 반
영, 70여개 강좌가 증가했고 늘어난 수강생 수만도 1,300명이
넘습니다. 연령대별 특화 프로그램,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 원거리 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기 위
해 예술의전당에 올려지는 고품격 공연ㆍ전시를 영상화하여
전국 영화관과 지방문예회관에 상영하는 <콘텐츠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래 관객을 발
굴한다는 의미에 지역간ㆍ계층간 문화향유 수준의 격차를 해
소하는 취지여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힘쓴
결과,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타공공기관으
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앞으로도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In 2013, we strived to invigorate the production of high
level art programs and further expand the chances for
enjoyment of the culture settings ‘life with culture’ and
‘realization of customer happiness’. We recorded ‘the
highest values in history’ with the number of performances exceeding 1,200, the number of visitors to Seoul Arts
Center(SAC) surpassing 2.93 million, and the number of
course attendees topping 9,000. The efforts to reinforce
producing and programming capabilities have resulted in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audiences’. We
think such a result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if such
demand was not effectively fulfilled.
Above all, we would like to attach a great significance
to the fact that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5 th Anniversary Festival>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performances planned by SAC to be invigorated. The reopening of CJ Towol Theater, re-starting of two weekend
performances a day at the Music Hall, and invigoration of
outdoor theater programs contribut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audiences and a large scale exhibition of masterpieces with high popularity also greatly contributed.
The number of education courses increased by about 70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endees exceeded
1,300. New establishment of the programs customized
for each age group and the programs for foste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was also well regarded.
In particular, we successfully started <SAC on Screen>,
which shows digital films of high-quality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held in SAC, in the movie theaters and in
district culture and art centers in order to provide culturally alienated classes. As the purpose is to discover the future audience and to remove the gap in the levels of cultural enjoyment between districts and classes, we plan to
continue building it up. Also, as a result of making efforts
to enhance the service level and customer satisfaction, we
acquired the ‘Superior’ grade for 4 years in a row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C promises to continue sparing no effort to ceaselessly improve our customer service.
Lastly, we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atrons, both gold & blue
members, and our spectators. Promising to continue doing our best with sincerity and passion, we ask for your
unstinted encouragement. Thank you.

Hak-Chan Ko
예술의전당 사장
President of the Seoul Arts Center

마지막으로 물심양면으로 전당을 지원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후원회원님, 블루ㆍ골드회원님, 그리고
예술의전당을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격려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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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3

PERFORMING ARTS

공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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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술
사업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

콘서트홀 Concert Hall
2013 신년음악회 2013 New Year`s Concert 1.4 Ⅰ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SAC 11 a.m. Concert 1.10, 2.14, 3.14,
4.11, 5.9, 6.13, 7.11, 8.8, 9.12, 10.10, 11.14, 12.12 Ⅰ 예술의전당 토요 콘서트 SAC Saturday Concert 2.16,
3.16, 4.20, 6.15, 8.17, 9.14, 10.19, 11.16, 12.21 Ⅰ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 Festival
25 - Korean World Star Series 2.15, 4.5, 4.29, 4.30 Ⅰ 차이콥스키 2013 Great Composer Series - Tchaikovsky
2.20, 3.23, 6.28, 9.26, 10.23, 11.14 Ⅰ 2013 교향악축제 2013 SAC Orchestra Festival 4.1-17 Ⅰ 2013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2013 SAC Youth Concert 4.20, 5.18, 6.15, 10.5, 11.2, 12.7 Ⅰ 제10회 밀알콘서트 Miral Concert
4.23 Ⅰ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콘서트 Miracle Concert with Sean 4.24 Ⅰ 제14회 자선음악회 - 사랑이 머무
는 곳에 Benefit Concert - Place Where Your Love Is 5.1 Ⅰ 제31회 그대 있음에 St. Lazarus Foundation Concert
5.12 Ⅰ 2013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2013 SAC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6.22-27 Ⅰ 중국국가대극원 관현악단
2013 아시아 순회공연 China NCPA Orchestra Concert 9.17 Ⅰ 2013 예술의전당 회원초청음악회 2013 SAC Friends
Membership Concert 9.29 Ⅰ 베르디 탄생 200주년 콘서트 오페라 -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SAC Concert
Opera - <Rigoletto>, <La Traviata> 10.15, 10.19 Ⅰ 사랑, 꿈, 기적 희망 콘서트 Hope Concert 11.6 Ⅰ 2013 예술
의전당 제야음악회 2013 SAC New Year’s Eve Concert 12.31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2013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사랑콘서트 개최 Love Concert 4.27 Ⅰ 2013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 2013 SAC
Classic Star Series 10.10-11, 15, 17, 18, 19, 11.16, 22, 12.5, 14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2013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시리즈 2013 SAC Artist Series 5.10, 6.14, 7.12, 9.13, 10.11, 11.8, 12.13 Ⅰ 2013 음악
영재 아카데미콘서트 2013 SAC Music Academy Concert 11.2(2회)		

음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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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music

2013년 음악당에서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
미 있고 새로운 기획공연들이 무대에 올랐다. ‘Festival 25’ 프
로그램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대표하고 한국을 세계
에 알린 월드 클래식 스타들을 초청하여 선보인 <코리안 월드
스타 시리즈>로 첫 출발을 알렸다. 개관기념일인 2월 15일 사
라장의 협연 무대를 시작으로 4월에는 이 시대 독보적인 고운
음색을 자랑하는 신영옥과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준 장한나,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한 조수
미의 무대까지 모두 예술의전당의 25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꾸며 관객들에게 최고의 음악축제를 선보였다.

음악
사업

지난 3년에 걸쳐 극찬을 받은 <The Great 3B Series>에 이어
작곡가 한 명을 한 해 동안 집중 조명하는 프로젝트인 <Great
Composer Series - 차이콥스키>가 새롭게 기획되었다. 낭만
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전곡을 김대진
이 이끄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
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 교향악단의 연주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적 깊이를 원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는 우리나라 클래식계의 미래를 짊어
질 대학생들에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설 수 있는 값
진 기회를 제공해 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총 6개 대학의 오
케스트라가 출연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으며, 무엇보다도
음악대학의 학생들이 전문 연주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뜻 깊은 기획이었다.
실내악 전용공간 IBK챔버홀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물인 <예술
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를 선보였다. 많은 클래식 팬을 확
보하고 있는 실내악 그룹에서부터 솔로이스트까지 총 9개 팀
은 평소에 보여주었던 독주자로서의 면모와는 다른, 실내악 중
심의 레퍼토리 중심으로 기존과는 색다른 무대를 보여주며 관
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예술의전당이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야심차게 기
획한 <콘서트 오페라Ⅰ, Ⅱ>는 베르디의 대표적인 작품인 오페
라 <리골레토>와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였다. 제한된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 기존의 ‘오페라 콘체르탄테’ 형식보다 연기적
인 요소를 강조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연출하였고, 조
명, 적절한 소품 배치, 무대 전체를 압도했던 성악가들의 음악
과 감동적인 연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또한 장르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공연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 대표 기획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 브런치 콘서트의 대명
사가 되어버린 <11시 콘서트>와 주 5일 근무제로 본격화된 토
요일 오전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토요 콘서트>, 다양한 교향
곡 향연으로 단연 음악애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5
회째를 맞은 <교향악축제>, 다채로운 음악선물, 소망풍선 날리
기, 불꽃놀이 이벤트로 매년 어김없이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
는 <제야음악회>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들로 2013년 음악
당을 풍성하게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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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3, newly planned and more meaningful performances were introduced in the Music Hall for the
25th anniversary. The first start of the ‘Festival 25’
program was publicized by the <Korean World Star
Series>, which invited and introduced world classical
music stars. The best music festival was introduced
to the audience by organizing special programs that
started with the accompanied performance of Sarah
Chang on February 15 th , the opening anniversary,
and were followed by the stages of Youngok Shin,
Han-Na Chang, and Sumi Jo.
<Great Composer Series - Tchaikovsky>, a project
which intensively casts light upon a specific composer for a year, was newly planned following <The
Great 3B Series>. Suwon Philharmonic Orchestra,
led by Dae-jin Kim and accompanied by renowned
musicians, performed a high standard stage by playing the full length of Tchaikovsky’s symphony. This
performance not only enabled people to confirm
the musicianship of domestic symphony orchestras
but also quenched the thirst of classical music lovers
desiring musical depth.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was a meaningful
performance which provided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carry the future of Korean classical music on
their shoulders with the valuable chance to appear
on the Music Hall stage of Seoul Arts Center(SAC).
6 orchestra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participated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performances.

Above all, it was a meaningful plan that provided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othold for their future
as professional musicians.
In the IBK Chamber Hall, the new <SAC Star Series> was introduced. 9 teams in total, ranging from
chamber music groups to soloists, gave a fresh inspiration to the audience by showing stages that were
focused on chamber music repertories instead of
the usual soloist repertory.
<Concert Opera I, II>, ambitiously planned by SAC
in commemoration of the 200th anniversary of Verdi’s birth, introduced the operas <Rigoletto> and
<La Traviata>,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works
of Verdi. A more mature stage was produced by
further emphasizing the element of performance
than in the ‘Opera Concertante’ form, which introduced limited performance and songs. The audience was enraptured by various aspects such as
lighting, appropriate arrangement of props, and
the music and performance of the singers that
overwhelmed the entire stage. It was also highly
appreciated as a performance that presented a
new direction for the plan of tearing down the
walls between genres.
Other diverse planned programs which abundantly
filled the Music Hall in 2013 include the <11 a.m.
Concert>, <Saturday Concert>, <Orchestra Festival>, and <New Year’s Eve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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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개관 25주년기념 -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Festival 25 Ballet - Korea National Ballet <La Bayadere> 4.9-14, 국립
오페라단 <돈 카를로> Korea National Opera <Don Carlo> 4.25-28 Ⅰ 2013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라 트라
비아타> The 4th Korea Opera Festival <La Traviata> 5.10-12, <운명의 힘> <The Force of Destiny> 5.17-19, <리골레
토> <Rigoletto> 5.24-26, <손양원> <Sohn Yang Won> 5.31-6.2, <처용> <Tcheo Yong> 6.8-9 Ⅰ 2013 제3회 대한민
국발레축제 - 국립발레단 <차이콥스키 :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 The 3rd Ballet Festival Korea - Korean National Ballet
<Tchaikovsky : The Mystery of Life and Death> 6.28-30,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Universal Ballet <Onegin> 7.6-13
Ⅰ 2013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12.18-25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CJ 토월극장 재개관 기념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 Musical <Sweet Come to Me> 2.16-3.31 Ⅰ 개관 25주년 기념
- 국립현대무용단 <벽오금학> Festival 25 -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Byeokogeumhak>
4.5-7 Ⅰ 예술의전당 토월연극시리즈 <안티고네> SAC Towol Play Series <Antigone> 4.15-28, <부활> <The Resurrection> 5.18-6.2, <아시아 온천> <Hot Spring in Asia> 6.11-16, <당통의 죽음> <Danton’s Death> 11.3-17 Ⅰ
2013 제3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사계> The 3 rd Ballet Festival Korea <Four Seasons> 6.20, <카르멘>, <아! 김유정, 미
친 사랑의 노래> <Carmen>, <Novelist Youjeong Kim> 6.22, <말러교향곡 제5번>, <Work 2-1> <Malher Symphony
No.5>, <Work 2-1> 6.24 Ⅰ 2013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푸치니의 <투란도트> 2013 SAC Family Opera <Turandot> 8.9-17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앙코르) <Thursday Romance>(Encore) 1.1-2.11 Ⅰ NArT 예술가 초청공연 <영호와 리차
드> NArT Project <Yeong Ho & Richard> 3.1-5, <중력> <Gravity> 3.8-9, <도로시난장굿> <The Wizard Born To Be
Dorothy> 3.10, <홍성현의 초벌비 Ver.1 Turn On> <Ver.1 Turn On> 3.12, <Form.From> 3.15-16, <맥베드> <Macbeth> 3.20-23 Ⅰ 예술의전당 자유연극시리즈 <만선> Jayu Play Series <Full Ship> 5.3-15, <혈맥> <Bloodline>
5.21-6.2 Ⅰ 2013 제3회 대한민국발레축제 The 3 rd Ballet Festival Korea <노력의 증거>, <외계에서 온 발레리노> <Proof
of Effort>, <Ballerino from Outer Space> 6.5-6, <크로키-지하철 1호선>, <무게로부터의 자유> <Croquis-Subway
Line1>, <Freedom from Weight> 6.8-9, <<라 춘향> 중에서>, <#1:순간> <La Chunhyang>, <#1:Moment> 6.1213, <Fluide>, <블루 아이즈> <Fluide>, <Blue Eyes> 6.15-16 Ⅰ 예술의전당 우수어린이연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
2013 SAC Children’s Play <Get on the Bus No.497> 8.2-9.1 Ⅰ 예술의전당 자유연극시리즈 <세 자매> Jayu Theater
Series <Three Sisters> 11.8-12.1, 연극 <레드> Play <The RED> 12.21-31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2013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오페라 명불허전> The 4th Korea Opera Festival 5.4, <오페라 속 합창> 5.11, <오페
라와 대화하기> 5.18, <오페라 페스티벌 갈라> 5.25 Ⅰ 2013 제3회 대한민국발레축제 The 3rd Ballet Festival Korea <명작발
레 하이라이트> 6.1, <이원국의 해설이 있는 발레> 6.8, <청소년 발레갈라> 6.15 Ⅰ 한 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
악회 Outdoor Concert of Korean Art Songs at Midsummer Night <명시와 명곡의 만남> 8.3, <아! 대한민국> 8.10, <내
마음의 노래> 8.17, <명곡의 향기> 8.24 Ⅰ 제1회 엑상프로방스 오페라 페스티벌 실황중계 <리골레토> Screen of Festival
Aix-en-Provence <Rigoletto> 9.28-29 Ⅰ ktskylife 休채널과 함께하는 가을밤 콘서트 Autumn Night Concert 10.12

공연
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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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개관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Festival
25’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 중 국립
단체들과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개관 25주년 기념에 의미
를 보탰다. 아울러, 국내 대표 중극장인 토월극장이 리모델링
을 마치고 CJ 토월극장으로 재개관하면서 <토월연극시리즈>,
<토월 가족오페라> 등 예술의전당의 대표적인 기획프로그램들
이 다시금 무대에 오르고, 창작 뮤지컬과 발레 공연이 연이어
오르며 오페라극장에서와는 다른 CJ 토월극장만의 매력을 한
껏 선보이는 한해가 되었다.

공연
사업

4월 초, ‘Festival 25’의 오페라극장 공연으로 올려진 국립발레
단의 <라 바야데르>와 국립오페라단의 <돈 카를로>는 각기 최
고 기량의 정상급 무용수와 성악가가 출연한 대작으로 개관 25
주년 축하공연의 화려한 서막을 열어주었다. 이어 5~6월에는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과 <제3회 대한민국 발레축
제>가 무대에 올랐다. 창의적인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이
전까지 민간오페라단연합회가 주관하던 사업을 예술의전당이
주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오페라와 발레의
저변확대와 이들 장르에 대한 자체 기획역량을 제고하는 기회
로 삼았다. 해마다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송년발레 <호두
까기 인형>은 2013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관객몰이에 성공하며
대표적인 연말 프로그램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In 2013, a variety of performances were introduced through ‘Festival 25’. In particular, a new meaning was added to the commemoration of the 25 th anniversary through co-programs with 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as Towol Theater, a representative medium theater in Korea, re-opened as CJ Towol Theater after the
completion of its remodeling, 2013 became the year of CJ Towol
Theater’s unique beauty and the theater became fully introduced
by staging once more the representative planned programs.

whelming stage technique and intoxicating mise en sc ne. In addition, <Hot Spring in Asia>, co-produced with the New National
Theater of Japan, enabled the audience to look into the flow
of the contemporary Asian plays and earned favorable reviews
from the audiences and critics. <Turandot>, a family opera newly
staged, greatly increased the expectations for new repertories by
confirming the potential for medium theater operas and the summer opera market.

자유소극장은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활기찬 기획 공연들이 무
대에 올랐다. 상반기에는 ‘한국 근대 리얼리즘 명작선’을 테마
로 한 국내 희곡 <만선>과 <혈맥>이, 하반기에는 세계 고전명작
체호프의 <세 자매>가 올려지며 연중 고전 명작을 새로운 감각
으로 만날 수 있었다. 여름 시즌에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어린
이연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 겨울 시즌에는 리바이벌 화제작
<레드>로 연일 매진행진을 이어가며 시즌별로 다양한 관객들
의 수요에 호응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사
업으로 신규 추진한 신진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NArT 초청공
연>은 차세대 유망 예술인들이 자유소극장 무대에서 새로운 예
술적 실험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La Bayadere>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and <Don Carlo> of
the Korea National Opera, staged early April in the Opera Theater,
were great works in which top dancers and singers of the best
talent performed, and these works opened the splendid prelude
to the 25th anniversary commemorative performance. After that,
<The 4 th Korea Opera Festival> and <The 3 rd Ballet Festival Korea> were staged in May and June. The project which had been
led by the federation of private opera companies up until then
was led by Seoul Arts Center(SAC) in order to discover a creative
cooperation model, efficiently expanding the business as a result,
and was use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base of opera
and ballet and to enhance their own planning capabilities in these
genres. <The Nutcracker>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year-end program by succeeding in audience roundup once again
without fail in 2013.

In Jayu Theater, planned performances more diverse and active
than those in any other years were stag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ull Ship> and <Bloodline>, Korean plays which belong
to ‘Selections of Korean Modern Realism Masterpieces’, were
staged. In the second half, <Three Sisters> of Chekhov, the world
classic masterpiece, was staged and allowed the audience to meet
classic masterpieces with new senses all year round. Diverse demands from the audience could be responded to in each season
through the child play <Get on the Bus No.497> in the summer
season and <Red>, a revived headline-making work, in the yearend winter season. Also, <NArT Project>, a new artist discovery
project newly promoted as a co-project with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rovided promising artists of the next generation with a chance to meet the audience through a new artistic
experiment.

2013년 야외무대에서는 5~6월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과 <대한민국 발레축제>에 이어, 가곡을 대상으로 시리즈로
구성한 <한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와 <가을
밤 콘서트> 등 주제가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야외공연을 기
획하여 주말 예술의전당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
사하였다.

In the re-opened CJ Towol Theater, various classic plays were
staged after being re-interpreted to become more appealing to
the audience these days. <The Resurrection>, staged by dramatizing the novel originally written by Tolstoy, and <Danton’s Death>,
the masterpiece of Georg Buchner based on the French Revolution,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atergoers with their over-

On the outdoor stage, a big pleasure was presented to the citizens who visited SAC on weekends by plann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utdoor performances with themes such as <Outdoor
Concert of Korean Art Songs at Midsummer Night> and <Autumn Night Concert> organized by art songs in a series, following
<Korea Opera Festival> and <Ballet Festival Korea>.

재개관한 CJ 토월극장에서는 연극사적으로 의미 있는 고전
희곡을 오늘의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 다양
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톨스토이의 원작 소설을 희곡화하
여 무대에 올린 <부활>,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게오르그 뷔
히너의 걸작 <당통의 죽음> 등은 CJ 토월극장의 장점을 극대
화한 무대 운용과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동시대 아시
아 연극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일본 신국립극장 공동제
작연극 <아시아 온천>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년 만에 새롭게 무대에 올린 가족오페라 <투란도트>는 중극
장 오페라의 가능성과 가족단위 대상의 여름시즌 오페라공연
시장을 확인시켜주며 새로운 레퍼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
층 높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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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현대미술과 빛 - 빛나는 미술관전 Illumination - Light in Today`s Art ‘12.12.7-1.27 Ⅰ 바티칸 박물관전 MUSEI VATICANI ‘12.12.8-3.31 Ⅰ 제5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전 - 차이들의 동행 The 5 th SAC Artists’ Studio Exhibition
1.31-2.20 Ⅰ 조르쥬 루쓰 - Georges Rousse 공간.픽션.사진전 Georges Rousse Solo Exhibition - Space.Fiction.
Picture 4.15-5.25 Ⅰ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 시크릿뮤지엄 A Digital Odyssey in the Masterpiece 6.12-9.22 Ⅰ 알
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Alphonse Mucha - Art Nouveau and Utopia 7.11-9.22 Ⅰ 2013 미술과놀이 - 놀
이시작 Art & Play 2013 - Let’s Play 7.26-8.2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2013 예술의전당 미술영재아카데미 작품평가전 1, 2부 2013 SAC Art Academy for Children Evaluation Exhibition
I, II 3.15-17, 22-24 Ⅰ 나만의 빛나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Making <Illuminated
Cookie House> ‘12.12.16-1.27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심은 전정우전 Jungwoo Jeon Exhibition 3.8-31 Ⅰ 현대미술과 서예 - 그리기와 쓰기의 접점에서 Contemporary Art
& Calligraphy - At the Nexus of Painting and Writing 4.6-5.5 Ⅰ 서예아카데미 교육평가전 SAC Academy Exhibition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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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가람미술관은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의 재미와 감동, 새로운 비전을 전해
주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In 2013, Hangaram Art Museum made efforts to convey the fun, charge, and new
vision of modern art in various genres as a commemo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Seoul Arts Center(SAC).

그 첫 번째로 건축과 회화, 사진을 융합시켜 독자적인 예술세
계를 선보인 ‘조르쥬 루쓰’가 소개되었다. <공간ㆍ픽션ㆍ사진>
전은 작가의 경험을 예술의전당의 역사와 결합시켜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였고 현대미술
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국내에서 대규모로 처음 시도된 원화 없는 디지털 명화 <디지
털 명화 오디세이 - 시크릿뮤지엄>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
인 전시기획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획기적인 만남’이었다
는 호평이 대세를 이루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미술과
놀이>는 ‘놀이시작’이라는 주제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 박물
관 김이삭 관장이 객원큐레이터로 참여하여 어린이 대상 현대
미술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
곳을 찾은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상업과 순수를 끊
임없이 반복하며 응용되어 재창조되었던 아르누보의 <알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는 장식적인 미의 추구 외에도 예
술적 가치와 철학까지 고루 살펴볼 수 있었던 전시로 보다 풍
성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자극하였다.

‘Georges Rousse’, who showed his independent art world by fusing architecture,
painting and photography, was introduced. The exhibition <SpaceㆍFictionㆍPhotograph> introduced monumental works created in commemoration of the 25 th anniversary by combining the experiences of the artist with the history of SAC, and provided the audience with a valuable chance to experience diverse aspects of modern
art. <A Digital Odyssey in the Masterpiece - Secret Museum>, attempted dominantly
using great digital pictures with no original pictures, received favorable comments as
a future-oriented and creative exhibition planning that achieved the ‘epoch-making
encounter of analog and digital’. Director Ysaac Kim of a children’s museum called
Hello Museum participated in <Art & Play>, which marked its 11th anniversary, as a
guest curator under the theme of ‘Let’s Play’. She presented a new model of modern art exhibition for children, and it was much loved by spectators during summer
vacation. <Alphonse Mucha - Art Nouveau and Utopia> of Art Nouveau, which
was ceaselessly recreated by repeatedly applying commercial and fine arts, excited
onlookers with abundant attractions in which the viewers could evenly see artistic
value and philosophy in addition to the pursuit of decorative beauty.

서울서예박물관 전시 역시 기존의 평면적인 서예 및 유물 전
시에서 탈피하여 비주얼아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확
장하고, 서예가 동서양의 추상ㆍ구상 미술에 끼친 영향력을 확
인하고 그 상관성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대미
술과 서예 - 그리기와 쓰기의 접점에서>전은 작가의 국적이나
작품의 연대기적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와 그리기에 대
한 작가의 입장, 조형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했다. 또한, 한
국 현대미술 작가 중 서예의 미학을 흡수하여 현대 추상미술
의 맥락에서 풀어낸 작품을 추가하여 서예와 회화가 서로 어
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두 예술장르가 어떻게 영
역을 구분하고 기능할지를 모색함으로써 서예 전시 분야의 새
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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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in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expanded its concept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visual art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two-dimensional
exhibition of calligraphic works and relics, and arranged a chance to confirm the
effect of calligraphy on Eastern and Western abstract art and figurative art and to
check their correlations. The exhibition <At the Nexus of Painting and Writing>
was organized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artists on painting and writing and
formative similarity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he nationalities of the artists or
the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works. Also, it became a chance to open a
new chapter in the exhibition of calligraphy by adding the works of the Korean
modern artists who absorbed the aesthetics of calligraphy and unfolded it in the
context of modern abstract art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by finding out how the two art genres would be classified and
fun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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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아카데미 Performing Arts Planning Academy
예술의전당의 다양한 장르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개원한 ‘공연기획아카데
미’는 2013년 2회를 맞이했다. 공연제작 현장실습, 홍보마케팅, 공연예술 관련법, 아티스트와의 만남, 명사특강 등 공연
기획자로서의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이 어우러진 커리큘럼이다.
It opened to return to society the knowhow of Seoul Arts Center(SAC) in planning and production of various
programs by genre through education and marking its second anniversary in 2013. The curriculum organized
by mixing theory and practice which can develop basic performance planning knowledge such as marketing
strategies, laws relating to performance art, artist meetings, celebrity guest lectures as well as offering a field
placement course for performance production.
공연 & 음악감상아카데미 Performing Arts &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Academy
공연과 음악감상 향유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개설된 강좌로, 예술 본연의 감동을 추구하며 오페라, 발레, 클
래식 등 극장에서 올려지는 모든 범위의 작품을 감상한다.
This is a course that opened in 2002 to expand the base of a class that enjoys performance culture and art,
and pursues the intrinsic charge of art itself. The course attendees get to enjoy a wide range of works staged
in theaters including operas, ballets, and classical music.
인문아카데미 General Humanities Academy
2013년 인문아카데미는 강단 인문학의 관념주의를 넘어서서 생활 속의 비전을 제시하는 커리큘럼으로 ‘시민인문학’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고전 원전 해독과 오늘날의 재해석을 추구하는 <제대로 읽는 세계의 고전> 시리즈는 108권의 고
전을 독파하였고, <세계도시탐방>은 84개의 도시를 끝으로 시리즈의 긴 여정을 마쳤다.
In 2013, it became a base for ‘Citizen’s Humanities’, a curriculum which presents visions in daily life going
beyond the idealism of platform humanities. The attendees of the series <World Classic Books read Properly>
which pursued readout of the original classic books and re-interpretation of today read 108 classic books, and
<World City Visit> finished the long itinerary of the series after 84 cities.
미술실기아카데미 Practical Arts Academy
미술실기아카데미는 유화, 수채화, 크로키, 판화, 한국화부터 디지털사진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실기과정
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작가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작가스튜디오
를 통해 2013년에는 2명의 작가를 배출하였으며, 한가람미술관 Gallery SEVEN에서 <작가스튜디오전>을 개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This academy operated practical technique courses of diverse and systematic curriculums from oil painting,
watercolor painting, croquis, engraving, and Korean painting to digital photographs. In addition, two painters
were selected in 2013 through the Artists Studio which provides work space so that the attendees can become
painters exceeding simple hobby activities, and were provided with a chance to open the <Artists’ Studio Exhibition> in Gallery SEVEN of Hangaram Art Museum to receive a goo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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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실기아카데미 Practical Calligraphy Academy
2013년에 개설 25주년을 맞은 서예실기아카데미는 캘리그라피반을 개설하여 생활서예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강좌의 연장이자 총 결산인 <교육평가전>은 ‘붓꽃’이라는
제목으로 수강생들의 성과를 작품완성으로 꽃피웠다.
This academy was opened to enable the attendees to apply living calligraphy to real
life, and programs differentiated from regular courses were successfully operated
in 2013, which was the 25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The <Academy Exhibition>,
which was an extension and at the same time the finale of the course, accomplished the completion of works.

예술
아카
데미

어린이미술아카데미 Children’s Art Academy
3세 이상 초등학생 이하 대상의 강좌는 어린이 미술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연령대별 ‘맞춤
교육’으로, 유아 및 미취학 아이에게는 미술과 친해지면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생에게는 단계별 미술실력 향상을 위한 ‘회화’와 장기 교육적
가치 및 응용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트레이닝’, ‘디자인발상과 표현’으로 집중력과 논리력,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등을 향상,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As a course for children from the age of 3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education
tailored by age group’ was created by specialists. The art education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s on the course of developing imagination and creative thoughts and
becoming friendly with ar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ducation of ‘painting’
was provided for improvement of painting ability by stage, of ‘image training’ for
long-term educational value and improvement in application ability, and of ‘designing ideas and expression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oncentration,
logical ability, creative thinking and exp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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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여름예술학교 Children’s Summer Art School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미술과 놀이, 생활, 과
학, 역사 등을 아우르며, 예술장르간의 통합은 물론 생태관찰, 영상ㆍ미
디어 디자인, 특수효과, 스토리텔링, 공간설계 등 프로그램의 영역을 한
층 더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미술영재아카데미 Art Academy for the Gifted & Talented
미래를 선도할 미술영재 육성을 목표로 기존의 미술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
학, 인문학적 사고력 등 통합과정으로서의 확장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전문화된 각자의 역
할분담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통합교육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
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기별 ‘순수미술’과 ‘디자인’으로 나누어 미술의 전문영역을
강화시키고, 연 1회의 평가전시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과 예술세계를 경험시키기 위한 교
육을 진행했다.

This education course for children from the age of 5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vers art and play, life, science, and history. Not
only the integration between genres of arts but also ecological
observation, image and media design, special effects, storytelling
and spatial design far more diversely advanced the areas of the
programs.

The curriculum was organized for the expansion towards a course of integrating
scientific and humanistic thinking, moving a step forward from the existing education, which is focused on art, under the goal to foster art prodigies who will lead the
future, and concentrated its efforts on enhancing the educational effect through the
sharing of specialized roles in each person. In order to complement the characteristics
the integrated education course may lack, specialized areas of art were reinforced by
being divided into ‘fine art’ and ‘design’ in each semester, and free expression and
artistic world are experienced through the evaluation exhibition held once a year.

다문화어린이미술아카데미 Art Academy for Multi-Cultural Children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사
회적 관심과 투자로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설되었
다. 연 2-4회 ‘쁘띠 갤러리’를 통해 전시회도 개최하였으며,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강좌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청소년아카데미 Youth Academy
2013년에 신규로 개설한 청소년아카데미는 청소년기의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감성, 지성, 창의성을 표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강좌이다. 미술중심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써 사회교육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This academy was opened to foster creative talented people with
potential by paying social attention to and investing in children of
low 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Exhibitions were also held in ‘Petit Gallery’ 2 to 4 times a
year, and the talent donation course carried out for the parents of
students established a foothold for achieving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Youth Academy newly opened in 2013 as a course designed to help youngsters express and improve their sensibility, intelligence and creativity b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abundant artistic imagination of adolescence can be freely
expressed. Instead of settling for education focused on art, it also regards highly the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 as a place of communication where youngsters can
express themselves and share their minds.

음악영재아카데미 Music Academy for the Gifted & Talented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영재들에게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제공
하고, 최고의 강사진들로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하는 과정이다. 200명 정원에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

트, 클라리넷, 하프 등 7개의 기악 전공과 1개의 작곡 전공을 포함하고
있다. 연 2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다.
This music academy provides a superior education system to the
prodigies who will lead the musical world in Korea and in which the
prodigies can receive rational and systematic education from the
best lecturer group. With the attendee quota of 200, the course is
comprised of 7 instrumental music specialties including piano, violin,
viola, cello, clarinet and harp, and one composition specialty. The attendees are selected through the auditions held twice a year,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first grade to fifth grade are eligible.

아트힐링아카데미 Art Healing Academy
생활의 피로함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2013년 신설한 아트힐링아카데
미는 여러 예술장르를 통합한 ‘아트힐링의 체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음악, 미술, 드라마, 무용 등 각 분야의 힐링 프로그램 전문가를 초빙하
여, 심리상담보다는 참여자를 체험하고 참여하게 하여 몸으로 변화됨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몸, 마음, 사회 등 고통
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인 처방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우리 시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융합과 통섭의 ‘힐링’ 아카데미로 점차
확대 발전해 갈 전망이다.
In 2013, this academy was newly opened in reality where the fatigue of life is increasing. It is characterized by ‘art healing experience’ with different art genres integrated. It is a healing program
carried out by specialists invited from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art, drama and dance which places emphasis on letting the participants feel the change in their body through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rather than psychological consult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gradually expanded and advanced into a ‘healing’ academy of fusion and consilience essential for citizens of our
time by expanding its area into accurate diagnosis of the cause
and scientific prescription for physical, mental and social p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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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얼굴, CI 선포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1988년에 제정되어 사용해온 기존 CI는 훈민정음 당시의 한글
체를 응용하면서도 5개의 주요 건물로 이루어진 예술의전당의 모습을 교묘하게 연상시키는 모양의 로고 타입과 승무의
춤사위를 이용한 S자 모양의 도안이 결합된 것으로 발표 당시 신선하고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5년이 지
나 예술의전당의 새로운 위상과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달라진 운영 환경에 맞는 새로운 CI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술의전
당의 얼굴이라 할 새 CI는 세계적인 복합아트센터로서의 위상과 문화예술기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국내
외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국·영문 결합형으로 되어 있다. 25년 역사와 대표성이 담긴 한글 로고 타입은 거의 원형 그
대로를 유지하였고, 오른쪽 위에 위치한 붉은색 직사각형 프레임은 다양한 문화를 통해 대중과 예술이 소통하는 감동과
열정의 공간을 상징한다. 붉은색은 동시에 예술가의 혼과 열정을 의미한다. 사각형 프레임 속에는 세계적인 작가 이우
환 선생의 캘리그래피로 ‘Seoul Arts Center’라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작가가 붓으로 쓴 예술의전당의 영문명은 동서양
문화가 만나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를 의미한다.

Introduction of a New CI, The New Look of Seoul Arts Center
Seoul Arts Center(SAC) presented its new CI in celebration of its 25th anniversary. The previous CI, which was
established in 1988, applied the calligraphic style of Hunminjeongeum and integrated a logo type that reminds
people of the image of SAC consisted of 5 buildings and the “S” shaped design expressing the steps of a
Buddhist dance. It received high praise for its originality and sophisticated style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but with the new status of SAC after 25 years a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era, a new CI suitable
for a different operation environment was necessary. The new CI, expected to become the face of SAC, is a
combination of Korean and English, appropriate for communication in and out of country considering its status
of international complex art center and its brand image of an art and culture institution. The Korean logo type
that contains the history and representability of 25 years maintained its original shape and the red rectangular
frame on the right represents the space of emotion and passion between the public and art through different
cultures. The red color also means the spirit and passion of the artists. In the red frame, there is a calligraphy of
the world-famous artist Woohwan Lee, stating ‘Seoul Arts Center’. The English calligraphy written by a Korean
artist with a writing brush represents the beautiful harmony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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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역사홍보관 @700 오픈
2월 18일 개관기념일에는 예술의전당의 역사를 소개하는 ‘@700(at 700)’이라는 역사홍보관이 오페라하우스 지하 비타
민 스테이션에 오픈하였다. 1988년 음악당과 서예관으로 처음 개관했지만 그 준비 과정부터 계산하면 예술의전당의 역
사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오페라극장 개관까지 건설에만 11년이 걸린 대역사였으며, 개관 후에도 예술
의전당 역사가 우리나라 공연과 전시의 역사라 할 만큼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예술 지형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개관
25주년을 맞아 예술의전당의 역사가 담은 공과(功過)를 제대로 짚자는 의미에서 역사홍보관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명칭
은 예술의전당 부지의 주소였던 서초동 700번지를 상징한다. 나무와 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서울 변두리 산기슭에 대
규모 복합아트센터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이 곳을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가꾸어간 사람들의 꿈과 땀과 노력,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나간 국민들의 성원과 열정을 기념하는 공간이 바로 ‘@700’이다.

Opening of Seoul Arts Center History Promotion Hall, @700
On the anniversary of Seoul Arts Center(SAC) on February 18, the History Promotion Hall ‘@700(at 700)’,
which introduces the history of SAC, opened in the Vitamin Station at the basement of the Opera House. SAC
began with the Music Hall and Seoul Calligraphy Arts Museum in 1988, but if its process of preparation is
counted, the history of SAC starts from 1982. It took 11 years in construction until its opening of the Opera
Theater in 1993, and SAC caused great influence in the art map of Korea after its opening.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 history of SAC is the history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arts of Korea. For its 25th anniversary,
SAC prepared for the History Promotion Hall by means of pointing out the merits and demerits that the history
of SAC holds. Its name represents the address of the SAC site, which is 700 Seocho-dong. ‘@700’ is the space
which commemorates the dream and efforts of people who planned to build a large scale complex art center
in the mountains near Seoul where there used to be nothing but trees and bushes and raised the place into
the hub of Korea’s culture and art, and also commemorates the support and passion of Koreans who have
built this spa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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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
<CJ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는 5개년도에 걸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약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개월
만인 2013년 1월에 준공하였다. 본 공사를 통하여 예술의전당 공연장 중 가장 활용도가 저조했던 2개층 674석의 극장
은 3개층 1,004석의 최첨단 극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노후 무대시스템의 전면 교체와 오케스트라 피트 확장, 시야장
애석의 획기적인 개선, 가변 건축음향 시스템의 도입 등 공연장 내부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전용 매표소 및 물품보관
소의 신설, 로비 확장 및 계단 신설, 화장실 확충 등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관객, 배우와 연출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극
장으로 재탄생하였다.

Remodeling of the CJ Towol Theater
The remodeling was completed in January, 2013 after 15 months by inputting the project cost of about 27
billion KRW through the continuous promotion of the project over 5 years. Our least used theater, which used
to have 674 seats on 2 floors, was renovated into a cutting edge performance space that can hold a total
of 1,004 people on 3 floors. It was reborn as a theater most preferred by spectators, actors and producers
through not only the remodeling of the performance hall interior such as full scale replacement of the old stage
system, extension of the orchestra pit, dramatic improvement in seats with visual obstacles, and introduction
of variable architectural acoustic system, but also improvement in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construction
of an exclusive ticket office and cloakroom, expansion of the lobby and construction of a new staircase, and
expansion of res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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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당 지하 고객편의공간 조성공사
<음악당 지하 고객편의공간 조성공사>는 음악당 관객 증가로 인한 1층 로비의 극심한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
진한 사업이다. 그동안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협소한 통로 이외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던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건
축음향이 최적화된 리허설룸 및 부속공간(악기 창고, 분장실 등)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공연 전 연주자들에게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질 향상에 일조하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의 연장과 에스컬레이터 2조 신설, 음악당 주
차장 연결통로의 확장으로 관객들의 음악당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지하 로비 신설 및 리셉션 공간 확보는 공연 전ㆍ후
및 인터미션 시간의 로비 혼잡을 대폭 완화시켰고, 2실의 다목적 홀과 식음료 편의시설, 여성 및 장애인 화장실 증설로
고객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본 공사에는 8개월간 약 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Customer-Friendly Space of the Music Hall
This was a project promoted to solve the severe congestion and inconvenience in the first floor lobby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Music Hall audiences. The unused space in the base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narrow passage connected to the parking lot was remodeled to build a rehearsal room with optimized
architectural acoustics and its subsidiary spaces(instrument storage room, dressing room, etc.). I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performance quality by providing players with a chance for sufficient exercise before
the performance, and the accessibility of audiences to the Music Hall was greatly improved by extending the
elevator, building two units of escalators, and expanding the passage to the parking lot of the Music Hall. The
constructed lobby on the basement and secured reception space greatly alleviated the congestion in the lobby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and during intermissions, and the customer convenience was dramatically
improved by extension of two multi-purpose halls, food and beverage convenience facility, and restrooms for
women and the disabled. About 3.4 billion KRW was input during the 8 months of the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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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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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이 5월부터 추진한 <콘텐츠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은 우수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영상을 통해 온 국민
이 함께 보고 즐기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 예술의전당의 공연을 시차 없이 즐길 수 있
는 ‘실황중계’와 공연ㆍ전시 콘텐츠를 고품질 영상물로 제작하는 ‘영상화 작품’으로 나뉜다. <SAC on Screen>은 ‘VIP석
보다 더 좋은 객석’라는 슬로건 아래,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이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 그리고 무대를 넘어서는 감동과 환희까지 담아낸다. 장르도 다양하여,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연극, 현대무용, 뮤지컬 그리고 전시까지 포함한다.

<SAC on Screen>, initiated in May, is a project which allows all people to watch and enjoy superior performances and
exhibition contents through digital films. It is divided into ‘live broadcast from the scene’, which allows people to enjoy
real-time performances in Seoul Arts Center(SAC), and ‘filmed works’, which is created by producing high-quality
digital films of performance & exhibition contents. <SAC on Screen>, with its slogan ‘Better seats than VIP seats’, films
the vivid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of artists, every corner on the stage which cannot be seen from the seats, and
interesting behind stories of performances, as well as the charge and joy which go beyond the stage. The genres are
diverse and include operas, ballets, classical music, plays, modern dances, and musicals as well as exhibition.

예술의전당은 <SAC on Screen>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서울-지방간 문
화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문화예술기관(약 170개)과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순수 예술의 대중화 및 클래식 한류 확산도 주요 목표다. 문화예술회관, 영화관, 학교, 도서관, IPTV,
모바일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및 기기 등에 단계별로 제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보
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고급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 잠재 관객 개발도 가능하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예술가 및 공연단체를 영상콘텐츠를 통해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클래식 한류 조성 및 스타급 아티스트 발
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AC intends to remove the cultural gap between Seoul and districts by supplying culture and art programs down to
culturally alienated districts through <SAC on Screen>, and to contribute to invigoration of district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by sharing superior art contents with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about 170). The main goals also
include popularization of fine art and diffusion of Korean Wave in classical music. We intend to create a performance
watching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digital era by providing the contents to the places and devices easily accessible
such as culture and art centers, movie theaters, schools, libraries, IPTVs, and mobile devices to allow more people to
easily experience high grade culture and art. It will also enable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audiences in the futur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star artists and also the formation of Korean Wave in classical music
by introducing overseas the top class artists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of Korea through visual contents.

예술의전당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네 작품을 제작했다. 전국에 실황중계한 <토요 콘서트>를 비롯해, <시크릿뮤지엄>
전, 이디트 헤르만 안무의 현대무용 <Into Thin Air(증발)>,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을 촬영했다. 또한 11월에 진행한 <토
요 콘서트> 실황중계로 공연물 영상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서울, 분당, 대구, 광주, 부산 등 CGV 5개관(CGV압구정·
오리·대구·서면·광주터미널의 무비꼴라쥬 전용관)과 함께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전북 전주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남 여수의 GS칼텍스 예울마루, 경기 연천수레울아트홀 등 전국 문예회관 4개소 등 총 9개 장소에서 실시간 중
계하였다. <시크릿뮤지엄>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제작되어 전국 초·중·고교를 주요 대상으로 배급할 예정이
며, <Into Thin Air(증발)>와 <호두까기 인형>은 2014년 전국의 영화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학교 등으
로 배급할 예정이다.

SAC produced a total of 4 works in 2013. Those include the exhibition <Secret Museum>, <Into Thin Air>, which
is the modern dance choreographed by Idit Herman, and the ballet <The Nutcracker> in addition to <Saturday
Concert>, which was broadcasted live from the scene. Potential for the imaging of performances was confirmed
through the relay broadcasting of <Saturday Concert> conducted in November. It was broadcasted live to a total
of 9 places; 5 CGV theaters and 4 culture and art halls. <Secret Museum> is planned to be produced for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distributed mostly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ll over the country, and
<Into Thin Air> and <The Nutcracker> are planned to be distributed to movie theaters, culture and art halls, social
welfare facilities, military units, and school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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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개관 25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은 새로운 CI 선포, 역사홍보관 조성 등 기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한편, 예술사
업과 교육사업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예술성 높은 프로그램을 전 국민과 나누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문화가
있는 삶, 국가의 문화융성에 이바지하였다.

Seoul Arts Center(SAC), celebrating its 25 th anniversary, has contributed to people’s lives with culture and Cultural Prosperity by renovating the identity of SAC through the announcement of a new CI and construction of
the History Promotion Hall, promoting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art and academy programs, and making
efforts to share high-quality programs with all people.

2013년은 자체 예술 프로그램과 교육사업의 질적ㆍ양적 확대를 꾀하여 문화예술계를 풍성하게 만든 해였다.
‘Festival 25’를 계기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여 예술사업 재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교육에
있어서도 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아트힐링아카데미’, 예술의전당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공연기획
아카데미’, ‘레코딩 마스터 클래스’ 등을 신규로 개설하여 문화예술기관의 교육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
를 얻었다.

SAC made the world of culture and art abundant by promo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its own art and academy programs. It took ‘Festival 25’ as the opportunity for re-takeoff of art programs by
expanding the budget and manpower. In addition, it has also received a favorable evaluation in academy classes
of ‘Healing Academy’, ‘Performance Planning Academy’, and ‘Recording Master Class’.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인 전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있어서도 큰 걸음을 내딛었다. 그간 시간적, 거리적 한계로
인하여 예술의전당 프로그램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관람객들을 위해 <콘텐츠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을 추진하
였다. 시범적으로 <토요 콘서트>를 지역 문예회관들과 전국의 극장에 실황중계하여 호평을 얻었으며, 발레 <호두까기
인형>, <시크릿뮤지엄>전 등 우수 프로그램들을 디지털 영상화하여 2014년에는 전국 상영 및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잊혀져가는 우리 가곡의 부흥을 위해 <한 여름밤 우리가곡 야외음악회>, <가을밤 콘서트>를 야외무대에 올리고 무료
로 감상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블 회원제>를 도입하여 ‘싹
틔우미회원-일반회원-노블회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회원 서비스를 완성한 한 해이기도 하다.

It also took a big step forward in expanding the chance for all people to enjoy culture, which is one of the objectives of establishment. <SAC on Screen> was promoted for audiences who could not enjoy the programs of
SAC due to temporal and spatial limits. It acquired a favorable response by broadcasting <Saturday Concert>
to district culture and art centers and theaters, and plans to make digital films of superior programs such as the
ballet <The Nutcracker> and the exhibition <Secret Museum>, which shall be distributed and shown in 2014.
We also opened <Outdoor Concert of Korean Art Songs at Midsummer Night> and <Autumn Night Concert>
on outdoor stages for the revival of forgotten Korean art song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view the stages
free of charge. In addition, it was the year in which the service by life cycle of ‘SACteens - general member noble member’ was completed by introducing <Noble Membership> for the elderly.

예술의전당이 적극 추진한 고객서비스 개선은 위와 같은 사업추진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쾌적한 고객서비스 제
공을 위한 시설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670석 규모의 노후한 극장에서 1,000석 규모의 새로운 무대시설과
객석으로 단장한 CJ 토월극장 재개관, 음악당 지하 고객편의공간 조성, 음악당 옥외 에스컬레이터 조성, 음악광
장과 비타민 스테이션 앞 시계탑 설치, 서울서예박물관 엘리베이터 교체, 전당 앞 사거리 횡단보도 추가 조성 등
이 눈에 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면과 더불어 스마트폰 시대에 부응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고객과 직
접 소통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운영, 회원관리업무 제도 개선, 자체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개선ㆍ개발은 고객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
는 결과를 낳았다.

Improvement in customer service promoted by SAC provided great support for the projects mentioned above.
The facilities improved to provide convenient customer service include CJ Towol Theater transformed from an
old theater with 670 seats to a theater featuring new stage facilities and about 1,000 seats, the customerfriendly space and outdoor escalator of the Music Hall, the clock towers built in front of the Music Plaza and the
Vitamin Station, the replaced elevator o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and the crosswalk additionally formed
in the crossroad in front of SAC. In addition to such aspects of hardwar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in
the aspect of software such as development of mobile application, oper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improvement in member management work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its ow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system brought about the result of further enhancing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기관 본연의 사명과 목표를 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2013년도 총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23% 이상 증가한 293
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간관람객 3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정보화수준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
득하는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in 2013 increased by 23% from that of the previous year to 2.93 million recording
the highest value, and the era of 3 million annual audiences is close at hand. Also, a good result has been achieved
in all the fields related to operation of SAC by acquiring the ‘Superior’ grade for 4 years in the Survey on Customer
Satisfac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also by acquiring the ‘Superior’ grade in the
Evaluation on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Culture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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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가장 왕성하게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햇살사업’이다.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무료로 기획공연ㆍ전시를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음악, 전시, 연극, 오
페라, 발레 등의 장르에 13,623명을 초청하여, 2004년 4월부터 총 93,937명이 혜택을 받았다.
2013년도에는 장애인 후원단체, 장애인 오케스트라, 복지단체 등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최 및 후원하
여 기관의 사회공헌 영역과 새로운 파트너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함께한 단체로는 밀알복지재단, 푸르메재단,
평안의집, 라자로 돕기회,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이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사랑 챔버 오케스트라,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음악을 향한 열정은 ‘장애가 장해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과 열정의 무대였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해피존 티켓나눔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후원), 현대자동차그룹(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주관)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시작되어 2013년에는 9개 문예회관이 선정되었다. 예술
의전당은 3년 연속 선정되어 저소득계층 청소년, 자폐성장애청소년, 발달장애청소년, 탈북자청소년, 서울농학교 학생,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등 1,096명을 초청하여 문화체험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은문화원, 강릉문화원과
연계하여 지방 청소년을 초청하여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문화햇살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서울농학교 학생을 초청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
해 초청된 시각장애인은 <코리안월드 스타 시리즈 - 신영옥, 장한나> 공연에 230명을 초청하였으며, 공연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시크릿뮤지엄>전에는 서울농학교 초ㆍ중ㆍ고등부 학생 133명이
일반 관람시간 이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초청행사를 가졌다. 도슨트 설명은 농학교 선생님에 의해 동시수화통역을
통해 진행되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 전시와 연극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두근두근”.. 문.화.를...
내.. 마음에!>를 기획하였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연극과 전시를 선정하여, 서울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기
도 교육청을 통해 초등학생 265명을 초청하였다. 특히, 공연관람 직후에는 <예술의전당 사장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초청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The program most vitally conducted by Seoul Arts Center(SAC) as a part of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Culture
Sunlight Project’. It is a project which provides people that are difficult to experience culture with a chance to
view specially planned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free of charge. In 2013, 13,623 people were invited to the
events of different genre, and a total of 93,937 people received benefits starting from April, 2004.
In 2013, a chance to expand the area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new partners of SAC was arranged by cohosting and co-sponsoring programs with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disabled, orchestra of the disabled, and
welfare organizations. Such organizations include the Milal Welfare Foundation, Purme Foundation, House of
Comfort, Lazarus Village, Sarang Chamber Orchestra, Heart to Heart Foundation, and Autism Society of Korea.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s of Onnuri Sarang Chamber Orchestra and Heart to Heart Orchestra, which is
composed of intellectually handicapped people and developmentally disabled people, were stages of charge
and passion which showed that disability is not a barricade to passion towards music.
<Happy Zone Ticket Sharing Project Promoted by Hyundai Motors> is the program promoted from 2011 b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Sponsorship), Hyundai Motors(Hosting),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Supervision), and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and 9 culture and art centers were selected
in 2013. SAC was selected for 3 years, and invited 1,096 youngsters including teenagers from low income families, teenagers with autism, teenag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eenagers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students of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and child heads of foster households to provide benefits
of cultural experience. Besides, a program was carried out to invite teenagers in districts linking with Boeun
Cultural Center and Gangreung Cultural Center, and let them watch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We had a special time by inviting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and students of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through the Culture Sunlight Project. Some 230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were invited to the performance
<Korean World Star Series - Shin Youngok, Chang Han-Na> through Siloam Welfare Center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a braille program was provided. A special invitation event was carried out to allow 133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to watch the exhibition <Secret Museum>. It became more special as the explanation of the docent was translated real-time into sign language.
During the summer vacation, <Heart Beating...Culture...in My Mind!> of inviting teenagers from low income
classes to exhibitions and plays was plann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fter selecting plays and exhibitions, 265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nvited throug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re was a time to discuss
‘dreams’ under the theme of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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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예술기관을 선도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아트센터답게 2013년 한 해 동안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예술기관 중 가장 선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객 및 관람객
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원, 매표, 주차 등 각 부문의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았다.

Seoul Arts Center(SAC), which is leading domestic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made its best efforts in 2013 to
improve customer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 most advanced services among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we
reinforced the service in each sector including member, ticketing, and parking so that visitors can experience the
most convenient and pleasant service.

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의 안정적인 마케팅과 이용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
로 한 회원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회원인 골드ㆍ블루회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8,500명이 가입하여 회원제사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미래관객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마련된 만 8~24세를 대상으로 한 싹틔우미 회원도 6만여 명이 가입하여 그간 값비싼 티켓 가
격 때문에 공연관람이 어려웠던 젊은 층의 호응이 이끌어내었다. 이외에도 일선에서 물러나 여가시간을 문화예술과 함
께 보내고자 하는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회원인 노블회원을 새롭게 모집하여 문화사각지대에 있던 고객층
에게 회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o as to achieve stable marketing for the specially planned performances and provide the users with active service, the
member system program is operated for diverse age groups. The number of charged members was 8,500 at the end
of 2013, recording the highest value. Also, the number of SACteen members arranged for youngsters from the age of
8 to 24 in order to develop future audiences and to attract the interest of youngsters in culture and art reached 60,000,
which was a result achieved by successfully drawing the response of youngsters who had difficulty watching performances in the past due to expensive ticket prices. Besides, free noble members were newly recruited among the elderly,
aged 70 or older, who have retired from active service and want to spend their leisure time with culture and art.

회원제 사업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안으로 회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매년 가을 콘서트홀
에서 열리고 있는 유료회원 초청 공연인 <회원음악회>는 이미 음악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며, 문화
예술관련 도서 저자들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유명 공연을 해설과 함께 미리 듣고 공부할 수 있는 <미리 보는 콘
서트>, 기타 공연ㆍ전시 무료초대 이벤트 등 회원제 사업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Various events for members are carried out as a way to achieve two-way communication through the member
system program. <SAC Friends Membership Concert>, which is a performance for charged members held in the
Concert Hall in every autumn, is already widely known to music lovers. <Meeting with Writers>, which gives a
chance for attendees to meet writers of books related to culture and art, <Previewing Concert>, which allows the
attendees to appreciate and learn famous performances with explanation in advance, and other performance and
exhibition free invitation events are further reinforcing the benefits of the member system program.

또한 적극적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위해 직영매표 시스템인 ‘SAC TICKET’을 통하여
누구나 예술의전당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관단체들의 홍보,
마케팅을 돕는 강력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Also, for active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ervice, ‘SAC TICKET’, an in-house ticketing system, enables
everyone to conveniently purchase tickets in advance for all the programs conducted in SAC, and is operated in a way
for it to become a powerful medium that helps advertisement and marketing of the arts managemen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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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는 2012년 8월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문예회관
활성화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예술의전당은 회장기관이며, 총 178개의 문예회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KOCACA
KOREAN
CULTURE & ARTS
CENTER
ASSOCIATION

2013년에도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예회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총 133회 공연을 통해 60,300명이 관람하여 소외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방문화 예술수준 제고에 기
여하였다. 또한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총 860회 공연을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시행하고, 총
431,422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밖에도,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회관 제작 프로그램 제작 지원(문예회
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을 통해 총 19개 문예회관의 공연, 전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문예회관 자체 제작 역
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공연 유통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에는 총 322개 기관 및 공연단체,
일반인 참가자 등 총 9,329명이 참가하였다. <문예회관 운영평가>를 통해 문예회관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문예회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문예회관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와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양극화 해
소 및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KOCACA), establish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1996,
has been converted into a statutory corporation in August, 2012, and is contributing to the invigoration of culture and art centers and removal of the cultural gap between districts. At present, Seoul Arts Center(SAC) is the
chairman of this association and a total of 178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as its members.
In 2013, various projects were carried out for the enhancement of people’s rights to enjoy culture and invigoration of exchange between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project <Cultural Sympathy
of Every Corner in Our Land>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chance for alienated areas to enjoy culture
and enhancement of the district culture and art level by conducting a total of 133 performances which were
watched by 60,300 spectators. Also, a total of 860 performances were conducted through <Special Program
Supporting Project for District Culture and Art Centers>, which were watched by 431,422 spectators in total.
In addition, SAC played a big role in reinforcing the capabilities of 19 culture and art centers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xhibition, and art education programs through support for the programs produced in-house
by culture and art centers (support for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center repertories) o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ct culture by culture and art centers were reflected.

1996년 예술의전당과 호주 빅토리안 아트센터(現, The Arts Center)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
터연합회(이하 아태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술센터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프로그램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
키고 공연예술 사업증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민간 국제기구이다. 예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기
관을 역임하면서 제1회 총회와 제2회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하였고, 이후 8년간 이사기관으로도 활동하며 아태연 홈
페이지(www.aappac.net) 구축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다.
2013년 아태연 총회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려 2008년 예술의전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
었다. ‘The 2nd Act: 제2막’이라는 주제로 예술의 전통적 역할과 급변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 공연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200여명이 넘는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
을 이루었다. 현재 22개국에서 총 69개의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예술기관으로는 예술의전
당, 한국공연예술센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고양문화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트센터연합회
AAPPAC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AAPPAC), established leadingly by Seoul Arts Center(SAC)
and Australian Victorian Art Center(currently ‘The Arts Center’) in 1996, is a civ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invigorating the exchange of art programs and manpower through networking
among regional art cent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promoting performance art projects. SAC, from 1997
to 1998, hosted the first general meeting and the second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Seoul as the first
chairman, and played a leading role as a director for 8 years after constructing the website of AAPPAC(www.
aappac.net).
The general meeting of AAPPAC in 2013 was held in Daejeon Arts Center, which was the second time in Korea
following the first meeting held in SAC in 2008. Under the title of ‘The 2nd Act’, the traditional role of art was
discussed and the way was searched for performance hall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to achieve a win-win
situ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art environment. More than 200 specialists from the field of performance art
participated in the meeting, forming an active place of international exchange. There are currently 69 organizations in total. Groups from 22 countries are active members, and domestic art organizations include the
Seoul Arts Center, Korea Performance Arts Center, Daejeon Arts Center, LG Arts Center, and Goyang Cultural
Foundation.

In <The 6th Jeju Haevichi Art Festival>, which prepared a place for distribution of performance and diverse
human networking, a total of 9,329 people participated from 322 organizations and performance groups,
including general participants. We contributed to the invigoration of culture and art centers by objectively
grasping the operation status of culture and art centers through <Evaluation on Operation> and utilizing the
result for development of policies for advancement of culture and art centers in the future. We also prepared
a plan to invigorate the operation of culture and art centers through <Comprehensive Consulting Support>
and enhance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halls. We plan to further reinforce our role for removal of cultural
polarization and invigoration of culture and art centers.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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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ns of sac

후원회
명단

PATRONS
OF SAC

회장

박선주

동백회원

석세일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권영해

김진현

문화일보 고문

곽태식

㈜장미악기 사장

고문

김영수 김영호 박영주 송 자 이종구 최종률

㈜조선내화

회장 이화일

원대연

건축가

박부일

㈜다다실업 회장

김행술

JW 테크 회장

박소형

법의관

수석부회장

서병기

㈜상지상사

회장 표상기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박세종

㈜세종공업 대표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

황순하

U L Korea 사장

부회장

강희철 신영애 윤의숙 정용진

이운형

전) ㈜세아제강 회장

박성동

㈜파크랜드 부회장

박정수

SIFlex 대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용신

회사원

감사

박혜성 신필열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영렬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

박주선

국회의원

박선우

장훈학원 이사장

김은영

이사

강신장 김상래 김재정 김태우 김희근 문규영

허 참

전) 상아제약 회장

박기석

㈜시공테크 대표

신준식

㈜신양산업 회장

박용정

전) ㈜아이티멕스에스와이아이 고문

김진숙

연세대학교 비서 실장

박기주 박성희 박영립 박종덕 박중규 박한용

박승택

㈜한의유통 대표

박지훈

㈜리한 대표이사

이동건

㈜부방 회장

박종관

㈜한국삐아제 대표이사

이기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서규리 서민석 양동훈 양수화 예주희 윤홍근

정재호

㈜고려당 대표

박판근

㈜보화스위스 대표이사

이동훈

㈜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배기원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강화자

베세토오페라 단장

이강호 이봉훈 이상완 이은진 정문기 정승일 		

㈜태원전기산업 대표이사 이세용

배동진

㈜흥해 대표이사

이상일

㈜일진산업 대표

배인흥

우련통운 회장

강혜숙

조준래 주원석 최영철

㈜태인종합건설 대표이사 권태인

박현호

㈜말레 동현 대표이사

이수성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송경희

명지대학교 교수

김경숙

김용원 박희주 허 참 홍라희

박중규

㈜화신공업 회장

배택현

세무사

이신혜

고려은단㈜ 이사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계옥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우용

동아전장주식회사 대표

신용간

변호사

김민희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홍기택

이병일

㈜조비 회장

이우백

㈜조우니 대표

안희철

㈜두하 회장

김봉임

전) 서울오페라 단장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이원희

이석형

변호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천구

전) 남성해운항공㈜ 대표

김석균

예치과 원장

이온규

(재)솔벗 이사장

이정익

㈜서광전기 대표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김성신

이은진

DUKE봉사재단 창업주

최광춘

가야치과병원 원장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

김소희

원광대학교 병원 의사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현구

㈜까사미아 회장

윤재승

㈜대웅제약 대표이사

김종찬

㈜한일광고 사장

자문위원
무궁화 회원(백)
이건희 I 홍라희

삼성그룹 회장

무궁화 회원(적)
㈜대일건설

회장 박희주

무궁화 회원(자)

이원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준호

전) 변호사

윤재륭

변호사

김희진

상명대음대 겸임교수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이강호

한국 그런포스㈜ 대표

한우정

대림미술관 이사장

윤한영

골드만삭스 상무

노미경

피아니스트

㈜이건산업

회장 박영주

최영철

송담학원 이사장

정규진

㈜삼양흥업 회장

이해규

㈜삼성중공업 고문

이관우

한국몽골협력협회 회장

박정택

변호사

권오춘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

정귀호

전) 대법관

기봉환

㈜세림 대표이사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이광재

변호사

박종영

교사

신필열

㈜삼성전자 상담역

김병윤

㈜삼지아이티 회장

조병식

㈜서해건설 대표이사

이광희

㈜부건비엠 대표

백철호

새아치과 원장

㈜KJC Corp. 대표이사

신아림

㈜큰길 이사

백현욱

내과의사

이균부

변호사

손동창

㈜퍼시스 회장

이기동

㈜서울조구 대표

송유근

한국가스공사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박기주

㈜케이디 파워 의장

이봉훈

㈜이앤스틸 대표이사

지종한

박성희 I 김경자

꼬모 아트옥션 이사

양수화

(사)글로리아 오페라단장

조준래

㈜비트플랙스 회장

최명부

박성용 I Marguerite C. Park 전) 故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

정우철

㈜일삼 대표

이상철

디자이너

현덕규

김일곤 I 이상옥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이종호

㈜JW중외제약 회장

남기춘

변호사

이민교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신경욱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대교

회장 강영중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류재열

㈜조일건설 회장

이병담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윤혜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백종헌 I 임명효

㈜프라임산업회장

송 자

(재)아이들과미래 이사장

김형육

한양이엔지㈜ 회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수연

피아니스트

윤세영 I 변금옥

㈜SBS 명예 회장

최규홍

㈜남강 엠엔테크 대표이사

강현옥

㈜태준제약 대표

한국 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이사

고병헌

㈜KT&G

사장 민영진

박종덕

㈜태서리사이클링 회장

허장원

서울 중앙병원 원장

김철종
전효택

국화회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미회원
최기준

전) CBS 재단 이사장

이승준

㈜진보식품 대표

이태영

㈜금비 회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이영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희정

박수명

K-Phil, INC 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

이용배

여의도 성모외과 의원 원장

인영기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대표

장혜경

새한산업㈜ 회장

박충근

변호사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장혜원

이대음대 교수

서울대공대 명예교수 ㈜다산 디씨엠 상임고문

박형인

㈜파이닉스알앤디 회장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태

송백회 사무총장

전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 교수

㈜동화통상 대표

박선주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김재정

대한 의사협회 명예회장

손상수

에이스차터링㈜ 대표이사

박찬용

삼성 SDS 대리

이철주

전)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정선홍

박혜성

이화여대 조형대학 공간디자인과 겸임교수

예주희

동광제약 감사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종덕

충무아트홀 사장

이후동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조선제

신성대학 이사장

박인철

㈜리한 회장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조규완

㈜이화산업 부회장

이훈규

차의과학 대학 총장

조윤선

국회의원

김희근

㈜벽산 엔지니어링 회장

김양자

예맥화랑 대표

조홍석

이화유통㈜ 대표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주연희

GOLF TODAY 대표

서규리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김창실

전) 선화랑 대표

이홍주

서귀농장 대표

정 남

성우

지영연

교사

모란회원
신영애

Artsylvia Foundation 대표

정문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윤윤수

㈜휠라코리아 대표

강신구

정남식

삼성생명

하성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이상완

㈜삼성전자 상담역

김용원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김현실

실내건축 디자이너

Yamada Masakatsu JFE물류㈜ 서울사무소 소장

정성복

KT 감사

한무영

서울대학교 공과대 교수

이종구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김재학

㈜하이젠 모터 대표이사

문상호

이영자

㈜한일카페트 감사

정영산

㈜한국아트체인 대표이사

한현주

월간 네이버 대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김무일

전) 현대제철㈜ 부회장

김명숙

이영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홍원선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

양 웅

국제치의학회 세계회장

최재정

JSBS 대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정진현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 회장

Thomas Park 의사

예스24㈜

회장 김동녕

정미애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서향희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

지 훈

㈜SM북 대표이사

정환상

㈜클라라, 라스포사 대표

장일범(특별회원) KBS-FM DJ, 음악 평론가

이현자

뉴욕시티오페라 이사

홍평우

㈜신라명과 대표

차정일

서울 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조용수

㈜서전엠디에스 대표

황인용(특별회원) 아나운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한호형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전필립

㈜파라다이스 회장

차제선

차외과 원장

㈜동일방직

회장 서민석

석류회원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강대신

㈜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천호균

㈜쌈지대표

박한용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

임종빈

㈜뉴서울호텔 대표

이상렬

청운대 총장

강은엽

조각가

최무훈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박정부

한웰(다이소) 회장

고종진

전) ㈜두산 회장

이재홍

청우개발 대표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최웅렬

㈜씨앤피테크노 대표

정의승

우양재단 이사장

김의재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종욱

㈜SKM 회장

양규모

㈜KPX 홀딩스

고광복

중앙회계법인

유정주

변호사

구범환

대한 암협회 회장

최효진

법무법인 자유로 대표변호사

윤의숙

FICOFI대표

이재식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허영진

사랑과 희망 한의원 원장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하태석

㈜SJ인터콥 회장

㈜밀레

한철호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도희

작가

금난새

지휘자

한상량

㈜보워터한라제지 대표이사

양동훈

㈜유니온통산 대표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고석명

㈜크린텍 회장

김경원

전) 법무법인 김&장 고문

허덕행

㈜신성개발 회장

신용극

유로통상㈜ 회장

강신장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곽정환

합동영화㈜ 서울극장 회장

김경준

제성병원 원장

홍건희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최왕언

㈜가디언 파트너스 회장

권성문

㈜KTB network 대표

김근만

김근만 치과의원 원장

홍경택

㈜명실업 대표이사

재)정헌재단
㈜GS 칼텍스

회장 허동수

신승애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상하

㈜삼양사 회장

김부식

변호사

홍기표

㈜우주아이텍 대표이사

㈜SK Telecom

사장 하성민

김성기

㈜한성자동차 대표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선옥

㈜ER 미디어 회장

황병주

㈜동영물산 회장

이용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김연욱

호텔 갤러리 대표

김성중

㈜국제종합물류 사장

황세영

황세영산부인과병원 원장

김영진

㈜한독 회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김성진

㈜파라다이스 고문

서정권

㈜두비 대표이사

김규선

㈜미건코아 대표이사

김재우

㈜동인SFG 회장

김승준

KBS 성우

손용석

㈜인컴브로더 대표이사

매화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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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회원

※후원회원 명단은 후원금 내역순이며, 동일한 경우 가나다 순입니다.

김영수

전) 문체부 장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김덕표

㈜앤비젼 대표

김정자

㈜성정 문화재단 이사장

김용주

㈜행남자기 대표이사 회장

서경덕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서병기

현대자동차 고문

김민구

W & M 대표

김해동

비브라운 Asia Pacific 총괄회장

김유후

변호사

박인숙

국회의원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위한 특별후원금을 기부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종률

전) 예술의전당 사장, ABC협회 고문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배병관

전) 삼성 테크원 사장

김의석

변호사

김덕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재)정헌재단 이운형 이상완 김태우 김영호 박선주 이종구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김상래

㈜성도GL 대표이사

이선진

㈜영원무역 이사

김정배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안

마음의 소리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상래 박성용 박영주 윤의숙 정재호 Yamada Masakatsu

김태우

두산중공업 고문

김태희

㈜삼표에너지 회장

권재혁

연성대학교 이사장

김주인

㈜시-즈 회장

최흥용

㈜진성상역 회장

전효택 강희철 권오춘 배택현 이재식 최광춘 서규리 이원희

㈜경농

대표이사 이병만

나천수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정자

(재)성정문화재단 이사장

김준효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경표

성균관의대 교수

김영수 고광복 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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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ED
PROGRAMS

SEOUL ARTS CENTER
ANNUAL REPORT
2013

대관
사업

hired programs

대관
사업
Concert Hall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제72회 정기연주회

04.18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31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07.06 예인예술기획

KDB대우증권 창립43주년 공연 - 정명훈,안드라스 쉬프

09.0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이스라엘 필하모닉 쥬빈메타 신년 갈라 콘서트

01.05 SENS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제82회 정기연주회

04.19 (주)마스트미디어

브라질뮤직페스티벌

07.07 더스톰프

제13회 크누아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09.09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스라엘 필하모닉 쥬빈메타 신년 갈라 콘서트

01.06 SENS

로린 마젤 & 뮌헨 필하모닉

04.21 (주)빈체로

The Men’s Choir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07.08 영음예술기획

강남심포니 제60회 정기연주회

09.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지용 리사이틀 Ji-Yong Exhibition

01.1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로린 마젤 & 뮌헨 필하모닉

04.22 (주)빈체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파독 50주년 기념 음악회

07.09 (사)프라임필하모닉

클래식 & 락심포니

09.11 T&B엔터테인먼트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 베토벤

01.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첫 내한공연

04.25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3 제3회연천DMZ국제음악제 성공개최 염원 콘서트

07.10 음악세계

Song of the Spirit

09.12 (재)국립합창단

서울시향의 2013 마스터피스 시리즈 I

01.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의 그레이트 시리즈 II

04.2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기필 브람스·쇼스타코비치

07.11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메리칸 나이트

09.1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오리지널 비엔나 요한 스트라우스 카펠레 오케스트라

01.19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7 (주)동아일보사

창단40주년 기념 숭실OB남성합창단 제33회 정기연주회

07.12 뮤직플러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09.14 (주)빈체로

오리지널 비엔나 요한 스트라우스 카펠레 오케스트라

01.20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2013 프리마돈나 캐슬린 김 특별초청공연

04.28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정전 60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가곡 07.13 화희오페라단

금난새의 해피콘서트

09.15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제13회 정기연주회 핸드벨연주회

01.21 세실예술기획

서울시향의 플래티넘 시리즈 II

05.0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교수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

07.13 세실예술기획

테너 안형일과 함께하는 골든보이스 콘서트 2013

09.16 영음예술기획

<오페라틱 판타지> 콘서트

01.22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탄생 140주년기념 피아노명곡 시리즈 I

05.03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유럽 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07.14 (사)프라임필하모닉

2013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

09.2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3 신년음악회

01.23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키즈콘서트(2회)

05.04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하성호와 서울팝스 25년 스토리

07.15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제31회 정기연주회

09.22 예인예술기획

강남심포니 제57회 정기연주회

01.2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코피온과 함께하는 금난새 유라시안 필의 가족음악회

05.05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2013 서울신문 한여름밤의 콘서트

07.16 서울신문사

컬쳐콘서트-Voice for One

09.22 지클레프

제9회 사랑과 나눔의 청소년음악회

01.26 루스초이뮤직

미샤 마이스키 바흐 무반주 첼로 리사이틀

05.0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블라디미르 톨카체프 빅밴드 내한공연

07.17 브라보컴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 리사이틀

09.23 (주)마스트미디어

서울필하모닉 정기연주회 - 신년음악회

01.27 서울필하모닉

서울시향의 그레이트 시리즈 I

05.0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187회 정기연주회

07.1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명훈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09.24 (주)빈체로

엘렌 그리모 피아노 리사이틀

01.2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콘서트 정경화 바이올린독주회 05.08 (주)씨엠아이

서울시향의 말러 교향곡 4번

07.1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09.25 (주)빈체로

2013년 서울바로크합주단 신년음악회

01.30 (사)서울바로크합주단

Song of Arirang

05.09 (재)국립합창단

제31회 예원학교 정기 연주회

07.20 (주)음연

KBS교향악단 제673회 정기연주회

09.27 (재)KBS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184회 정기연주회

01.3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제669회 정기연주회

05.10 (재)KBS 교향악단

2013 한양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20 한양대학교

2013 국제윤이상작곡상 결선연주회 및 시상식

09.28 (재)윤이상평화재단

이루마 콘서트 <기억에 머무르다>

02.02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사)안산브라부라 오페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05.11 영음예술기획

제15회 음악이있는마을 정기연주회

07.21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사)서울윈드앙상블 제91회 정기연주회

09.30 (사) 서울윈드앙상블

서울신포니에타 2013 신년음악회

02.03 서울신포니에타

중앙대학교 교수음악회

05.1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11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22 예인예술기획

2013 제31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1 (사)한국음악협회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2.0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레퀴엠>

05.13 서울오라토리오

제32회 성남교향 취주악단 정기연주회

07.23 예인예술기획

2013 제31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2 (사)한국음악협회

서울센트럴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02.05 뮤직플러스

힐링콘서트

05.14 예술기획 파홀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Ⅸ

07.24 부천필

2013 제31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3 (사)한국음악협회

현대카드 슈퍼콘서트18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02.0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서울뮤즈윈드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05.15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재즈 슈퍼콘서트 <sing sing sing>

07.25 JNH뮤직

2013 제31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04 (사)한국음악협회

현대카드 슈퍼콘서트18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02.0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3 서울국제음악제-마카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5.16 헥사공연예술기획

한·중 하나의 소리로 백년대계를 꿈꾸다

07.26 (재)KBS 교향악단

고티에 카퓌송 첼로 리사이틀

10.06 (주)빈체로

2013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02.08 실버트레인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17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3 평화콘서트

07.27 주식회사 웅기획

서울신포니에타 146회 정기연주회 패밀리 콘서트

10.06 서울신포니에타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86회 정기연주회

02.12 (주)클라라음악재단

세종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음악회

05.19 예인예술기획

Beethoven with 필하모니안즈 서울

07.27 T&B엔터테인먼트

서울모테트합창단 제91회 정기연주회

10.07 (주)서울모테트합창단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Sweet Valentine>

02.1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서울바로크합주단 139회 정기연주회

05.20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사)서울오케스트라 오감만족 콘서트

07.28 아이엔티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 리처드 용재 오닐

10.0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3 세종국제음악제 파이널콘서트

02.18 MSO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발

05.21 (주)신세계

모나코 왕실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07.28 아카디아

홍정희 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콘서트

10.09 예인예술기획

크누아 필 콘서트

02.19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총동문회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 <바그너 콘체르탄테>

05.22 한국바그너협회

월드비전 2013 세계어린이합창제

07.29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서울바로크합주단 140회 정기연주회

10.10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서울시향의 플래티넘 시리즈 I

02.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05.23 (주)마스트미디어

월드비전 2013 세계어린이합창제

07.30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IV

10.11

KBS교향악단 제667회 정기연주회

02.22 (재)KBS 교향악단

베토벤 어게인

05.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3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31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

유니세프와 빈 소년 합창단

10.1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오바니 미라바시 트리오 with 스트링 오케스트라

02.23 플러스히치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5.25 월드 퍼포먼스

월드비전 2013 세계어린이합창제

08.01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10.1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에트로와 함께하는 금난새의 실내악 갈라 콘서트

02.24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2013 중앙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2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여름 가족 음악회 패밀리 인 뮤직

08.09 (주)스테이지원

이차크 펄만 리사이틀

10.1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대한민국 오페라의 날 기념 오페라대상 수상자 갈라콘서트 02.25 클래식타임즈

서울예술고등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음악회

05.27 서울예술고등학교

2013 한국합창대제전(2회)

08.10 한국합창지휘자협회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탈북청소년돕기뷰티플드림콘서트 10.16 (재)KBS 교향악단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행복

02.2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수원시립합창단 창단30주년 기념음악회

05.28 수원시청

JK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08.11 아카사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금난새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의 공감Ⅲ(共感)

02.27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05.29 (주)빈체로

2013 힐링뮤직페스티벌

08.11 실버트레인

조영남 가곡의 밤 <10월의 어느 멋진날>(2회)

10.20 주식회사 영상앤피엠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2.28 (주)빈체로

코리안심포니 186회 정기연주회

05.3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17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08.12 예인예술기획

김동진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10.21 최영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3.01 (주)빈체로

KBS교향악단 제670회 정기연주회

05.31 (재)KBS 교향악단

한국, 미국, 스위스 월드 퍼커션 페스티벌

08.1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부천시립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10.22 부천필

카잘스페스티벌 인 코리아 2013

03.02 (주)오푸스

화합음악회

06.01 (주)아르떼

여름방학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2

08.14 지클레프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쇼스타코비치

10.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힘내라 한국경제 신춘음악회

03.04 (사)김자경오페라단

코리아남성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06.02 세실예술기획

제10회 사랑과 나눔의 청소년 음악회

08.15 루스초이뮤직

KBS교향악단 제674회 정기연주회

10.25 (재)KBS 교향악단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

03.05 예인예술기획

창단 55주년 기념 한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06.03 뮤직플러스

이럴때 이런음악 10주년 기념 스페셜 에피소드

08.16 훈엔터테인먼트

제24회 이건음악회 - 시모나 디너슈타인 초청 연주회(2회) 10.26 (주)이건창호시스템

베를린필 클라리넷 수석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초청음악회 03.06 (사)프라임필하모닉

강남심포니 제59회 정기연주회

06.0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2013 한국합창대제전

08.17 한국합창지휘자협회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리사이틀

10.27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SK케미칼, SBS와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리사이틀 03.0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드보르자크의 밤

06.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3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입상자음악회

08.18 코리아나매니지먼트

비르투오소 러시아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콘서트

10.27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아름다운 당신에게>

03.08 (재)CBS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06.0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선화예고 동문 관악 페스티벌

08.18 음악세계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28 예술기획 파홀로

코리안심포니 185회 정기연주회

03.09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포레 레퀴엠

06.07 대전광역시청

2013년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08.19 예인예술기획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0.29 부산아트매니지먼트

가톨릭합창단 제54회 정기연주회

03.10 영음예술기획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라이징스타 시즌Ⅱ

06.0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조이오브스트링스 서머콘서트

08.20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10.30 (주)빈체로

제5회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03.11 예인예술기획

2013 디토 페스티벌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06.0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경기필 브루크너 교향곡 8번

08.21 경기도문화의전당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가 사랑하는 여인들

10.31 월드 퍼포먼스

2013 신춘음악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03.12 모스틀리 뮤직

2013 디토 페스티벌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06.1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코리안심포니 188회 정기연주회

08.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01

봄의소리축제3

03.13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모테트합창단 제90회 정기연주회

06.11 (주)서울모테트합창단

KBS교향악단 제672회 정기연주회

08.23 (재)KBS 교향악단

마르틴 슈타트펠트 피아노 리사이틀

11.03 (주)빈체로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 베토벤 II

03.1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고마움 콘서트

06.12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하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주영의 비발디 사계 08.24 부산문화

실예 네가드 내한공연

11.03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향의 심포니 시리즈 I

03.1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손미나의 로맨스 인 유럽

06.13 더스톰프

개그맨 전유성의 3회 여름방학 팡팡 해설음악회

08.24 T&B엔터테인먼트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04 브라보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과바다 지휘 구자범

03.16 경기도문화의전당

안네 소피 무터 & 무터 비르투오지

06.1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우리아버지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08.25 마루공연기획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11.05 (주)신세계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3.17 영음예술기획

첼로의 거장 다비드 게링가스 초청 연주회

06.16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6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제5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11.07 (재)세일음악문화재단

크라스노야르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03.18 브라보컴

국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

06.17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27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11.08 (주)씨엠아이

강남심포니 제58회 정기연주회

03.1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

06.18 (주)빈체로

제11회 한국원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08.28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2013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11.09 한국피아노학회

핑크 마티니 콘서트

03.20 (주)빈체로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

06.19 (주)빈체로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9번

08.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머니투데이와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임현정 초청 스타콘서트 11.10

(사)프라임필하모닉

요한수난곡

03.21 (재)국립합창단

앙상블 디토 시즌 7 <Code Name : BACH>

06.2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정명훈과 카바코스

08.3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국군교향악단 2013 정기연주회

11.10

국방부근무지원단

KBS교향악단 제668회 정기연주회

03.22 (재)KBS 교향악단

라데크 바보라크와 야쿠프 흐루샤의 만남

06.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3 디토 앙코르Ⅰ. BACH for SOLO

08.3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2회)

11.11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ART

2013 송영훈 한일 리사이틀 투어

03.24 더스톰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샤를 뒤투아

06.2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3 디토 앙코르Ⅱ. 앙상블 디토

09.0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ARKO 한국창작음악제

11.13

ARKO한국창작음악제

프리모 깐딴떼 제16회 정기연주회

03.25 영음예술기획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샤를 뒤투아

06.3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3년 서울대학교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09.0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티보데의 거슈윈

11.1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03.26 (주)서울모테트합창단

런던 첼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7.01 (재)CBS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09.02 영음예술기획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의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전곡 연주회> 11.16

브라움

서울바로크합주단 138회 정기연주회

03.27 (사)서울바로크합주단

런던 첼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7.02 (재)CBS

KDB대우증권 창립43주년 공연 -랄프 타우너,신예원

09.0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제10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스페셜 콘서트

11.17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셋째아이와 노래하는 희망 미래 콘서트

03.28 모스틀리 뮤직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0회 정기연주회

07.03 세실예술기획

뉴욕필하모니체임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09.04 (주)비텍아이앤씨

대전시립교향악단과 권혁주

11.18

대전광역시청

서울시향의 2013 마스터피스 시리즈 II

03.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제671회 정기연주회

07.04 (재)KBS 교향악단

클래식 가요 동행콘서트

09.05 (주)KBS아트비전

막달레나 코제나 내한공연

11.19

(주)빈체로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이 함께하는 한경신춘음악회

03.30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러시안 나이트

07.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한화 클래식: 헬무트 릴링과 함께하는 고음악 향연

09.06 제이에스바흐

랑랑 내한 콘서트

11.20 (주)마스트미디어

리처드 용재 오닐 <My Way>(2회)

03.3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서울필하모닉 창단22주년 기념 제189회 정기연주회

07.06 서울필하모닉

KDB대우증권 창립43주년 공연 - 정명훈,안드라스 쉬프

09.0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코리안심포니 189회 정기연주회

11.21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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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 제675회 정기연주회

11.22

(재)KBS 교향악단

류리나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13 지클레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04.18 기업은행

이세영 바이올린 독주회

06.16 예인예술기획

제27회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23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챔버앙상블 제51회 정기연주회 발렌타인콘서트

02.14 한다우리예술기획

(사)서울오케스트라 희망나눔 콘서트

04.19 아이엔티

트리오 탈리아 콘서트

06.16 (주)마스트미디어

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5주년 기념 음악회

11.23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허트리오 콘서트

02.15 (주)마스트미디어

이성주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콘서트

04.20 (사)조이오브스트링스

To Know, To Love 2013

06.17 예인예술기획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의 d minor 협주곡의 밤

11.24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02.16 지클레프

빈아티스트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04.20 한국빈예술가협회

Arte Diva 정기연주회

06.18 예술기획 파홀로

발렌티나 리시차 피아노 리사이틀

11.25

(주)오푸스

트리오 아리스 창단연주회

02.17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04.21 영음예술기획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06.19 예인예술기획

명품 클래식으로의 초대

11.26 (주)아르떼

클로리스 피아노 트리오 창단연주회

02.18 예인예술기획

고명수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4.22 (주)마스트미디어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슈아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06.20 T&B엔터테인먼트

2013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기념음악회 <同行>

11.27

권마리, 어수희 피아노 두오 리사이틀

02.19 (주)마스트미디어

바리톤 전기홍 독창회

04.23 영음예술기획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 리사이틀

06.21 아트앤아티스트

보컬앙상블 로티니 콘서트

11.2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나발스 브라스 콰이어 정기연주회

02.20 영음예술기획

런던 피아노포르테 악파 피아노 듀오

04.24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제46회 한국소년소녀 합창제

06.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카라비츠의 봄의 제전

11.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새로 편곡된 한국가곡과 가요, 민요의 밤

02.21 (재)국립합창단

소프라노 곽신형 독창회

04.25 영음예술기획

밀레니엄 신포니에타 제14회 정기연주회

06.23 밀레니엄 신포니에타

8인의 피아니스트 - 갈라

11.30 더스톰프

Voice of Angels

02.23 (주)디아아트

제2회 목관 앙상블 나루 정기연주회

04.26 예인예술기획

현소영의 첼로 여행 IV <파리의 하늘 아래>

06.23 지클레프

제22회 사랑의 플룻 콘서트

11.30 (주)스테이지원

해설이 있는 악흥의 한때

02.24 J&R예술기획

백명진 피아노 독주회

04.27 영음예술기획

2013 서경 스트링 오케스트라 콘서트

06.24 (주)뮤직앤아트

한미친선음악회

12.01 서울사이버대학교

소프라노 한경성 귀국독창회

02.25 영음예술기획

디 앙상블 창단연주회

04.28 (주)마스트미디어

열두번째 바흐전곡시리즈 - 홍혜도 피아노 독주회

06.25 홍혜도

아이리쉬 트웰브 테너 내한공연

12.02 (재)CBS

런던시티스트링콰르텟내한공연

02.26 제이케이앤컴퍼니

슬로박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04.28 코리아무지카

제3회 앙상블 파르템 정기연주회

06.26 예인예술기획

세종솔로이스츠 콘서트

12.03 세종솔로이스츠

정서연 피아노 독주회

02.27 (주)음연

소프라노 신지화 독창회

04.29 예술기획 파홀로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Ⅸ

06.27 (재)국립합창단

파보 예르비 &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12.04 (주)빈체로

제11회 서울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28 노비아스

콰르텟 21 제40회 정기연주회

04.30 예인예술기획

최영미 피아노 독주회

06.28 (주)음연

파보 예르비 &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12.05 (주)빈체로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03.01 지클레프

박희정 첼로 독주회

05.01 (주)음연

예가 콘서트 시리즈1 <바로크시대 음악>

06.2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케니 지 콘서트

12.06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세르지오 티엠포 리사이틀

03.02 SENS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05.02 기업은행

신영숙 첼로 독주회

06.30 지클레프

클라라 주미 강, 손열음 듀오 콘서트

12.0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예울음악무대 콘서트시리즈 소프라노 이수진 독창회

03.03 예울음악무대

양재웅 피아노 독주회

05.03 (주)음연

Seoul Horn Club June Concert

06.30 음악세계

2013 윤한 전국투어 콘서트 - 서울

12.08 더스톰프

앙상블 모스 정기연주회

03.04 지클레프

제3회 사랑 나눔 콘서트 디나미스 앙상블 연주회

05.04 (주)클라라음악재단

소프라노 고미현 독창회

07.01 지클레프

위대한 유산 4 <헨델-메시아>

12.09 서울오라토리오

김완선 트럼펫 독주회

03.06 예인예술기획

클래식 버스커스 어린이 음악회

05.04 (주)마스트미디어

전자음악과 함께하는 피아노 앙상블

07.02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캐나디언 브라스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0 (주)빈체로

IBK-유엔젤보이스와 함께하는 새봄, 참! 좋은 출발

03.07 기업은행

어린이 음악회

05.05 지클레프

송화은 바이올린 독주회

07.03 지클레프

미샤 마이스키 3 CONCERTOS

12.11

(주)빈체로

제2회 안토닌앙상블 사랑나눔콘서트

03.08 (주)클라라음악재단

제5회 뤼미에르 앙상블 정기연주회

05.06 지음기획

한문경의 퍼커션 <이성과 열정>

07.05 (주)오푸스

코리안심포니 기획연주회-2013송년음악회

12.1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이현민 독창회

03.09 콘서트디자인

효 콘서트

05.07 뮤자인

브라질뮤직페스티벌_브라질뮤직콘테스트

07.06 더스톰프

강남심포니 제61회 정기연주회

12.13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전장수 기타독주회

03.10 서울오라토리오

바이올린과 공감

05.08 예인예술기획

(사)서울오케스트라 공감 콘서트

07.06 아이엔티

제57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14

한국예술종합학교

바리톤 송형빈 독창회

03.11 영음예술기획

라흐마니노프 탄생 140주년기념 피아노명곡 시리즈 II

05.09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07.07 무직클람머

김지연, 송영훈, 김정원의 슬라빅 스케치

12.14

아트앤아티스트

이은경 첼로 독주회

03.12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박소연 피아노 독주회

05.10 지클레프

박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07.08 예인예술기획

김남윤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5

(주)스테이지원

피아노 트리오 아벤트 연주회

03.13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서울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05.11 한다우리예술기획

씨밀레앙상블 정기연주회

07.09 뮤직클레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

12.15

하트하트재단

숙명트리오 15주년 기념음악회

03.1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3회 윤음회 정기 연주회 -듀오 음악의 마중길-

05.11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김원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0 지클레프

서울모테트합창단 제92회 정기연주회

12.16 (주)서울모테트합창단

조이오브스트링스 정기연주회

03.15 (사)조이오브스트링스

라비니아 메이예르 하프 리사이틀

05.12 (주)마스트미디어

앙상블 M 정기연주회

07.11 영음예술기획

제15회 프리마돈나앙상블 정기연주회

12.17

Russian starlight night

03.16 월간에듀클래식

잘라이 헝가리안 집시 앙상블 첫 내한공연

05.12 브라보컴

Summer Night Concert

07.12 썸월드(someworld)

2013 서울국제음악제-거장과 그의 후계자

12.18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콰르텟 칼리스토 정기연주회

03.16 영음예술기획

2013 서울국제음악제-커티스 온 투어

05.14 헥사공연예술기획

황선경의 첼로이야기 두번째

07.13 뮤직클레프

헨델의 메시아

12.19 (재)국립합창단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03.17 지음기획

2013 첼리스트 홍성은 리사이틀

05.15 더스톰프

야나첵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07.1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KBS교향악단 제676회 정기연주회

12.20 (재)KBS 교향악단

소프라노 김영애 독창회

03.18 예인예술기획

전후국 바이올린 독주회

05.16 한다우리예술기획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아코르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07.15 지클레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12.21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헥사공연예술기획

박경옥 첼로 독주회

03.19 예인예술기획

아마데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5.17 아마데우스

하모니 프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연주회

07.16 (주)음연

2013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2회) 12.22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브라보컴

김대환 바이올린 독주회

03.20 (주)마스트미디어

테디베어이야기

05.18 제이케이앤컴퍼니

목관5중주 The K 창단연주회

07.17 예인예술기획

양방언의 크리스마스 피아노 판타지

12.23 영앤잎섬(주)

강대식 바이올린 독주회

03.22 (주)스테이지원

피아니스트 임미정의 세상의 모든 음악 Series V

05.18 (주)마스트미디어

소리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

07.18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하피스트 곽정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 (주)스테이지원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03.23 지클레프

송호섭 클라리넷 독주회

05.19 영음예술기획

이현주 플루트 독주회

07.19 영음예술기획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_리처드 용재 오닐(2회) 12.2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테너 박성원과 함께하는 봄의 소리

03.23 예술기획 파홀로

김응수 바이올린 독주회

05.19 (주)오푸스

제8회 해피바순앙상블 정기연주회

07.20 브라움

스포츠닥터스와 함께하는 나눔콘서트

12.26 UN DPI NGO 스포츠닥터스

소프라노 이승희 독창회

03.24 세실예술기획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 제26회 정기연주회

05.20 음악세계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독창회 <Landscape>

07.21 콘서트디자인

정명훈의 합창

12.2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03.25 브라움

아리아스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05.21 jsarts

송주현 바로크 바이올린 독주회

07.22 영음예술기획

현대자동차 초청 정명훈, 서울시향 송년음악회

12.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전지훈 피아노 독주회

03.26 음악교육신문사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2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윤지용 오보에 독주회

07.23 (주)음연

2013 쏠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제30주년 특별연주회> 12.29 헥사공연예술기획

신혜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03.27 (주)세광아트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3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이관식 피아노 독주회

07.24 영음예술기획

정명훈과 친구들

12.29 영앤잎섬(주)

81 이화여대 음대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03.28 (주)부암아트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4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POIEMA 앙상블 정기연주회

07.25 무직클람머

시청자의 감동이 함께하는 금난새 송년음악회

12.30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Romanticism 윤홍천 정준호의 낭만시대

03.29 더스톰프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5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첼리스트 주연선의 첼로로 떠나는 여행

07.26 (주)마스트미디어

곽연희, 심선민 듀오 리사이틀

03.30 (주)마스트미디어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6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챔버앙상블 제53회 정기연주회

07.27 서울챔버앙상블

비올리스트 김성은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03.31 (주)마스트미디어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타향살이 고향생각

05.27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서울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07.27 아이엔티

이수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03.31 예인예술기획

올라비올라사운드 정기연주회 May Classic

05.27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조윤주 귀국 비올라 독주회

07.28 지클레프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60

임남희의 피아노 스토리

01.15 예인예술기획

정현주 첼로 독주회

04.01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공간 프로젝트 네번째 이야기

05.28 (주)세광아트

오승규 귀국 첼로 독주회

07.28 (주)마스트미디어

박수경 바이올린 독주회

01.16 지클레프

KCO 스트링 콰르텟과 피아노 앙상블

04.02 영음예술기획

윤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05.29 (주)음연

컨플루언스 앙상블 2013 정기연주회

07.29 예인예술기획

(사)서울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1.17 아이엔티

최고은 바이올린 독주회

04.03 영음예술기획

2013 서울국제음악제 - 세종솔로이스츠 폐막공연

05.30 세종솔로이스츠

박우빈 피아노 독주회

07.30 (주)음연

김홍연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18 예인예술기획

Mu:人 뮤인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04.05 영음예술기획

첼리스트 김민지 전국투어 리사이틀

05.31 지클레프

앙상블 유니송 초청 연주회

07.31 (주)음연

테너 이영화 독창회

01.19 지클레프

지음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04.0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서민정 바이올린 독주회

06.01 지클레프

앙상블 에클라 2013 정기연주회

08.10 현대문화

조성아 첼로 독주회

01.21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선 정기연주회

04.07 영음예술기획

바그너와 베르디

06.01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신혜정 피아노 독주회

08.11 (주)음연

이정민 귀국 오보에 독주회

01.22 예인예술기획

유엔젤보이스 SPRING

04.07 제이케이앤컴퍼니

세종챔버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06.02 지음기획

제3회 해설이 있는 악흥의 한때

08.11 J&R예술기획

한소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23 지클레프

소프라노 이승현 독창회

04.08 영음예술기획

김회진 바이올린 독주회

06.0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종국&장은령 듀오 콘서트

08.12 지클레프

김나정 바이올린 독주회

01.24 예인예술기획

정성희 피아노 독주회

04.09 (주)음연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55회정기연주회/뿔랑사후50주년 06.04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5회 에포니아 정기연주회

08.13 (주)음연

The Early Spring Concert

01.25 (주)디아아트

김낭희 바이올린 독주회

04.10 예인예술기획

최영임 피아노 독주회

06.06 영음예술기획

음악으로 읽는 세계문학 여름특선-봄봄

08.14 예술은 감자다

피아니스트 앤 샤인 초청 리사이틀

01.26 영음예술기획

스타콘서트 20주년 기념음악회

04.11 서울 페스티벌 아티스츠

세기의 플루티스트, 데니스 불리아코프 리사이틀

06.09 플루트하우스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54회 정기연주회

08.15 지클레프

이미나 피아노 독주회

01.27 (주)음연

소프라노 정꽃님 독창회

04.12 예인예술기획

이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바하 무반주 전곡연주 1

06.10 지클레프

심준호의 <첼로의 향기>

08.16 (주)오푸스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02.01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앙상블오푸스 노스텔지아 클래식 콘서트

04.13 (주)오푸스

다닐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

06.11 (주)마스트미디어

상명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08.17 지클레프

서울 플루트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02.02 한다우리예술기획

김은정 비올라 독주회

04.14 예인예술기획

다닐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

06.12 (주)마스트미디어

클래식으로 만나는 영화음악

08.17 MS management

최은정 플루트 독주회

02.03 (주)음연

S.O.S Brass Series I

04.14 브라움

강남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Fanfare 2013

06.13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피아니스트 유소영의 순례

08.18 (주)마스트미디어

마술피리

02.04 플룻샵

바이올린 박정배 독주회

04.15 문화뱅크

허윤정 첼로 독주회

06.14 (주)마스트미디어

이중희 피아노 독주회

08.20 예인예술기획

세계음악순례 II

02.08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2013 콰르텟 수 정기연주회

04.16 예인예술기획

피아니스트 윤철희의 러시아 시리즈 I <봄의 제전>

06.15 윤철희

피아니스트 이진상 리사이틀

08.21 아트앤아티스트

가일 플레이어즈 The 1st Concert

02.12 영음예술기획

남수아의 첼로 스케치

04.17 (주)클라라음악재단

이철웅 트롬본 독주회

06.15 영앤잎섬(주)

IBK-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과함께하는 Happiness

08.22 기업은행

61

hired programs

62

대관
사업

HIRED
PROGRAMS

오벌린 음대 정기연주회

08.23 (주)음연

제41회 범 음악제 II

10.28 예인예술기획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벡의 80분간의 세계일주

12.27 영앤잎섬(주)

모리스 콰르텟 제13회 정기연주회

03.09 (주)마스트미디어

론 브랜튼의 서머나잇재즈 - 물

08.24 뮤지컬파크

현영주 피아노 독주회

10.29 지클레프

제3회 콰트로 이화 정기연주회

12.28 예인예술기획

박현정 플루트 독주회

03.10 지클레프

국성화 플루트 독주회

08.25 음악교육신문사

제41회 범 음악제III

10.30 예인예술기획

한국베토벤협회와 정진우교수 동문회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28 (주)음연

여음목관 5중주 제20회 정기연주회

03.11 지클레프

이상희, 칭윤, 베르트랑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

08.26 (주)음연

사랑의 빛 공동체와 함께하는 계명선 피아노 독주회

10.31 예진문화기획사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성공기원 유진박 & 앤젤스 희망콘서트 12.29 (주)뉴엔뮤

황진학 타악기 독주회

03.12 예인예술기획

예노 얀도 초청 피아노 독주회

08.27 한국리스트협회

최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11.01

김남호 튜바 리사이틀

12.29 브라움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3.13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김재준 첼로 독주회

08.28 예인예술기획

바흐, 피아졸라를 만나다

11.02 더스톰프

박미정, 배기정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시리즈 2

12.30 영음예술기획

송재광 바이올린 독주회

03.14 예인예술기획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08.30 대한민국국제관악제

가곡과 아리아의 만남

11.02 (사)프라임필하모닉

필하모니안스 서울 송년 음악회

12.31

제11회 트리오 파라디아 정기연주회

03.15 예인예술기획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Ⅱ

08.31 더스톰프

한동연 첼로 독주회

11.03 지클레프

이가키 히데유키 초청 피아노 독주회

03.16 (주)음연

두명의 퍼쿠셔니스츠와 두명의 피아니스츠가 만나다

08.31 (주)오푸스

민유경 바이올린 독주회

11.03 (주)마스트미디어

조진영 첼로 독주회

03.16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오푸스 마법사들

09.01 (주)오푸스

정재윤 첼로 독주회

11.04 영음예술기획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김 범 클라리넷 독주회

03.17 지음기획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

09.0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강호 첼로리사이틀

11.05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김영진 피아노 독주회

01.15 (주)음연

김용식 첼로 독주회

03.18 영음예술기획

바이올리니스트 김광군의 모차르트 콘체르트 전곡 연주 I 09.03 (주)음연

제10회 벨라보체 음악회

11.06 예술기획 파홀로

여수은 비올라 독주회

01.16 뮤직클레프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03.19 예인예술기획

이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바하 무반주 전곡연주 2

09.04 지클레프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56회 정기연주 <3S Concert>

11.08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김유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1.17 지클레프

함인아 피아노 독주회

03.20 (주)음연

KDB대우증권 창립43주년 공연 -킴 카쉬카시안

09.0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제3회 앙상블 예무스 정기연주회

11.09 (주)음연

일리노이 동문 신년 음악회

01.18 지음기획

이주희 플루트 독주회

03.2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KDB대우증권 창립43주년 공연 -노마 윈스톤 트리오

09.0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향음 앙상블 별난맛난 음악회 시리즈2

11.0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오승명 타악기 독주회

01.19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유지수 피아노 독주회

03.22 음악세계

여가영, 박영민 피아노 두오 연주회

09.07 (주)음연

한국기타협회 정기연주회

11.1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창형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01.19 지클레프

박정도 트럼본 리사이틀

03.23 음악저널.작은우리

故백낙호 교수 기념음악회

09.07 (주)음연

영화배우 김태우와 함께하는 러브N클래식

11.11

영앤잎섬(주)

장선우 플루트 독주회

01.20 (주)부암아트

첼리스트 최성원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 바리에이션 전

03.23 (주)음연

서울바로크합주단과 함께하는 육아방송 태교음악회

09.08 (주)유로티브이

피아니스트 조지현의 슈베르트 하이라이트 시리즈 I

11.12

(주)마스트미디어

20년 전 모스크바에서

01.21 (주)마스트미디어

조인상 바이올린 독주회

03.24 (주)클라라음악재단

김윤경 피아노 독주회

09.09 지클레프

김연진 바이올린 독주회

11.13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2013 음악춘추 우수신인데뷔 연주회

01.22 음악춘추사

황순빈의 3 Brahms Violin Sonatas

03.25 (주)마스트미디어

Block 15

09.10 영앤잎섬(주)

콰르텟 21 제41회 정기연주회

11.14

예인예술기획

이숙현 오보에 독주회

01.23 (주)마스트미디어

한국페스티발앙상블현대음악축제/브리튼탄생100주년

03.26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17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09.11 (주)부암아트

서울바로크합주단 특별초청콘서트

11.15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이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01.24 음악저널.작은우리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03.27 (주)부암아트

양고운 바이올린 리사이틀

09.12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Spirit of SNU Strings III

11.17

(주)마스트미디어

남수민 피아노 독주회

01.25 (주)음연

조현수 피아노 독주회

03.28 (주)부암아트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 내한연주회

09.13 코리아무지카

아카데미아 금관5중주 제27회 정기연주회

11.18

음악세계

장대건 클래식기타 독주회

01.2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홍안기 첼로 독주회

03.29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임종필 피아노 독주회

09.14 (주)음연

이기정 피아노 독주회

11.19

음악교육신문사

허유희 콘트라베이스 귀국독주회

01.26 영음예술기획

배종선 플루트 독주회

03.30 지클레프

한경진, 정재윤, 조혜정 트리오

09.14 영음예술기획

마드리 실내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

11.20 지음기획

파곳을 사랑한 비발디 시리즈 4

01.27 영음예술기획

소리울 앙상블 제29회 정기연주회

03.30 지클레프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과 함께하는 이싹나눔콘서트

09.15 브라움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Ⅹ

11.21

(재)국립합창단

박영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28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김문정, 박희정, 박세나 피아노 트리오 리사이틀

03.31 (주)음연

예인교수앙상블 정기연주회

09.16 영음예술기획

8인의 피아니스트 - 프리뷰1

11.23

더스톰프

한경진 바이올린 독주회

01.29 영음예술기획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43회 연주회

04.01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제3회 서울모던앙상블 정기연주회

09.17 예인예술기획

2013 The One and Only 문화나눔콘서트

11.23

(주)마고기획

탁윤지 귀국 첼로 독주회

01.30 예인예술기획

헤리티지앙상블 세 번째 이야기

04.02 DecemberPerfomingArt

최지안 피아노 독주회

09.21 (주)음연

8인의 피아니스트 - 프리뷰2

11.24

더스톰프

홍유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31 (주)음연

우리가곡연구회 제30회 정기연주회

04.03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서울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09.21 지클레프

최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11.24

지클레프

이정윤 비올라 독주회

02.02 (주)마스트미디어

김민숙 & 홍혜도 브람스 피아노 전곡 시리즈

04.04 예인예술기획

조우식 귀국 피아노 독주회

09.22 (주)음연

소프라노 안수경 독창회

11.25

예인예술기획

한수혜 바이올린 독주회

02.02 영음예술기획

조은아 피아노 독주회

04.05 (주)음연

플루티스트 박태환 & 바이올리니스트 이나형 듀오 리사이틀 09.23 T&B엔터테인먼트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11.26 코리아무지카

김사란 바이올린 독주회

02.03 예인예술기획

김계화 피아노 독주회

04.06 (주)음연

소프라노 이지연의 가을독창회

09.24 jsarts

소프라 호른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11.27

김민이 클라리넷 독주회

02.04 예인예술기획

이혜선 클라리넷 독주회

04.06 영음예술기획

최재희 귀국 클라리넷 협연독주회

09.25 NFAMusic(뉴화인아트뮤직)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리사이틀

11.28 코리아차이코프스키협회

오병철 귀국 플루트 독주회

02.05 예인예술기획

김지영 바이올린 독주회

04.07 예인예술기획

2013 채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09.26 지음기획

피아니스트 윤철희의 러시아시리즈Ⅲ

11.29 윤철희

한아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06 예인예술기획

석유리 오보에 독주회

04.08 예인예술기획

키아라 스트링 콰르텟 초청연주

09.27 영음예술기획

이봉환 플루트 독주회

11.30 예인예술기획

김단비 귀국 피아노 독주회

02.07 (주)음연

최민재 바이올린 독주회

04.09 노비아스

마나소누스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09.28 한다우리예술기획

김해은 첼로 리사이틀

11.30 (주)마스트미디어

정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02.12 예인예술기획

제16회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음악회

04.10 예인예술기획

JVF concert

09.29 에코뮤직

2013 현대음악앙상블 Trois C 정기연주회

12.01 영음예술기획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Classical Passion

02.13 예인예술기획

김경민 바이올린 독주회

04.11 (주)부암아트

소프라노 한나숙 독창회 - 데뷔 30주년

09.30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THE BRASS QUINTET 창단연주회

12.01 음악저널.작은우리

김태진 피아노 독주회

02.14 예진문화기획사

임요섭 비올라 독주회

04.12 (주)부암아트

PBC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제13회정기연주회

10.01 MENO MUSIC(메노뮤직)

이승희 피아노 독주회

12.02 (주)마스트미디어

임지희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2.15 예인예술기획

정지강 홍은주 피아노 두오 리사이틀

04.13 (주)음연

개나리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10.02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제2회 앙상블 트리오 정기연주회

12.03 (주)비바체

조다정 피아노 독주회

02.16 (주)음연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04.13 영음예술기획

제16회 서울바로크싱어즈 정기 연주회

10.03 서울바로크싱어즈

김현정 피아노 독주회

12.0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시내의 Cello Spectrum

02.16 영음예술기획

김우진, 이창형 듀오 리사이틀

04.14 지클레프

유엔젤보이스의 Amazing Concert

10.04 기업은행

배장흠 클래식기타 독주회

12.07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52회 정기연주회

02.17 지클레프

SM Quartet 창단연주회

04.1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10.05 (주)음연

제32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12.08 예인예술기획

최종선 귀국 바순 독주회

02.18 예인예술기획

박숙련 피아노 독주회 character pieces

04.15 음악세계

첼리스타 첼로앙상블 The First Concert

10.06 뮤직앤아트 컴퍼니

챔버뮤직투데이 3 - 데이빗 핀켈 리사이틀

12.08 캐쥬얼클래식

한넬리 비올라 독주회

02.19 예인예술기획

이홍석 작곡 발표회

04.16 예인예술기획

피바디 음대 동문 피아노 두오 연주회

10.06 (주)음연

김호정 첼로 독주회

12.09 (주)마스트미디어

나채원 귀국 플루트 독주회

02.20 예인예술기획

포어스트만 콰르텟 정기연주회

04.17 영음예술기획

바리톤 박경준 귀국 독창회

10.08 영음예술기획

올라비올라 사운드 정기연주회 Love and Share

12.1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김예솔 바이올린 귀국 리사이틀 <그녀의 첫번째 음악 이야기> 02.21 음악저널.작은우리

정정호 바이올린 독주회

04.18 지음기획

제8회 서울색소폰콰르텟 정기연주회

10.09 예인예술기획

함께한대 기금모금 음악회

12.11

한양대학교

이현애 바이올린 독주회

02.22 영음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19 (주)동아일보사

바이올리니스트 허희정, 그리그를 노래하다

10.12 (주)마스트미디어

KCO 스트링 콰르텟 제 11회 정기연주회

12.12

영음예술기획

정영안 첼로 독주회

02.23 예인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0 (주)동아일보사

이정란의 첼로 미학 Cello Aesthetica

10.12 (주)마스트미디어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정기연주회

12.13

지음기획

이수아 바이올린 독주회

02.23 지클레프

문록선 플루트 독주회

04.21 영음예술기획

박규연 피아노 독주회

10.13 영음예술기획

전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12.14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신효영 피아노 독주회

02.24 (주)음연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2 (주)동아일보사

김영기 바이올린 독주회

10.13 지클레프

제5회 Anima Chamber 정기연주회

12.15

영앤잎섬(주)

이현정 첼로 독주회

02.25 예인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3 (주)동아일보사

화음쳄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창작현대음악

10.14 현대문화

2013 서울국제음악제 - 상하이콰르텟 리사이틀

12.16 (주)오푸스

이리나 정성흡 듀오 리사이틀

02.26 지클레프

강은경 작곡발표회

04.24 콘서트디자인

바리톤 김동섭 독일가곡의 밤

10.16 UNICO

2013 서울국제음악제 - 앙상블 오푸스

12.17

이양경 피아노 독주회

02.27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04.25 (주)동아일보사

앙상블 디아파종 정기연주회

10.20 영음예술기획

제12회 클랑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2.18 예인예술기획

김재윤 비올라 독주회

02.28 영음예술기획

조인숙 타악기 독주회

04.26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에라토 앙상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비르투오지

10.20 (주)마스트미디어

IBK기업은행 고객사랑 음악회

12.19 기업은행

염은하 바이올린 독주회

03.0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조영은 피아노 독주회

04.27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앙상블 프리즈마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

10.2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제2회 Ensemble Classica 정기연주회

12.20 음악교육신문사

정성문 피아노 독주회

03.02 (주)부암아트

홍상기 기타 리사이틀

04.27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유시연의 테마콘서트 XII 회상

10.22 (주)음연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1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

김형선 바이올린독주회-모짜르트소나타 전곡연주시리즈IV 03.02 (주)음연

Just Viola Night Series 3

04.28 에코뮤직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3 정기연주회 교향곡시리즈1

10.23 지클레프

소프라노 박성진 귀국 독창회

12.21

세실예술기획

KCO an die Musik

03.03 지클레프

2013 ACL-Korea 국제음악제 음악회 2

04.29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Bliss Trio 리사이틀

10.24 브라움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 피아노 앙상블 레씨스

12.22 음악세계

김진선 피아노 독주회

03.04 (주)음연

신미정,김수연,정선이 트리오 연주회

04.30 지클레프

서울신포니에타 제 147회 정기연주회

10.25 서울신포니에타

친절한 해설과 함께하는 김이정의 사랑 나눔 콘서트 IV

12.22 (주)마스트미디어

이혜원 바이올린 독주회

03.0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창악회(創樂會) 창립 55주년 정기발표회 I

05.01 예인예술기획

소프라노 김선영 CANTO CLARO

10.26 (주)부암아트

태수연 피아노 독주회

12.23 지클레프

김연경 피아노 독주회

03.06 음악세계

김정미 바이올린 독주회

05.02 (주)음연

박혜연 피아노 리사이틀

10.26 박혜연

아마데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4 아마데우스

오유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03.07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이진원 플루트 독주회

05.03 세실예술기획

트리오 보노 창단연주회

10.27 예인예술기획

서울챔버앙상블 제54회 정기연주회

12.25 서울챔버앙상블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1회 정기연주회

03.08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황문희 피아노 독주회

05.04 (주)음연

오윤아 피아노 독주회

10.27 (주)마스트미디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바로크음악이야기 Ⅸ

12.26 영음예술기획

제2회 앙상블 Allegro 정기연주회

03.09 예인예술기획

이 활 바이올린 독주회

05.04 MS management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브라움

(주)오푸스

T&B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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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준과 그의 친구가 마련한 가족음악회

05.05 예인예술기획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06.30 지클레프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09.03 (주)음연

전경미 첼로 독주회

11.04 예인예술기획

Gateways

05.05 Thomas osborne

정희진 피아노 독주회

07.01 예인예술기획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09.04 예진문화기획사

이혜영 피아노 독주회

11.05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서울콸텟

05.06 김신범

아르누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07.0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문현옥 피아노 독주회

09.06 (주)부암아트

에르완리샤 비올라 독주회

11.06 지클레프

최소영 피아노 독주회

05.07 툴뮤직엔터테인먼트

이홍경 비올라독주회

07.04 인터뮤직

이영주 유현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09.07 예인예술기획

김규희 피아노 독주회

11.07 음악교육신문사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5.08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카사티오 콰르텟 정기연주회

07.05 예인예술기획

소누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09.07 콘서트디자인

이지은 비올라 독주회

11.09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노인경 첼로 독주회

05.09 지클레프

오성택 피아노 독주회

07.06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임명진 클라리넷 독주회

09.08 예인예술기획

계희정 클라리넷 콘서트 <Together>

11.09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앙상블 Mi-u 정기연주회

05.11 (주)부암아트

김영한 피아노 독주회

07.06 지클레프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2013 정기연주회

09.08 예인예술기획

뷰티플 모차르트 제3회 정기연주회

11.10

(주)음연

콰트로 이화 제2회 정기연주회

05.11 세실예술기획

Quartet atis 정기연주회

07.07 지클레프

피아니스트 이민영 리사이틀

09.09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제6회 앙상블 藝(예) 정기 연주회

11.11

(주)음연

제8회 콰트라브라체 정기연주회

05.12 예인예술기획

강정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07.08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노 박지원 바이올린 김현지 베토벤 소나타 I

09.10 예인예술기획

임경원 첼로 독주회

11.12

예인예술기획

곽효일 콘트라바스 독주회

05.12 영음예술기획

함정원 피아노 독주회

07.09 (주)음연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09.11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2013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11.13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승동 색소폰 독주회

05.1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김소형 피아노 독주회

07.10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이소은 피아노 독주회

09.14 지음기획

김희진 피아노 독주회 슈만전곡시리즈5

11.14

지클레프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8회 정기연주회

05.14 뮤직플러스

트리오 에테레오 창단연주회

07.11 예인예술기획

모혜경 피아노 독주회

09.14 지클레프

김 삶 바이올린 독주회

11.15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한형실 피아노 독주회

05.15 (주)음연

임요섭 비올라 독주회

07.13 (주)부암아트

모리스 콰르텟 제14회 정기연주회

09.15 (주)마스트미디어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初心>

11.16

콘서트디자인

KCO 스트링 콰르텟 제10회 정기연주회

05.16 영음예술기획

송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07.13 영음예술기획

이화영 플루트 독주회

09.15 J&R예술기획

작악회 제51회 작품발표회

11.1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박소영 플루트 독주회 <En Amour>

05.17 (주)세광아트

박보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07.14 (주)세광아트

장미화 피아노 독주회

09.16 영음예술기획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11.17

영음예술기획

트롬본 김운성 피아노 이혜영 두오 리사이틀

05.18 예인예술기획

파리 현악사중주 내한연주회

07.14 코리아무지카

앙상블 끌레이오 콘서트

09.17 (주)마스트미디어

위 솔로이스츠 제8회 정기연주회

11.17

영음예술기획

허재영 튜바 제26회 독주회

05.18 음악교육신문사

이지선 피아노 독주회

07.15 음악세계

노희재 피아노 독주회

09.21 노인환

여음목관5중주 제21회 정기연주회

11.18

지클레프

제16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05.19 (주)부암아트

백수련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6 예인예술기획

유수진 피아노 독주회

09.21 음악교육신문사

숙명여자대학교 현대음악콘서트 IV

11.19

(주)마스트미디어

Gross 앙상블 창단기념 슈만의 밤

05.19 라 벨라 오페라단

손은정 피아노 독주회

07.18 (주)음연

이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09.22 음악저널.작은우리

김우재 클래식 기타 독주회

11.20 예인예술기획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 50회 정기연주회

05.20 지음기획

이승권 클라리넷 독주회

07.19 예인예술기획

이상미 피아노 독주회

09.22 (주)음연

김남중의 테마 콘서트 2 활이 춤 춘다 비올라 독주회

11.21

(주)세광아트

김수련 피아노 독주회

05.2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2013 타악그룹 4Plus 제19회 정기연주회

07.20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안종현 클라리넷 독주회

09.23 지클레프

벨루스 콰르텟 제2회 정기연주회

11.22

(주)마스트미디어

정찬학 콘트라바쓰 독주회

05.22 (주)마스트미디어

나재령 플루트 독주회

07.20 플룻샵

히로타 순지 피아노 독주회

09.24 예인예술기획

2013 ACL-Korea 뉴뮤직 콘서트

11.23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소블리스 트리오 정기 연주회

05.23 (주)음연

앙상블 앙샹떼 창단연주회

07.21 영음예술기획

Max Reger Liederabend

09.25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Faculty Concert

11.23

수원대학교음악대학

트리오 에스쁘아 창단연주회

05.24 예인예술기획

위 솔로이스츠 제 7회 정기연주회

07.21 영음예술기획

김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09.26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조윤정 바이올린 독주회

11.24

지클레프

제7회 소노리테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05.25 (주)부암아트

김혜령 피아노 독주회

07.22 (주)음연

김현정 피아노 독주회

09.28 (주)부암아트

정하나 바이올린 독주회

11.25

예인예술기획

임옥란 피아노 독주회

05.25 (주)마스트미디어

권새롬 귀국 첼로 독주회

07.23 예인예술기획

연영회 제2회 정기연주회

09.28 영음예술기획

바리톤 김형기 독창회

11.26 예인예술기획

아미띠에 클라리넷 콰르텟 제15회 정기연주회

05.26 지클레프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07.24 예인예술기획

박민경 피아노 독주회

09.29 지음기획

제19회 원미동인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와 동시대 작곡가들 11.27

유의정 귀국 타악기 독주회

05.26 세실예술기획

박종화 피아노 독주회 - Disguise

07.25 음악세계

우나이우레초 트럼본 독주회

09.29 지클레프

백운창 교수 초청 실내악의 밤

11.28 지음기획

돔-앙상블 제33회 정기연주회

05.27 세실예술기획

정선인 피아노 독주회

07.26 (주)음연

한영혜 피아노 독주회

09.30 현대문화

살아있는 라흐마니노프 콘스탄틴 쉐르바코프 리사이틀

11.29 제이케이앤컴퍼니

양혜순 비올라 독주회

05.28 지음기획

아미쿠스 피아노 콰르텟 정기연주회

07.27 지클레프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 세계음악여행 VIII. 미국

10.01 (주)마스트미디어

성두경 바이올린 독주회

11.30 지클레프

로버트 팔머 초청 피아노 독주회

05.29 (주)음연

홍성수 클라리넷 독주회

07.27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현옥 오보에 독주회

10.02 음악춘추사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11.30 (주)부암아트

오지현 첼로 독주회

05.30 예인예술기획

유하나루 첼로 독주회

07.28 예인예술기획

한경진 작곡 발표회

10.03 예인예술기획

윤영조 피아노 독주회 소나타를 사색하며...

12.01 훈엔터테인먼트

희연회 정기연주회

05.31 영음예술기획

2013 김나원의 더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07.28 예인예술기획

장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10.04 세실예술기획

김은희 피아노 독주회

12.02 (주)음연

이연주 귀국 오보에 독주회

06.01 예인예술기획

김정현 플루트 귀국 독주회

07.29 음악저널.작은우리

조숙현 피아노 독주회

10.05 (주)스테이지원

정혜원 플루트 독주회

12.03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가이아 콰르텟

06.01 지클레프

정승연 첼로 독주회

07.30 예인예술기획

이지현의 바순, 시리즈1.

10.06 (주)부암아트

김효진 피아노 독주회

12.04 지클레프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53회 정기연주회

06.02 지클레프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07.31 (주)부암아트

The First 목관오중주 제6회 정기연주회

10.06 지클레프

최한나 피아노 독주회

12.05 예인예술기획

김현미 & 이승희 바이올린 두오 리사이틀

06.02 예인예술기획

코리아 목관 앙상블 2013 정기연주회

08.10 코리아목관앙상블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10.07 지클레프

2013 이스트만 플레이어즈

12.06 음악세계

전미영 오보에 독주회

06.03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디아파종의 청소년 음악회

08.10 영음예술기획

박수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Ⅵ

10.08 (주)음연

플루트 인 어스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12.07 이든예술기획

김민조 클라리넷 리사이틀

06.04 브라움

SU Camerata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음악회

08.11 지음기획

김 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0.09 (주)음연

전혜전 피아노 독주회

12.07 지클레프

마제스틱 콰르텟 제7회 정기연주회

06.05 루스초이뮤직

오상은 피아노 독주회

08.12 예인예술기획

서계숙 교수 동문음악회

10.10 지음기획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12.08 (주)음연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2회 정기연주회

06.08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청소년을 위한 노모스트리오 연주회

08.13 지음기획

김나영 피아노 독주회

10.12 (주)음연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12.09 영음예술기획

이옥규 피아노 독주회

06.08 음악세계

조아란 피아노 독주회

08.14 klavier75

손정애 피아노 독주회

10.1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최윤정 바이올린 독주회

12.10 지클레프

김수현 피아노 독주회

06.09 예인예술기획

권수미, 유지수 피아노 두오 연주회

08.15 (주)음연

양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10.13 (주)마스트미디어

권지은 피아노 독주회

12.11

(주)마스트미디어

김우진 첼로 독주회 베토벤 전곡시리즈1

06.09 지클레프

위 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08.16 영음예술기획

김종철 클라리넷 독주회

10.14 영음예술기획

박진경 피아노 독주회

12.12

지클레프

정자영 피아노 독주회

06.10 (주)음연

신상진 피아노 독주회

08.17 지음기획

유혜숙 피아노 독주회

10.15 (주)부암아트

김윤영 첼로 독주회

12.14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장재경 클라리넷 독주회

06.11 예인예술기획

파곳을 사랑한 비발디 시리즈 5

08.17 영음예술기획

안경희 피아노 독주회

10.16 지음기획

이수민 피아노 독주회

12.14

(주)음연

제2회 서울 플루티스트 앙상블 The K 정기연주회

06.12 예인예술기획

서울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08.18 지음기획

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0.17 예인예술기획

2013 채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12.15

지음기획

최연희 피아노 독주회

06.13 (주)음연

김용화 피아노 독주회

08.19 (주)부암아트

제57회 한국여성작곡가회 가을 정기연주회

10.18 현대문화

열세번째 바흐전곡시리즈 - 홍혜도 피아노 독주회

12.16 홍혜도

김정현 플루트 독주회

06.15 서울오라토리오

하승민 피아노 독주회

08.20 지음기획

제23회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10.19 한국피아노학회

손형원 호른 독주회

12.18 예인예술기획

플루트 코리아 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06.15 한다우리예술기획

조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08.22 예인예술기획

김남균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10.19 영음예술기획

피아노 박지원 바이올린 김현지 베토벤 소나타 II

12.19 예인예술기획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06.16 지음기획

장휴정 피아노 독주회

08.23 지음기획

오보에 앙상블 The Piri 제9회 정기 연주회

10.2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왕혜진 첼로 독주회

12.20 (주)마스트미디어

오주영 피아노 독주회

06.17 (주)음연

김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08.24 예인예술기획

정지강 피아노 독주회

10.22 (주)음연

백서진 귀국 쳄발로 독주회

12.21

예인예술기획

신범수 타악기 독주회

06.19 (주)마스트미디어

앙상블 오름 창단연주회

08.24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포럼21 네 번째 정기연주회

10.23 (주)부암아트

박혜윤 피아노독주회

12.21

뮤직앤사운드

하상희 피아노 독주회

06.20 (주)음연

피아노 트리오 클라쎄의 힐링콘서트

08.25 예인예술기획

김혜란 바이올린 독주회

10.24 지음기획

안드레아스 에렛, 이주순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

12.22 지클레프

함재령 클라리넷 독주회

06.21 예인예술기획

김우진 첼로 독주회 베토벤 전곡 시리즈2

08.25 지클레프

피아니스트 배인경의 동행 II

10.25 지음기획

Sabang Cho Composition Recital

12.22 (주)부암아트

김준희 피아노 독주회

06.22 지클레프

권주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08.26 음악춘추사

양혜숙 플룻 독주회

10.26 한다우리예술기획

2013 음악춘추 우수신인데뷔 연주회

12.23 음악춘추사

소프라노 이은희 독창회

06.22 지클레프

서수민 비올라 독주회

08.27 예인예술기획

제41회 범 음악제 I

10.26 예인예술기획

양미파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24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소아베 정기연주회 - 변신

06.23 앙상블 소아베

송경화 플루트 독주회

08.28 브라움

클라리넷의 소리 - 이새롬

10.27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2013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영음예술기획

이지석 호른 독주회

06.23 예인예술기획

김주은 바이올린 독주회

08.29 예인예술기획

박혜준 첼로 독주회

10.28 지클레프

안병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2.26 이든예술기획

박재린 김정수 듀오 리사이틀

06.24 지클레프

이형근 귀국 오보에 독주회

08.30 음악춘추사

최한원 바이올린 독주회

10.29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이선영 비올라 독주회

12.27 (주)마스트미디어

오지현, 안드레 보아이나인 피아노 듀오 연주회

06.25 지음기획

이지윤 비올라 독주회

08.31 예인예술기획

미래악회 제38회 작품발표회

10.30 미래악회

임세란 바이올린 독주회

12.28 (주)음연

김용원 바순 리사이틀 <김용원의 바순 여행 1>

06.26 브라움

강지혜 피아노 독주회

08.31 음악세계

박재연 피아노 독주회

10.31 (주)부암아트

강현주의 실험 클래식. 이런 모차르트 들어보셨나요?

12.28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이교은 플루트 리사이틀

06.27 영앤잎섬(주)

이일세 첼로 독주회

09.0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46회 연주회 - P.Cornelius

11.01

방진 귀국 독주회

12.29 무직클람머

한옥미 작곡 발표회

06.29 (주)부암아트

박은경 피아노 독주회

09.01 음악교육신문사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55회 정기연주회

11.03 지클레프

박혜경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12.30 예인예술기획

장소현 피아노 독주회

06.29 (주)부암아트

강주이 비올라 독주회

09.02 네오클래식매니지먼트

서정원 피아노 독주회

11.03 (주)음연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12.31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모티브플래닝

(주)마스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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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이영준 PEN ART展

12.04-11

이영준

01.08-02.09

(주)오디뮤지컬컴퍼니

미국 인상주의 한국특별전 -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 12.12.22-03.29 (주)씨디지 - CDG

하철경 개인전

12.04-11

하철경

국립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02.14-17

국립발레단

세계의 스타

02.02-27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세섬전

12.06-12

김진원-세섬전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03.08-12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김상호 도자전

02.22-27

민공방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12.07-14.03.04 (주)이앤브이커뮤니케이션

2013 국립오페라단 <팔스타프>

03.21-24

국립오페라단

제18회 한국국제퀼트협회전

03.01-11

한국국제퀼트협회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3 마리스칼 전

12.07-14.03.16 (주)지엔씨미디어

수지오페라단 오페라 <투란도트>

03.29-31

수지오페라단

2013 SMAF서울현대미술페스타

03.02-17

(사)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서울교원 미술대전

12.14-19

베르디탄생 200주년 오페라 갈라 콘서트

05.02-04

IAM 매니지먼트

이정훈 투각도자기전

03.12-24

이정훈

예술대탐험

12.21-14.02.09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예술의 미래를 향한 60년

05.06

서울예술고등학교

150인의 다양한 시선전 (2013 일원회 정기대작전) 03.20-28

대한민국미술단체일원회

김선영 개인전

12.23-29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06.15-16

(사)뉴서울오페라단

G.Puccini 작곡 <토스카>

06.20-22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즐거운 그림읽기 - 각양각색展

03.25-31

유혜경

뮤지컬 <엘리자벳>

07.26-09.07

EMK뮤지컬컴퍼니

2013 제5회 서울모던아트쇼

04.02-07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2013 국립오페라단 <파르지팔>

10.01-05

국립오페라단

우제길개인전 기획전시

04.06-16

우제길미술관

국립발레단 <롤랑쁘띠의 밤>

10.11-13

국립발레단

권기홍 손뜨개 조형전

04.05-15

권기홍

벨칸토 오페라 갈라 콘서트

10.16

영음예술기획

명지대학교 도자기기술학과 동문전

04.10-17

명지대대학원동문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2013 크누아 페스티벌 오페라 <마술피리>

10.19-20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

선禪-2013 (법관스님 개인전)

04.19-26

유천석

홍재범전

02.27-03.05

홍재범

K-Ballet World-한국국제발레축제

10.23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한국 마에스트로 바이올린 제작가 협회 악기 전시회 04.19-28

김태석

제14회세종한글서예대전

05.08-14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데뷔 35주년 기념음악회

10.25

김학남오페라예술원

전래식 개인전

04.20-28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제25회 대한민국서예대전

05.15-26

한국서예협회

토레델라고 푸치니페스티벌 대극장 내한 오페라 <투란도트>

10.31-11.03

베세토오페라단

구상전

04.20-05.01

(사)구상전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05.28-06.04

(사)한국미술협회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11.08-10

라 벨라 오페라단

9회 이석보 개인전

05.01-08

이석보

2013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전

06.05-11

(사)한국미술협회

이태리 모데나 루치아노파바로티시립극장 초청오페라 <나부코>

11.15-17

솔오페라단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3

05.04-14

한국조각가협회

제14회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

06.12-22

(사)한국문인화협회

2013 수지오페라단 송년 오페라 <리골레토>

11.22-24

수지오페라단

Bird’s-eye view(조감도) - 임은정 개인전

05.09-15

임은정

제21회대한민국서예전람회

06.23-30

사단법인한국서가협회

2013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12.05-08

국립오페라단

예술 - 영원한 빛

05.18-25

유인수

제10회 대한민국 서각대전 및 초대작가전

07.03-08

한국서각협회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2.12-13

그랜드오페라단

장인선 개인전 <I see you>

05.19-25

장인선

제16회 신사임당.이율곡서예대전

07.09-15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국립오페라단 2013 오페라갈라

12.29-30

국립오페라단

황문성 3회 개인전

05.27-06.02

황문성

제19회 대한민국서도대전

07.17-22

(사)한국서도협회

KPAM 대한민국 미술제

05.29-06.04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22회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공모전

07.24-30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아리랑 감성전

06.03-09

김종상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07.31-08.11

(사)한국미술협회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김선영

근대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05.06-12

서울예술단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

06.06-21

아트프라이스

제30회 탁본전람회, 조선이 사랑한 글씨

08.02-16

한신대학교 박물관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2013 신작 <개와 그림자>

06.28-30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이동협전

06.10-16

이동협

제18회 서울서예대전

08.23-28

(사)한국서예협회 서울시지회

뮤지컬 <해를 품은 달> - 서울

07.06-31

쇼플레이

1970년에 두고온 시간들(박종진)

06.19-24

박종진

성철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특별초대전

08.30-09.15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제1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08.19-24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한국미술협회전

06.25-30

(사)한국미술협회

장금정 사발전

09.04-29

프럼에이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08.28-31

국립발레단

코믹음악발레 <이상한챔버오케스트라>

09.03-05

클래식월드

여자들의 화요일

06.25-07.01

내오전-나그대로

길정본 나전(螺鈿) 공예

09.26-10.06

길정본나전공예원

예술의전당 재즈 페스타

09.07-08

JNH뮤직

시선의온도(The temperature of gaze)

07.02-08

조용준

아름다운 한글 서예 아리랑 전

10.19-31

한국서학회

잃어버린 얼굴 1895

09.22-29

서울예술단

다시부는바람(국제현대미술제,9개국)

07.03-10

세계미술교류협회

제52회 갈물한글서회전

11.01-08

(사)갈물한글서회

쁠리에

09.30

국립발레단

한국천연염색작가협회

07.12-17

한국천연염색작가협회

이람청전각서예전시회

11.15-12.08

中國世貿投資有限公司

김명숙 늘휘무용단 가을신작 <미궁>

10.02-03

김명숙늘휘무용단

대한민국미술 K-아트 프로젝트

07.13-20

한국인체드로잉운영위

자유부인

10.05-06

와이맵

조기정 사진 작품전

07.18-24

조기정

제16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13)

10.08-14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김혜선 개인전- 꿈에 대한 명상

07.25-31

김혜선

K-Ballet World

10.16-19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조동원 개인전

08.01-07

조동원

유니버설발레단 <This is Modern>

10.24-27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lux et sonitus - continuus

08.09-14

윤지원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해외안무가초청공연 Into Thin Air(증발)

11.22-24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Co-Co 전

08.19-09.02

강원도미술협회

반고흐 in 파리

12.11.08-03.24 (주)한국일보사

뮤지컬 <베르테르>

12.03-14.01.12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김종옥개인전

09.04-09

김종옥

제18회 한국국제퀼트협회전

03.01-11

한국국제퀼트협회

제35회 중앙미술대전

09.05-15

(주)중앙일보문화사업

세계 팝업 아트展, World Pop-Up Art

03.31-05.19

(주)아트센터이다

2013 창조회

09.10-16

창조회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04.02-13

(사)계태사고려불화학술연구소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국내안무가초청공연 홍승엽의 댄스살롱

03.29-04.04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구숙현-로고스 그림展

09.18-24

구숙현

逅 (만날 후)

04.05-19

헤이즐성

2013 이광조 콘서트

04.06-07

플레이가든

이대원 개인전

09.21-29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북극곰 남극에 가다

04.19-05.15

클레이짐

재즈피아니스트 박민선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04.08

플레이가든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09.28-10.13

갤러리아미(주)

투박한솜씨

04.21-28

이광희

송정미 25주년 기념 콘서트 <the 축복 song>

04.10-21

송미니스트리

이종숙, 남궁혜영 개인전

10.01-08

이종숙

이미지와 텍스추어

05.02-08

김민정

음악극 <김유정의 봄.봄>

04.23-28

목화레퍼터리컴퍼니

연세화우회 창립 45주년 기념 작품전

10.09-16

이윤현

디자인아트페어 2013

05.23-06.02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색소포니스트 이인관 콘서트

06.17

(주)제이피컴퍼니

코리아 투모로우

10.16-27

(주)에이치엔에이치크리에이티브

S PEN, 손맛의 감각

05.23-06.06

갤러리 페이지

홍신자 데뷔 40주년 아드리아네의 실 <네 개의 벽>

06.20-23

웃는돌무용단

거북이걸음전

10.17-23

양태근

디자인아트페어 2013 Best of Best

06.06-16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마홀라 컴퍼니 프르프 굳 초이스

06.29-30

마홀라 컴퍼니

마리오 테스티노전

10.19-11.30

지온아트앤디자인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1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 展 06.22-09.22

씨티아이

손 숙 연극 50주년 창작 공연-안녕, 마이 버터플라이

07.05-28

(주)플래너코리아

남은숙 개인전

10.24-30

남은숙

명성황후전

07.06-08.29

한국미술의빛

국립현대무용단 정기공연 <11분>

09.05-08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연극 <햄릿>

09.20-10.13

MJ컴퍼니

이베로 아메리칸 아트페어 서울 2013

10.30-11.03

베아르떼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특별초대전

09.02-09

사단법인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제16회 서울세계무용축제

10.17-27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심수구 개인전

10.30-11.06

심수구

청춘, 물들다. 미셸 앙리(MICHEL-HENRY) 展

09.12-10.10

동성갤러리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13

10.29-11.02

한국전자음악협회

동서양의 동행

10.30-11.06

이랜드문화재단

피카소 고향으로부터의 방문

10.01-11.24

사단법인 미추홀아트센터

문화 talk 콘서트 - 도시의 유혹에 빠지다

12.03-04

enter M(엔터엠)

박하나 개인전

10.31-11.06

박하나

존재의 심연으로

10.08-17

최병권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Cross Cut

12.08-15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2013 목우국제구상미술제

11.07-13

(사)목우회

심수관 도예전

10.14-26

서울신문사

김동영 개인전

11.07-14

김동영

황세진 개인전

10.19-26

황세진

함섭 한지 작품전

11.09-17

함섭(함종섭)

제10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10.29-11.06

(재)늘푸른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aegae Sqaure Outdoo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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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3년 세계춤의 날 테마 기획 공연

04.27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이현 개인전 <지중해의 빛-환>

11.09-17

이현

김주형 텍스타일전

10.30-11.10

김주형

제1회 크라운해태 전국 아리랑 경영 본선

05.13

크라운해태

김옥희전,이신애전

11.15-21

김옥희

두자령(杜滋齡), 양위뢰(楊衛磊) 연합전

11.09-20

중한자원봉사자협회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 展 프리뷰 이벤트

06.21

씨티아이

제3회 FIBER ART FAIR

11.16-21

함정숙

조예령 개인전

11.18-24

조예령

제5회 월드비전 2013 세계 어린이 합창제

07.27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홍용선 고희기념전

11.19-27

홍용선

아프리카의 영혼展

11.27-12.12

이유아트

서초청소년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08.15

구립서초유스센터

김윤숙 개인전 - 자연과 자유

11.22-28

김윤숙

피카소에서 제프쿤스까지

12.12-14.02.23 주식회사 한국일보문화사업단

제3회 서초골 문화예술축제

08.31

서초동 주민자치위원회

기산 정명희전

11.23-12.01

대전평생학습관

제32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12.18-25

2013 예술의전당 재즈 페스타

09.07-08

JNH뮤직

김기룡 15회 개인전

11.29-12.05

김기룡

영청 Young Chung 전

12.28-14.01.06 정영진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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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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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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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제표

재정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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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통계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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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AC

행사 및
관람객 현황
PROFILE OF
EVENTS
& ATTENDANCE

음악당 MUSIC HALL
콘서트홀 Concert Hall (2,523석)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600석)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354석)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음악당 총 관람객 수 Grand total audiences

대관 Hires

2013 total

2012 total

Growth

71
75,295
32,914
108,209
60.4%

310
247,667
239,960
487,627
62.3%

381
322,962
272,874
595,836
62.0%

351
282,977
257,040
540,017
61.0%

8.5%
14.1%
6.2%
10.3%
1.0%

11
2,516
2,303
4,819
73.0%

352
31,882
93,419
125,301
59.3%

363
34,398
95,722
130,120
59.7%

324
42,108
75,750
117,858
60.6%

-

9
1,326
567
1,893
59.4%

380
17,804
60,325
78,129
58.1%

389
19,130
60,892
80,022
58.1%

371
20,512
54,309
74,821
57.0%

4.9%
(6.7%)
12.1%
7.0%
1.1%

114,921

691,057

805,978

732,696

10.0%
2013년 총 관람객 수 2013 Grand Total Audiences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1,945석)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820석)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269석)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10
53
58,951
14,620
73,571
71.4%

33
221
250,440
69,846
320,286
74.5%

48
182
182,478
60,553
243,031
68.7%

(31.3%)
21.4%
37.2%
15.3%
31.8%
5.9%

2013 total

2012 total

Growth

72
755
122,065
188,217
310,282

79
1,132
470,482
284,783
755,265

72
1,061
452,256
288,712
740,968

9.7%
6.7%
4.0%
(1.4%)
1.9%

20
215
7,930
37,743
45,673

23
288
9,173
45,321
54,494

30
409
45,340
51,553
96,893

(23.3%)
(29.6%)
(79.8%)
(12.1%)
(43.8%)

27
597
586,162
167,810
753,972

29
630
589,178
182,928
772,106

25
678
354,083
129,686
483,769

16.0%
(7.1%)
66.4%
41.1%
59.6%

776,118

2,156,850

2,932,968

2,383,014

23.1%

공간별 기획 & 대관
프로그램 비율
RATIO OF SAC
PRESENTATION &
HIRED PROGRAMS
BY VENUE

92% 91%
8% 9%

100%

54%72%
46%28%

67%50%
33%50%

75%43%
25%57%

95%91%
5% 9%

75%
50%
25%

10
126
42,905
18,830
61,735
59.8%

20
135
58,847
18,763
77,610
70.1%

30
261
101,752
37,593
139,345
65.1%

-

-

기획 대관

2013 2012

2013 2012

음악당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MUSIC HALL

OPERA HOUSE

HANGARAM ART MUSEUM

2013 2012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2013 2012

HANGARAM DESIGN MUSEUM

2013 2012

관객수 변동 추이
TOTAL ANNUAL
ATTENDANCE

3,000,000
2,500,000

16
176
24,752
8,401
33,153
70.0%

19
114
11,893
6,788
18,681
60.9%

35
290
36,645
15,189
51,834
66.4%

26
321
41,587
14,803
56,390
85.3%

34.6%
(9.7%)
(11.9%)
2.6%
(8.1%)
(18.8%)

오페라하우스 총 관람객 수 Grand total audiences 168,459
					
				

343,006

511,465

299,421

70.8%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공연건수 programs				
13
공연횟수 performances 			
14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20,800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s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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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8
191,489
55,226
246,715
75.5%

대관 Hires

기획 SAC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7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377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348,417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96,566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444,983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3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7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243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7,578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8,821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2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3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3,016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15,118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18,134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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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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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간별
관객수 변동 추이
ANNUAL
ATTENDANCE
BY VENUE

1,200,000
1,000,000

7
8
519
12,341
12,860

20
22
519
33,141
33,660

23
30
2,202
27,065
29,267

(13.0%)
(26.7%)
22.4%
15.0%

500,000
200,000
50,000

음악당 MUSIC HALL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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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overview

BUDGET
OVERVIEW

예산
실적

예산 BUDGET

입
INCOME

실적 RESULT

예산 BUDGET

지출
EXPENDITURE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달성률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12,522,000

23.2%

12,522,000

25.7%

100.0%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교육사업수입 arts education

11,036,517
6,864,067
864,630
3,307,820

20.5%

7,656,526
3,800,921
707,368
3,148,237

15.7%

69.4%
55.4%
81.8%
95.2%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주차사업수입 car parking
식음료사업수입 café
마케팅사업수입 marketing

13,171,800
2,724,000
6,958,800
3,489,000

24.5%

10,601,779
2,452,567
6,027,707
2,121,505

21.7%

대관사업수입 Venue Hires

8,879,985

16.5%

10,266,846

21.1%

115.6%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임대사업수입 Rental of Property

2,200,848

4.1%

2,279,553

4.7%

103.6%

기타수입 Other Income
이자수입 interests
후원금수입 donation
기타수입 other

1,058,850
200,000
450,000
408,850

2.0%

424,583
125,640
155,000
143,943

0.9%

40.1%
62.8%
34.4%
35.2%

이월기부금 donation from previous year

1,700,000

3.2%

1,700,000

3.5%

100.0%

차입금 loan

31,300,000

6.1%

3,300,000

6.8%

100.0%

합계 Total

53,870,000

100.0%

48,751,287

100.0%

90.5%

80.5%
90.0%
86.6%
60.8%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달성률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비 visual arts
교육사업비 arts education

8,707,540
5,938,980
843,280
1,925,280

16.2%

6,375,616
4,319,295
362,088
1,694,233

13.6%

73.2%
72.7%
42.9%
88.0%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주차사업수입 car parking
식음료사업수입 café
마케팅사업비 marketing

7,640,455
1,036,600
5,208,690
1,395,165

14.2%

7,139,197
1,036,282
5,207,954
894,961

15.2%

93.4%
100.0%
100.0%
64.1%

950,236

1.8%

874,966

1.9%

92.1%

3,558,218

6.6%

2,577,968

5.5%

72.5%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인건비 employee benefits
경상사무비 administraive expenses

10,523,053
7,961,207
2,561,846

19.5%

9,565,621
7,310,885
2,254,736

20.4%

90.9%
91.8%
88.0%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시설유지비 utilities
시설개보수비 property maintenance

21,115,850
12,246,850
8,869,000

39.2%

19,564,460
11,466,358
8,098,102

41.8%

92.7%
93.6%
91.3%

1,374,648

2.6%

731,500

1.6%

53.2%

53,870,000

100.0%

46,829,328

100.0%

86.9%

대관사업비 Venue Hires

예비비 Reserve
합계 Total		

수입
INCOME
국고보조금

부대사업수입

25.7%

21.7%

사
INCOME
FROM
ARTS
PROGRAMS

지
EXPENDITURE
경상운영비

20.4%

공간유지비

공연사업수입

부대사업비

41.8%

49.6%

실적 RESULT

15.2%

예술사업지출
EXPENDITURE
FROM
ARTS
PROGRAMS

공연사업비

67.7%

예술사업수입

15.7%

대관사업수입

21.1%

예술사업비
차입금 6.8%
임대사업수입 4.7%
이월기부금 3.5%
기타수입 0.9%

단위 : 천원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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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교육사업수입

41.1%

교육사업비

26.6%

관리운영비 5.5%
예비비 1.6%

전시사업수입

9.2%

대관사업비 1.9%

전시사업비

5.7%

단위 : 천원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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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s

재무
제표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STATEMENTS

제27(당)기
자산 ASSETS
유동자산 current assets
당좌자산 quick assets

제26(당)기

8,558,616,231
8,558,616,231

3,863,219,368
3,863,219,368

비유동자산 fixed assets
투자자산 investment assets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279,697,184,606
934,000
279,696,250,606

282,440,876,887
934,000
282,439,942,887

자산총계 Total assets

288,255,800,837

286,304,096,255

부채 LIABILITIES
유동부채 current liabilties
비유동부채 fixed liabilities

9,285,822,751
20,267,696,719

15,245,343,757
7,818,615,387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29,553,519,470

23,063,959,144

자본 CAPITAL
자본금 capital
결손금 deficit

273,331,076,905
14,628,795,538

273,331,076,905
10,090,939,794

자본총계 Total capital

258,702,281,367

263,240,137,111

288,255,800,837

286,304,096,255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계
STATEMENT
OF PROFIT
& LOSS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programs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programs
강좌사업수입 arts education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대관사업수입 venue hires
기타수입 other income

제27(당)기
40,095,450,136
3,843,464,110
358,205,828
3,155,006,514
10,108,641,591
10,765,064,583
11,865,067,510

제26(당)기
33,788,166,283
3,434,925,895
1,095,750,406
3,110,344,084
8,985,698,163
8,893,819,075
8,267,628,660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programs
전시사업비 visual arts programs
강좌사업비 arts education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대관사업비 venue hires
공익사업비 public expenses

15,771,549,992
4,231,819,327
430,445,598
1,850,073,430
7,895,974,986
1,177,631,573
185,605,078

13,307,681,801
2,430,383,541
613,275,230
1,538,997,008
6,903,301,078
1,090,532,855
731,192,089

사업이익(손실) Operating profit(loss)
일반관리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영업이익(손실) Operating income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income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Profit(loss) before income taxes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24,323,900,144
28,860,981,523
(4,537,081,379)
700,576,940
701,351,305
(4,537,855,744)
-

20,480,484,482
28,025,391,733
(7,544,907,251)
1,321,782,022
89,099,669
(6,312,224,898)
-

(4,537,855,744)

(6,312,224,898)

당기순이익(손실) Net profit(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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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당)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27th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3
제26(당)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26th Financial year ended Dec 31, 2012

제27(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th Financial year from Jan 1 to Dec 31, 2013
제26(당)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th Financial year from Jan 1 to Dec 31, 2012

단위 : 원 KRW

단위 : 원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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