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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M I S S I ON

The Operation of Arts Complex and Promotion of Arts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and People’s Enjoyment of Culture and Arts

&
V I S 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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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s Programs and Contributes to the
Cultural Prosperity of of the Nation

CHAIRMAN’s Message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 예술의전당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훌륭

예술의전당 이사장 박용현입니다.

한 프로그램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개관
30주년을 맞는 2018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연과

1988년 개관한 예술의전당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

전시 콘텐츠, 예술행정력과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를 선보이며 문화예술 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현황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

실히 수행했습니다. 2016년에도 예술의전당을 찾은

비하는 이러한 활동은 예술의전당의 발전에 굳건한

관객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성

뿌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예술의전당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과 후원
먼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도 공공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예술의전당이 우수등급

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고학찬 사장님과 이사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

진,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관 중 유일하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연속
으로 우수등급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

감사합니다.

하여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 부문에서 독보적인 고
객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

Hello, this is Yong-hyun Park, Chairman of Seoul Arts
Center (SAC).
Opened in 1988, SAC has faithfully performed its role
as a composite organization in culture & arts presenting
variou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2016 was another
fruitful year, since we worked as hard as we could to make
sure that audience visiting SAC enjoy high-class cultural
experiences.
First of all, SAC was designated as an excellent grade
organization in ‘2016 Public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by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SAC was the only culture & arts organization that made
it to excellent grade for 7 straight years from 2010 through
2016. The survey once again showed that SAC established
an unparalleled customer service system in culture
& arts. SAC was also honored with the Best Public
Organization Award in ‘2016 Cultural Informatization
Level Assessment’ which wa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AC never neglected
its efforts to fulfil it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ts
Cultural Sunshine Project, SAC provided an opportunity
to get exposed to culture and art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would otherwise have found culture
inaccessible. Thus, in 2016, total 18,023 people were able
to slake their cultural thirst by appreciating diverse art
events at SAC. Particularly, <Culture Concert> is drawing
spotlight as an example of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
by getting several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volved in its sponsorship.
Looking ahead, SAC continues to work to reward your
support with high-class services and excellent programs.
Especially, with its 30th Anniversary coming in 2018,
SAC will check on its current status in all areas including
performance and exhibition content, art administration,
and facilities. I am sure that such efforts to prepare for a
better tomorrow will establish a solid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AC.

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6 문화정
보화 수준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
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햇살사업을 통하여 평
소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We offer our thanks for all audience and sponsors who
have patronized SAC. I want to use this occasion to express
thanks to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 Tourism, President Hakchan
Ko and other directors, and all our staff.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총
18,023명이 예술의전당에서 다채로운 예술행사를
관람하고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햇살콘서트>는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이 후원
에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각
광받고 있습니다.

Thank you.
예술의전당 이사장 박용현

Chairman of SAC
Yong-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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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중요성과 미래의 주역이자 잠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입니다.

재 관객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예

예술의전당을 찾는 고객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

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예술단 창단공

기 위해 그리고 국내 예술산업을 선도하는 복합문화

연도 선보였습니다. 합창, 기악, 국악으로 구성된 어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저희 예술의전당 임직원들

린이예술단은 정기연주회, 지방공연, 서리풀페스티

은 2016년 한해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벌, 정부행사,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행사 등에 출연
할 예정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동요콘서트>, <가곡의 밤>, 공연영
상화사업 등을 통해 단순히 서울에 위치한 기관이

국민께서 보내주신 사랑은 예술의전당이 세계 최고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활

의 복합아트센터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

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3년차를 맞이한 <동요콘

니다.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서트>와 4년차를 맞이한 <가곡의 밤>을 무료로 개

재정비해서 다가오는 30주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앞

최하여 예술의전당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으며, 친근

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레퍼토리의 무료 야외공연으로 2만여 명의 관객
을 맞이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후원회원님, 예
술의전당 회원님,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

공연영상화사업은 전국 문예회관, 영화관, 군부대,

러분, 이사진과 임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공공기관, 해외한국문화원에서 상영하여 약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 질 수

10만여 명이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진 우수 공

있도록 예술의전당에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물을 관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
키고 있는 360도 가상현실(VR)도 영상화사업에 연

감사합니다.

계하여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예술의전당 내부에서
운영되었던 VR 체험관은 총 26,188명의 국민들에게

Hello, This is Hakchan Ko, President of Seoul Arts Center
(SAC).
All the staff of SAC has worked hard throughout 2016 to
meet the new needs of its customers and establish it as a
composite space for culture and arts that leads the Korean
art industry.
With <Kid's Song Concert>, <Korean Lyric Song's Night>,
and SAC on Screen : a project to put performances into
video etc, SAC actively engaged not just as an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but also as a culture & arts organization
for the entire country. By presenting for free <Kid's Song
Concert> in its third year and <Korean Lyric Song's Night>
in its fourth year, SAC has made itself far more accessible,
regaling the 20,000-strong audience with a familiar
repertoire of free outdoor performances.

SAC on Screen proceeded at nationwide culture centers,
film theaters, military posts, schools, public organizations,
and overseas Korean cultural centers, presenting about
100,000 persons with wonderful performances delivered
on the SAC stages. SAC on Screen has expanded its scope
of operation by tapping into the 360-degree virtual reality
(VR), which is sweeping the world. The Experiential VR
Hall operated inside SAC provided new media experience
to total 26,188 persons.
SAC also presented SAC THE LITTLE HARMONY's
founding performance with a view to providing children
who are the future leaders and potential audience with an
opportunity for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s,
emotional cultivation, and art appreciation by letting them
sample a total art that mixes various genres. Composed of
choral music, instrumental music, and Korean classical music,
SAC THE LITTLE HARMONY will perform in regular
concerts, regional performances, Seoripul Festival, government
ceremonies, the cultural events for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etc.
Your love will deliver great strength to SAC, as it grows into
the world's best composite art center. We prepare for the
approaching 30th Anniversary of SAC by expanding on
what is done right and reforming and remodeling what is
done wrong.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and encouragement.
We extend our thanks to SAC sponsors, SAC members,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ose at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directors and all our staff, who have
worked hard for the development of SAC. We look forward
to see your sustained and serious attention to SAC so that the
Korean people's happiness increases.

새로운 미디어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

Thank you.
President of SAC
Hakcha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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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1982.
01

1984.
11

1987.
01

1988.
02

1990.
10

1993.
02

1997.
02

1997.
12

1999.
11

2000.
09

2002.
10

2003.
03

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발의

예술의전당
기공식 거행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등기

음악당,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단계 준공)

오페라하우스 개관
(전관 준공)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관람객 1천만명
돌파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

특별법인 발족

세계음악분수 완공

Groundbreaking
ceremony

Incorporated and
registered as 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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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House opened
(Stage III - Full
Completion)

Events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pening

Marked 10 million
in total audiences

Hangaram Design
Museum Opened

Re-incorporated
as a Special
Foundation

World Music Fountain
completed

전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Proposed construction
of arts complex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2단계 준공)

2003.
08

2003.
09

2005.
05

2008.
02

2008.
12

2009.
01

2011.
08

2012.
12

2013.
02

2014.
10

2015.
07

2016.
03

한가람미술관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관람객 2천만명 돌파

음악당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비타민 스테이션 완공,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관람객 3천만명 돌파

신세계 스퀘어
야외무대 완공

관람객 4천만명 돌파

개관 25주년 기념행사,
CJ 토월극장 리노베이션
및 재개관

예술의전당
SAC AWARDS 제정 및
시상식 개최

예술의전당 기념품점
SAC Store 오픈

서울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후 재개관

SAC Store opened

Events commemorating
25th anniversary
opening,
CJ Towol Theater
renovated and
re-opened

SAC Awards established
and held the award
ceremony

Re-modeling and
re-opening
Seoul Caligraphy
Museum

Hangaram Art Museum
renovated
and re-opened

Marked 20 million
in total audiences

Music Hall renovated
and re-opened

Events commemorating
20th anniversary
opening

Hangaram Art Museum
and Arts Library
opened (Stage II)

Vitamin Station
completed,
Opera Theater
renovated and
re-opened

Marked 30 million
in total audiences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completed

2011.
10

Marked 40 million
in total audiences

Events
commemorating
10th anniversary of all
venues' opening

IBK챔버홀 개관
IBK Chamber Hall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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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조직

감 사
Auditor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명예이사장

이세웅

이사장

박용현

사장

고학찬

당연직 이사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기획전략부

윤동진(부장) 박거일 송병하 김수정 황정원

경영지원부

고영근(부장) 김혜수 김명옥 정규승 서고우니 김세연 김신년

감사보
Auditor Associate

정고은 김상열 윤정민 양지연 정승연 이지연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임명직 이사

구 천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시설관리부

이은관(부장) 조종구 송기봉 이준호 정현근 김진호 최진혁 박기성

김학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사업개발팀

이원호(팀장) 김낙곤 차범수

곽영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비상안전팀

김광수(팀장) 최관태

경영전략본부
Genaral Dire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사장

경영지원부

President

기획행정부위원장
김영호 일신방직 대표이사 회장

공연부

최석중(부장) 김영랑 이재석 양우제 정다미 강다혜 남선우 신윤아

공연무대팀

박남석(팀장) 유재일 천세기 박재경 유우식 이보만 윤대성 이윤호

HR General Affairs Department

허정인 이재현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이영조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이사장
이정식 서울문화사 사장

기획전략부
Business Planning & Finance Department

시설관리부

사업개발팀

Facility Maintenance Department

Business Development Team

권규완 임채흥 박천일 이태훈 류동신 손명성 이동환

비상안전팀

남성현 박준기 박진욱 송민경 이기빈 장효연 한국란

Emergency & Security Management Team

곽동열 김장현 신누리 정재헌

박용만 ㈜두산 대표이사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음악부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박상훈(부장) 김우진 유연경 권세정 김재연 정재린 김정호 김방현
남유리 반민경

이상 가나다 順(임명직 이사) / 2016. 12. 31 기준

음악무대팀

이용욱(팀장) 오승천 김상근 이상은 문성욱 이동조 조민제 김영훈

예술사업본부
Genaral Director of
Arts Management

신상일 이강진 이수미
경영전략본부장

태승진

예술사업본부장

전해웅

문화사업본부장

박민정

미술부

조성문(부장) 배민경 이소연 장윤진 이한아름

공연부

공연무대팀

Performing Arts Department

Performing Arts Department Stage Technical Team

음악부

음악무대팀

Music Department

Music Department Stage Technical Team

미술부
Visual Arts Department

서예부

이동국(부장) 오충식 채홍기 최진숙 김현숙 김학명

서예부
Calligraphy Arts Department

영상화사업부
감사
감사보

김미희(부장) 신현주 신태연 박은정

박영준
김영곤

영상화사업부
홍보마케팅부

조내경(부장) 송성완 김경민 박경복 고명진 임가람

고객지원부

길세연(부장) 정재영 박상현 이동훈 김영민 조 훈 박병현
신혜경 강호국

16

교육사업부

황복희(부장) 감윤조 김지영 박혜숙 기문주 이정아 이주연

창의문화팀

손미정(팀장) 고재진 노형선

SEOUL ARTS CENTER

SAC on Screen Department

문화사업본부
Genaral Director of
Marketing

홍보마케팅부
PR & Marketing Department

고객지원부
Customer Services Department

교육사업부

창의문화팀

Art Education Department

Research & Invention Team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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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PROGRAMS

PERFORMING ARTS
공연사업
MUSIC
음악사업
VISUAL ARTS
전시사업
Calligraphy Arts
서예사업
SAC on SCREEN
영상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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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공연사업

Opera Theater 오페라극장
2016 <SAC on SCREEN>

3.22-25

2016 SAC on SCREEN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리날도>

5.6-8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오페라 갈라>

6.3-4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Opera Gala

5.13-14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Special Ballet Galla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리골레토>

5.27-29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Carmen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Rinaldo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스페셜 갈라>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카르멘>

오페라 <마술피리>

9.23-27

Opera The Magic Flute

5.19-21

발레 <호두까기인형>

12.17-25

Ballet The Nutcracker

The 7th Korea Opera Festiva Rigoletto

CJ Towol Theater CJ 토월극장
연극 <렛미인>

1.21-2.28

Play Let the Right On In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Constrast, The Edeg of the Circle

4.14-5.8

Play Death of a Salesman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디스 이즈 모던>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허용순 안무 Constrast, The Edeg of the Circle> 5.24-25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Work 2 S, 신데렐라>

5.28-29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Work 2 S, Cinderella

5.20-21

연극 <페리클레스>

11.10-12.4

Play Pericles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This Is Modern

Jayu Theater 자유소극장
연극 <나무위의 군대>

1.1-2.28

Play The troop on the tree

연극 <환도열차>

3.22-4.17
4.21-5.1
5.6-8

연극 <보물섬>
연극 <두개의 방>
Play Two Rooms

5.13-15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Der Mann von funfzig Jahren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노련한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발레>

5.27-28
7.26-8.28

Play Treasure Island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La Pizza Con Funghi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쉰살의 남자>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Burn, 블랙스완레이크>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Burn, Black Swan Lake

Pansori Bon Voyage, Mr. President!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버섯피자>

5.23-24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International Young Medalists Performance

Play The Train Came from the Past

이자람의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해외콩쿠르 수상자 초청공연>

5.20-21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Seasoned People, Story in Ballet

10.2511.20

Play Vigil

11.2212.11

연극 <인간>

12.17-31

연극 <고모를 찾습니다>

Play Nos amis les humains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2016 예술의전당 <동요콘서트>

5.5-8

2016 SAC Kid's Song Concert

제6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스페셜 발레 갈라>

The 7th Korea Opera Festival Opera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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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8.15 Concert wit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5.14

The 6th Ballet Festival Korea Special Ballet Galla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오페라 콘서트>

2016 <국방부 군악대대 광복 음악회>
2016 <가곡의 밤>
2016 SAC Korean Lyric Song's Night

5.28

<서리풀 페스티벌>
Seoriful Festival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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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공연사업

In 2016, the special programs of Opera House stepped closer to audience
by presenting performances in various genres. The Opera House
theaters, where the most creative staff and artists can meet audience while
demonstrating their skills at their best, presented more splendidly than
ever before a symposium of arts which covered from the essential genres
of theater, dance, ballet, opera, and Korean classical music to musicals,
children's songs, and songs.

2016년 오페라하우스 기획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선보여

자유소극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실험극들이 올려졌다. 현 일본 공연계 최

관객에게 다가갔다.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와 아티스트가 자신의

고의 작가 호라이 류타의 작품인 <나무위의 군대>를 시작으로 2015년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극장에서 연

의 성공에 힘입어 다시 무대에 올려진 <환도열차>가 관객과 만났다. 브

극 · 무용 · 발레 · 오페라 · 국악 등의 순수예술부터 뮤지컬 · 동요 · 가곡

레히트의 <이방인의 노래>는 판소리로 만들어져 이자람의 신들린 연기

등을 아우르는 예술의 향연이 어느 해보다 더 성대하게 펼쳐졌다.

와 소리로 국악 공연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여름 가족극으로 선보인 <보
물섬>은 밴드음악과 연극의 결합으로 관객에게 호평 받았다. 원로배우

오페라극장 공연 중에서는 단연 가족오페라 <마술피리>가 주목 받았다.

정영숙과 연기파 배우 하성광의 2인극 <고모를 찾습니다>는 중장년층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이 작품은 성숙하

을 극장으로 불러 모아 화제를 모았다.

고 보다 세련된 무대연출과 모차르트 음악의 섬세함을 잘 표현한 임헌정
지휘자와 만나 오페라 공연예술의 참맛을 관객에게 전달하며 초연을 능

야외무대에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동요콘서트>와 4년차를 맞이

가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예술의전당 오페라 기획 · 제작 능력을 확인할

한 <가곡의 밤>이 문턱을 낮춘 친근한 레퍼토리로 2만여 명의 관객을

수 있었으며, 순수예술 중에서도 가장 장벽이 높은 장르 중 하나인 오페

맞이했다. 한편 오페라페스티벌 야외무대, 발레축제 야외무대 등 극장 안

라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다면 장기 레퍼토리로서도 성공 가능성을

에서만 볼 수 있었던 클래식 장르의 정수를 뽑아 클래식 초심자에게 무

엿볼 수 있었다.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전석 매

료로 선보인 야외무대는 공연 관객 저변확대에 기여했으며, 서리풀 페스

진 행렬을 이어 나온 대표적 가족 레퍼토리로, 올해도 연말을 화려하게

티벌의 일환으로 펼쳐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장식했다.

지속가능한 예술행정의 우수 협업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Of the presentations at Opera House, <The Magic Flute> attracted
attention of families. Having drawn an ardent reaction from both
audience and critics at its premiere, the title met the favorable review
that by combining mature and more sophisticated stage management
and conductor Im Heon-jeong who excellently expressed the subtlety
of Mozart's music, the work surpassed the premiere presentation in
delivering the essence of opera to the audience. The performance
confirmed SAC's ability to plan and produce operas, thus adumbrating
that as one of the genres with the tallest barrier, opera has a potential for
making a successful long-term repertoire if equipped with popularity and
artistry. <The Nutcracker>, a major ballet for families which has delivered
sold-out presentations since 2000, gave a year-end finale once again.
Presented at CJ Towol Theater, the three plays of <Let the Right One In>,
<Death of a Salesman>, and <Pericles> met huge audience, too. Produced
by the world-renowned director John Tiffany, <Let the Right One In>
created a sensation by presenting the fascinating love story of a vampire
girl and a lonely boy on a shocking stage. <Death of a Salesman> by Han
Tae-sook, one of Korea's major theater directors of middle standing
touched the hearts of many theater-goers and was described as excellently
rendering the conflict between the modern-day society and the lonely
individuals. Carrying the popularity from its premiere production,
<Pericles> sailed on, basking in much affection from the audience.

The Jayu Theater presented experimental plays which demonstrated
greater diversity in action. <The Troop on the Tree>, a play by Horai
Ryuta, the best writer from the Japanese theatrical production, <The
Train Came from the Past>, riding on the success in 2015, returned to the
stage to meet the audience. Chants d'exil (Songs of an Exile) by Bertolt
Brecht translated into a Pansori <Bon Voyage, Mr. President!>, which
showed possibilities got Korean classical music with Lee Ja Ram's ecstatic
performance and singing. <Treasure Island>, a family drama, was favorably
received by audience for its combination of band music and play. <Vigil>,
a two-person play by Jeong Yeong-Suk, a senior actress, and Sung-Gwang
Ha, a character actor, created a buzz when it drew audience in their early
or late middle age.
On the outdoor stages, <Kid's Song Concert>, now turning 3, and
<Korean Lyric Song's Night> in its fourth year, met an audience of about
20,000 people with a more down-to-earth and familiar repertoire. As
the essence of the classical genres that were previously available only in
the theaters and presented for free to novices of classical music, Korea
Opera Festival on Outdoor Stage and Ballet Festival Korea on Outdoor
Stage contributed to broadening the basis of the audience. The various
performance and events which were presented as part of Seoripul Festival
were described as setting an example in outstanding cooperative program
of sustainable art administ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CJ토월극장에서 올린 연극 세 편 <렛미인>, <세일즈맨의 죽음>, <페리
클레스>도 성황을 이루었다. 세계적인 거장 존 티파니가 연출한 <렛미
인>은 뱀파이어 소녀와 외톨이 소년의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충격적
인 무대 연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국내 대표
중견연출가인 한태숙의 연출로 많은 연극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현
대 사회의 고독한 개인의 갈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연에
이어 인기몰이에 나섰던 <페리클레스>도 순항하며, 관객에게 많은 사랑
을 받았다.

22

SEOUL ARTS CENTER

2016 ANNUAL REPORT

23

MUSIC
음악사업

Concert Hall 콘서트홀
1.6

2016 신년음악회
2016 New Year's Concert

1.14, 2.11, 3.10, 4.14, 5.12, 6.9, 7.14, 8.11, 9.8,
10.13, 11.10, 12.8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SAC 11:00 a.m. Concert

2016 예술의전당 월드 프리미어 시리즈 <클라라 주미 강 & 조나단 켈리 그리고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

2.15

2016 SAC World Premier Series - Berliner Barock Solisten with
Clara-Jumi Kang & Jonathan Kelly

Great Composer Series - <브루크너 2014-2016>

2.25, 4.26, 9.9, 12.1

Great Composer Series - Bruckner 2014-2016
SAC Saturday Concert

3.19, 4.16, 5.7, 6.11, 7.16, 8.20, 9.10, 10.15,
11.26, 12.17

한화와 함께하는 2016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4.1~22(4, 12, 18일 제외)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예술의전당은 2016년부터 클래식 음악 기획

과 섬세한 연주로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하는

께 저렴한 입장권 가격과 수준 높은 실내악무

공연 브랜드인 SAC CLASSIC을 새롭게 선보였

허트리오(12.9)를 초청하여 관객에게 실내악의

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부담 없이 즐길

다. SAC CLASSIC은 예술의전당 영문 명칭인

묘미를 선사했다.

수 있는 음악회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

과 명품, 정통을 의미하는 CLASSIC을 결합하

또한 한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

여 만든 명칭이다. SAC CLASSIC은 프리미어

젝트로, 국내 교향악단의 연주력을 확인할 수

이 밖에도 해설자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함께

Premier, 페스티벌Festival, 마티네Matinée, 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깊이를 원하는 클래

지속적인 인기와 호응을 얻었던 <11시 콘서트>

러스Plus 등 총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다

식 애호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음악회로

와 탄탄한 지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

양한 시간대와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폭넓은

자리 잡고 있는 <Great Composer Series - 브

자 최희준, KBS교향악단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음악회를 제공했다.

루크너 2014-2016>은 10여 년 전, 최초로 말

모습으로 토요일 오전을 풍성하게 만든 <토요

러 교향곡 전곡 연주로 말러 신드롬을 불러일

콘서트>, 국내 최대 규모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16 SAC Orchestra Festival

2016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5.14, 6.11, 8.13, 11.12, 12.10

2016년도 역시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의 공

으키며 지휘자 임헌정이 브루크너 전문가로

로 음악애호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

9.5

연들이 기획되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크너의 9개의

내 오케스트라 간 화합의 장을 연 제28회 <교

며 최고의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연주자와 연

매력적인 교향곡들을 2014년부터 2016년까

향악축제>, 지휘자 정치용의 명쾌한 해설과 지

주단체를 초청하여 국내 음악계에 수준 높

지 3년에 걸쳐 선보였다. 특히, 12월 1일 관객에

휘로 청소년과 클래식 입문자의 음악적 감수

은 연주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무대인 SAC

게 마지막 스테이지를 선보이며 성공리에 사

성을 튼튼하게 키워준 <청소년음악회>, 장차

CLASSIC 프리미어의 일환으로, 세계 유수의

이클 프로젝트를 마쳤다.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갈 대학생 연주자들

2016 SAC Youth Concert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콩쿠르> 결선
Kumho Arts Fund Seoul Arts Center Music Academy &
Competition for Young Artists

9.25(2회)

2016 예술의전당 <회원음악회>
2016 SAC Friends Membership Concert

11.21~11.27(26일 제외)

2016 예술의전당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2016 SAC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12.23

2016 예술의전당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6 SAC White Christmas Concert

12.31

2016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2016 SAC New Year's Eve Concert

IBK Chamber Hall IBK챔버홀
Culture Day 2016 SAC Artist Lounge

1.27, 2.24, 3.30, 4.27, 5.25, 6.29, 7.27, 8.31,
9.28, 10.26, 11.30, 12.28

손범수, 진양혜의 <TALK & CONCERT 시즌 6>

4.16, 5.21, 10.15, 11.19, 12.17

문화가 있는 날 -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SAC Talk & Concert Season 6
2016 SAC Culture Concert

9.3(3회), 9.4, 9.5

2016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음악회
2016 Commemoration Concert, 13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11.11, 12.8, 12.9

2016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
2016 SAC Classic Star Series

휘자들과 활발하게 협연 중인 바이올리니스

연말 겨울시즌을 맞이하여 국내 최고의 공연

값진 기회를 제공해 준 의미 있는 공연인 <대

트 클라라 주미 강과 현존하는 최고 실력의 오

장인 예술의전당과 국내 최고의 교향악단인

학 오케스트라 축제>,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

보이스트 조나단 켈리, 그리고 세계 최정상 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협력 프로그램으로 예술

의 진솔한 대화와 아름다운 연주를 결합한 음

케스트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의전당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

악회 형식으로 연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폭

주요 멤버들로 구성된 앙상블인 베를린 바로

했다. 국내 최초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존 윌

발적인 인기와 화제를 낳았던 손범수ㆍ진양혜

크 솔리스텐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선

리엄스의 영화 O.S.T로만 연주되는 음악회를

의 <TALK & CONCERT 시즌6>, 한 해의 마지

보이며 상반기 첫 출발의 시작을 알렸다.

기획, 단순한 음악감상의 시간에서 한발 나아

막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소망풍선과 불

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무대 연출과 여러

꽃놀이 이벤트로 매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하반기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

시각적 효과를 시도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

있는 <제야음악회> 등 흥미롭고 알찬 기획 프

는 클래식 스타들을 초청하여 청중과 연주자

고 클래식 공연장에서 시각적 효과와 아름다

로그램들로 2016년 음악당을 가득 채웠다.

가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운 음악이 하모니를 이루며 매진을 기록했다.

스페셜 실내악 프로젝트인 SAC CLASSIC 프리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창단을 위한 SAC THE LITTLE HARMONY>
SAC THE LITTLE HARMONY Performance in Marking Its Creation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CERT>
HEART TO HEART Conce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11

미어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가 개

특별히 예술의전당이 국내 대표 공연장으로서

12.16

최되었다.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개관 5주년을

문화융성 실현과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

맞이하여 11월, 타고난 이야기꾼이자 국내 판

대에 이바지하고 더욱 많은 공연단체들의 참

소리계에 젊은 열풍을 일으킨 이자람(11.11)의

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기획된 <아티

특별한 무대와, 12월에는 다양한 표정의 음악

스트 라운지>는 2014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과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사랑받는 현악 4중주

맞아 예술의전당이 그 취지에 적합한 신규 문

노부스 콰르텟(12.8), 그리고 조화로운 앙상블

화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다는 평과 함

Recital Hall 리사이틀홀
11.5(2회)

2016 음악영재 가을콘서트
2016 Gifted Children of Music Fall Concert

24

에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설 수 있는

바이올린 콩쿠르를 휩쓸며 세계적인 거장 지

5.14, 7.22, 9.23, 11.23

<문화햇살콘서트> 2016

고 있다.

Seoul Arts Center의 약자 SAC와 클래식 음악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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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음악사업

In 2016, Seoul Arts Center launched the
SAC CLASSIC, a new brand in special
classical music concert. SAC CLASSIC is a
combination of SAC as the acronym of Seoul
Arts Center and CLASSIC which connotes
premium and authentic. SAC CLASSIC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f Premier, Festival,
Matinée, and Plus and provides a wide-ranging
musical concerts to audience in diverse-ranging
time slots and programs.
2016 also presented a colorful array of richly
packed performance programs. SAC CLASSIC
provides a stage that presents high-class
performances to the local music community and
audience by inviting performers and performing
groups that operate on the world stage and are
rated as best artists. SAC CLASSIC heralded
the start of the first half-year by presenting a
top-notch performance by inviting Clara-Jumi
Kang, a violinist who has swept the world's major
violin competition and actively performed with
world-renowned maestros, Jonathan Kelly, the
oboist who boasts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rliner Barock Solisten (Berlin Baroque
Soloists), an ensemble composed of the major
members of Berlin Philharmonic, which is the
world's top orchestra.
As an ambitiously planned special chamber
project which invited classical music stars who
were loved at home and abroad and thereby
created a venue for a true mix between audience
and performers, <Classic Star Series> in SAC
CLASSIC Premier invited Lee Ja Ram, a
natural-born story-teller who created a youthful
sensation in the Korean pansori community
(Nov. 11) in November, and in December, it
invited Novus Quartet, which was loved for its
music with various expressions and excellent
performing skills (Dec. 8) and Huh Trio that
presented beautiful sensibility with harmonious
ensemble and subtle performance (Dec.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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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Great Composer SeriesBruckner 2014-2016> is a project that gives
a full attention to a single music composer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usic concert
that not only checks on the performing skills
of the Korean orchestra but also satisfies the
needs of the classical music lovers who want to
experience musical depth. With the project,
conductor Im Heon-jeong, who created
the Mahler sensation ten years ago when he
performed all the Mahlerian symphonies and
presented as a Bruckner expert Bruckner's nine
attracting symphonies over three years between
2014 and 2016, successfully finished the cycle
with its last stage on Dec. 1.
A winter season collaboration of Seoul Arts
Center, Korea's best performance venue,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one of the
country's best orchestra; <White Christmas
Concert> was the first concert in Korea
which performed solely the film soundtracks
of globally loved John Williams. As it took
a step beyond a mere opportunity for music
appreciation to try stage management and
various visual effects which were not tried
before, the concert resulted in the succession
of sold-outs that created a wonderful harmony
between visual effects and the beautiful music at
the classical music performance.
Especially, as Korea's representative performance
venue, SAC came up with Culture Day <Artist
Lounge>, which it took the lead in plann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realizing cultural
prosperity and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enjoy cultural experiences and
encourage many more performing groups'
participation. As Culture Day has been
launched from 2014, SAC has been recognized
for taking the lead in developing new cultural
contents. At the same time, the concert has
continuously been described as a venue where

2016 ANNUAL REPORT

all Korean people can enjoy sophisticated
chamber music at reasonable prices.
Other programs that filled the year of 2016
are <11:00a.m. Concert> which continuously
enjoyed popularity and drew positive reaction
with pianist Chong Park as its concert guide,
<Saturday Concert> which delivers a bountiful
Saturday morning with a brand-new look built
up by conductor Choi Hee-Chuhn much
loved for his solid conducting in partnership
with KBS Symphony Orchestra, and the 28th
<Orchestra Festival> which threw a venue for
unity among Korean orchestras while showered
with ardent love from music lovers as South
Korea's biggest classical music festival. The
programs further include <Youth Concert>
in which conductor Jeong Chi-yong's lucid
explanation and conducting brought robustness
into the musical sensibility of youths and other
novices in classical music,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as a meaningful performance that
provided collegiate performers who will lead
the Korean music community with a valuable
opportunity to take the stage at Concert
Hall, <Talk & Concert Season 6> which won
explosive popularity and created a huge buzz in
day-to-day sold-outs with a concert that mixed
open-hearted talks with top-of-the-line artists
and their beautiful performance. <New Year's
Eve Concert>, the year-after-year sold-out event
that embroiders the sky on the last night of a
year with wish balloons and fireworks, is one
of the intriguing and solid programs that filled
Music Hall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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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rts
전시사업

Hangaram Art Museum 한가람미술관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15.11.27-3.1

Picasso to Francis Bacon

제8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

3.11-23

The 8th SAC Artists' Studio Exhibition

2015 예술의전당 <미술영재아카데미 작품평가>

3.26-4.9

SAC Art Academy for Children Evaluation Exhibition

<로이터 사진-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6.25-9.25

REUTERS, OUR WORLD NOW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10.29-'17.3.5

Musee d’Orsay

Hangaram Design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현대백화점 SUPER STAGE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5.28-8.28

Frida Kahlo & Diego Rivera

<덴마크 디자인>

9.10-11.20

DENMARK : DESIG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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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rts
전시사업

베르너 팬톤 Verner Panton (1926-1998)
팬톤 체어 레드 Panton Chair Red
1967 (1976년 생산)
허먼 밀러 제작 / Herman Miller
플라스틱 / Plastic
photo ©Michael Whiteway

수하이브 살렘 Suhaib Salem
multiple cities, Palestinian Territories
2005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1907-1954)
부러진 척추 The Broken Column
1944년, 캔버스에 유채, 39.8 x 30.5cm,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정오의 휴식 La Méridienne
1889-1890, 캔버스에 유채, 73 x 91 cm

Collection of Museo Dolores Olmedo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현대미술을 대표하며 멕시코

로이터의 아카이브 자료 중 엄선한 440여 점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벽화운동의 주역인 디에고 리베라와 확고한 조형세계를 제시하며 내면의

선보였던 전시 <로이터 사진>은 언론보도만을 위한 보도사진이 아닌,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20세기를 대표하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를 만

여러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각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로이터 기자들의 사

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단일미술관으로

실과 감성이 혼재한 독특한 보도사진을 소개하여 로이터만의 개성 있는

서 유일하게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보도사진을 감상할 수 있었다. 사람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깃들어야 하며

있는 멕시코 돌로레스 올메도 미술관의 국보급 대표 소장 작품들이 한국

어떠한 연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로이터의 보도사진 철칙을 가진 기자

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두 거장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된 영상물과 사진

들의 사진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성 있는 보도사진 작가의 자세란 무엇

들을 통해 그들의 생애, 사랑, 열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

인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히 프리다의 일기 섹션에서는 그녀의 치열한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
켜나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한 전시 <프랑스 국
립 오르세미술관>은 오르세미술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덴마크디자인뮤지엄Design museum

별전이기도 하여,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기,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

Danmark의 협력으로 구성된 전시 <덴마크 디자인>은 북유럽 근대 디자

의 휴식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걸작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세계를 매

명작의 이례적인 특별 대여가 이루어졌다.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료시키는 덴마크 디자인의 비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덴마크

등 세계 미술사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오르세미술관 소장품에

왕실의 꽃이 된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부터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대

서 엄선하여, 밀레, 고흐를 비롯한, 모네, 고갱, 세잔, 드가, 들라크루아 등

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케네디가 앉아 유명해진 한스 베그너의 라운드

19세기를 빛낸 거장들과 그들이 남긴 명작 130여 점을 선보였던 이번 전

체어, 브릭아트의 대명사 레고, 프리미엄 스피커 브랜드 뱅 앤 올룹슨의

시는 2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다.

시작을 알리는 빈티지 라디오까지 덴마크를 대표하는 심플하고 모던하
며,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 작품 약 200점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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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 Kahlo and Diego Rivera> exhibition presented a special
opportunity to meet Diego Rivera, the leader of the Mexican mural
movement who represents the contemporary Mexican art, and Frida
Kahlo, a leading female painter of the 20th century who sublimated
internal anguish into art by presenting her solid world of art and design.
The exhibition was the first opportunity to get South Korea exposed
to the major works of Frida Kahlo and Diego Rivera from Dolores
Olmedo Museum in Mexico which has the world's greatest collection of
the two artists as a stand-alone art museum. The audience was able to get
a vivid understanding of the two artists' life, love, and passion through
not only their works but also the videos and photo images on display.
Particularly the section with Frida's diaries delivered huge gratification to
the viewers as they provided a glimpse at the traces of the intense agonies
from her life being sublimated into art.
Organized through cooperation with Design Museum Denmark in
Copenhagen, Denmark, <Denmark : Design> focused on the MidCentury in the 20th century and later, which constitutes the Golden Age
of the modern Northern Europe design, and provided a venue in which
viewers were able to verify the secret of the Danish design that fascinates
the world. The exhibition presented about 200 pieces of design work
which packed all of the simple, modern, functional and beautiful aspects
in the unique Danish fashion, from Royal Copenhagen, the porcelain
that made the flowery decoration for the Danish royalty, the round chair
by Hans Wegner which became famous when Kennedy sat on it, Lego
representing brick art, and the vintage radio which announced the start

of Bang & Olufsen, the premium speaker brand.
Presenting 440 or so images from the wire service's archive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Reuters, Our World Now> was a great
opportunity to sample the unique news photos from Reuters, in that
instead of narrowing itself into news photos solely for news reports, it
featured those news photos that mixed facts and sensibility as taken by
Reuters reporters who viewed the lives of a lot of people from diverse
perspectives. As they came from the reporters who steadfastly stood
by the Reuters' iron law that news photos should show people and tell
stories while they should never allow fabrication, the photos delivere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upon the attitude of photo journalists.
Held in celebrating Korea-France Year that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the <Musée
d'Orsay> Exhibition was also specially prepared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Musée d'Orsay, which exceptionally lent such
masterpieces such as The Gleaners by Jean-François Millet and Noon:
Rest from Work by Vincent Van Gogh that are most loved by Koreans.
For the exhibition, works that represented the world's major trends in art
such as romanticism, realism, and impressionism were culled from the
collection of Musée d'Orsay. Thus, displaying 130 or so masterpieces left
by virtuosos that decorated the 19th century such as Millet, Gogh, van
Gogh, Monet, Gauguin, Cézanne, Degas, and Delacroix, the exhibition
was such a huge success that it drew 240,000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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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allygraphy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재개관서예축전1 - <통일아!>
Tongil!

재개관서예축전2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 <문자도·책거리>
Minhwa and Court 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
Munja-do and Chaekgeori

재개관서예축전2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 <문자도·책거리>
Minhwa and Court 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
Munja-do and Chaekgeori

국채보상운동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 Large River Opens a New Path

<한글 書 x 라틴 타이포그래피> - 동서 문자문명의 대화
Hangeul Calligraphy x Latin Typography

한국서예사특별전33 <초의선사> - 바라밀 다 波羅蜜 茶
Cho-ui Seonsa

<위대한 낙서>
The Great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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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24
6.11 - 8.28

9.1 - 9.18

9.2 - 9.18

9.26 - 10.19
9.30 - 11.6
12.9 -'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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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일, 서예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1년 반

2016년은 재개관을 맞은 서예관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서예박물관은 통일서예축전 <통일아!>전으로

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서예를 소개하고

새로운 전시공간의 막을 열었다. 서예박물관 재개관을 널리 알리기 위하

서예박물관을 알리는 데에 노력을 다했다.

여 서예 작가 뿐 아니라, 사회명사, 주한외교사절, 일반인 등이 포함된 1만
여 명이 손수 제작한 작품을 전시에 활용했다. 이 전시는 대통령소속 국

서울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16년 국민통합 우수문화콘텐츠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 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파주 오

3월 재개관 했다. 서울서예박물관은 서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장

두산 통일전망대에서 2차 전시가 개최되었다.

르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실험, 현대, 상설전시장과 최고 수준의 수장고
및 항온항습 시설 등을 완비하여 수준 높은 전시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

2016년 6월 재개관 두 번째 전시로는 <문자도ㆍ책거리>가 열렸다. 서

으며, 쾌적한 환경의 실기 및 이론 아카데미 강의실을 조성하고, 다목적

예라는 고유 영역 이외에도 서(書)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로 영역

컨퍼런스홀 및 아카이브 공간을 확보했다. 부족했던 여성 및 장애인시설

을 넓히기 위하여 현대화랑과 공동으로 <문자도ㆍ책거리>를 개최했다.

과 한식당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외관도 획기적으로 개방함으로서

<문자도ㆍ책거리>는 관객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3주간 연장전시 되

관람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었다. 또한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서예의 만남을 소재로 <한글 서書 x
라틴 타이포그래피>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세계적 그래픽 디자이너
들의 모임인 AGI와의 협업을 통하여 서예를 해외에 알리고, 국내 서예인
들에게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를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네 번째 기획전시로는 한국서예사특별전 시리즈 <초의선사 - 바라밀 다>
를 개최하며 정통 서예사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속에서 서예 본질을 심화하는 전시를 통하여 서예박물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관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래피티 전시 <위대한 낙서>를 개최했으며, 장르 확장과 협업을

On Mar. 1, 2016,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greeted viewers with its
new look. At the end of the remodeling that took a year and hal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opened its new exhibition space to the general
public with <Tongil!>, a calligraphic exhibition on national reunification.
In order to bring society-wide publicity to the reopening of the museum,
the exhibition carried handworks by about 10,000 people who are
calligraphy artists, well-known public figures, foreign diplomats in
Korea, and even ordinary people. The exhibition was designated as 2016
Excellent Cultural Content for National People's Unity by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And at the request of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affiliated with Ministry of Unification, another
session of the exhibition was held at Mt. Ohdu Unification Observatory
for about three months from December 2016.
In June 2016,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held <Munja-do and
Chaekgeori>, its second exhibition after its reopening. The museum
tried to go beyond its proper area of calligraphy and expanded into
various art genres related to calligraphy. In this sense, the museum worked
with Gallery Hyundai to hold <Munja-do and Chaekgeori>. <Munjado and Chaekgeori> was patronized by diverse audiences, leading to a
3-week extension. The museum also held <Hangeul Calligraphy x Latin
Typography> under the theme of the encounter between famous overseas
designers and calligraphy. The exhibition served as a venue for bringing
international publicity to calligraphy through collaboration with AGI,
an association of world-renowned graphic designers, and introducing the
diverse worlds of design to the Korean calligraphers.

thus introducing the authentic history of calligraphy to the local
public.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tried to do its proper role by
holding exhibitions that makes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essence
of calligraphy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genres. Finally, the
museum held <The Great Graffiti>, a graffiti art exhibition that could
appeal to younger audience. Thus, through expansion of genres and
collaboration, the museum worked to widen the age groups of its
audience.
In 2016, the museum held various types of exhibitions that could
help people figure out its role after it reopened, and tried to introduce
calligraphy and promote the calligraphy museum to many people.
Renovation o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Completing its remodeling from December 2014 through January 2016,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reopened in March 2016. The museum
created experimental, modern, and permanent exhibition halls which
can accommodate not only calligraphy but also various fusion genres,
and came up with top-notch storage and temperature-humidity control
for museums. With this, the museum became able to handle high-class
exhibitions, provided pleasant and comfortable classrooms for theoretic
and practical studies at the academy, and built multi-purpose conference
hall and archives. As the museum not only added amenities such as
facilities for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n restaurants
but also opened up its appearance in a remarkable way, visitors to the
museum are greatly increasing.

통하여 서예박물관 관람객 연령층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했다.

As its fourth exhibition, the reopene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held <Cho-ui Seonsa> in a special series of Korean calligraphy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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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제작작품
작품명

주최

<심청> Shim Chung

유니버설발레단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Sun-wook Kim Piano Recital

빈체로

<보물섬> Treasure Island

예술의전당

<밤베르크 교향악단> Bamberger Symphoniker

빈체로

<페리클레스> Pericles

예술의전당

<SAC THE LITTLE HARMONY>

예술의전당

<위대한 낙서> The Great Graffiti

예술의전당

<종묘제례악> Jongmyo Jeryeak

국립국악원

<헨델 메시아> Handel's Oratorio Messiah

국립합창단

SAC on Screen 상영작품 및 관람현황
작품명

상영수

관람수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66

11,737

<지젤> Giselle

66

10,326

<Spirit of Beethoven>

43

5,451

<메피스토> Mephisto

52

8,760

<증발> Into Thin Air

20

1,785

<춤이 말하다> Cross Cut

37

4,271

105

15,753

<베를린필 카메라타> Berlin Philharmonic Camerata

45

4,942

<신세계로부터> From The New World

60

6,889

<라 바야데르> La Bayadére

60

7,457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Kun-woo Paik Piano Recital

47

4,775

<명성황후> The Last Empress

31

5,356

<심청> Shim Chung

38

5,056

1

600

Full

5

229

1

11

806

2

2

88

689

94,281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보물섬> Treasure Island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Sun-wook Kim Piano Rec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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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사업

예술의전당의 우수 콘텐츠를 영상에 담아 전

음악당 로비, 자유소극장 로비에서 6개월 동안

지컬 <명성황후>를 상영했다. 11월에는 2016

국에 무료로 배급하는 영상화사업은 일회성으

VR 체험관을 운영했으며 총 26,188명이 관람

한국-스페인 영화 페스티벌에서 뮤지컬 <명성

로 휘발되는 예술 콘텐츠의 재생산과 그 기능

했다.

황후>를 유럽에서 처음 상영해 현지인들에게
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의 확대 가능성을 입증한 공익사업이다. 문화
예술기반이 열악한 지방 거주 주민, 문화소외

2016년 3월, 한국문화예술회관과 해외홍보

계층에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원 등을 통한 공모 과정을 거쳐 배급을 시작한

2016년 영상화사업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심

공하는 영상화사업은 발레, 오페라, 클래식 음

영상화사업이 2016년에는 총 689회 상영해

청>, 빈체로 기획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악, 현대무용 등 순수예술 장르를 대중과 친밀

94,281명이 관람했다. 문예회관 70개, 영화관

<밤베르크 교향악단>, 국립합창단의 <헨델 메

한 영화 장르의 형식으로 제작, 배급함으로써

5개, 군부대 5개, 학교 3개, 공공기관 11개, 해외

시아> 그리고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SAC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상영 7개, 기타 상영처 7개 등 총 108개 처에서

THE LITTLE HARMONY>, 기획 연극 <보물섬>,

문화예술의 경로로 평가되고 있다.

상영했다. 세종정부청사 상영 외 건강보험심

<페리클레스>, 전시 <위대한 낙서>, 국립국악

사평가원(강원도), 과학체험관(경남 창원), 서

원 <종묘제례악> 등 총 9편을 제작했으며, 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초구청, 법원행정처, 서울가정법원 등 공공기

악 장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영상화사

360도 가상현실(VR)과 연계하여 서예전시

관 상영처가 추가되었다. 또한 필리핀, 아르헨

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연실황중계를 시도

<통일아!>, 교향악축제의 인천시립교향악단,

티나, 터키,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인도네시아,

했으며, 12월에는 클래식 음악 <헨델 메시아>,

연극 <보물섬>, 예술의전당 전경 등을 새로운

스페인 등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외 상영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연극 <고모를

연출이 가미된 VR 영상으로 제작, 영상화사업

이 계속되었다. 10월에는 작년에 이어 2016 한

찾습니다>를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의 영역을 확대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새로운

국-인도네시아 영화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

미디어 체험을 위해 예술의전당 내 음악광장,

어 예술영화 부문에서 발레 <라 바야데르>, 뮤

Designed to put SAC's outstanding contents
in video and distribute it across the country for
free, SAC on Screen is a public benefit project
that has demonstrated the reproduction
of the fleeting art content and proven the
expandability of the function. Design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njoy high-brow
culture for residents in provincial areas with
poor infrastructure in culture and arts and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people, SAC on
Screen puts and distributes high art genres
such as ballet, opera, classical music, and
contemporary dance in the popular genre of
film and is therefore being received as a culture
& arts channel for modern-day people who
are used to visual content.
And by tapping into the 360-degree virtual
reality that is now sweeping the world, SAC on
Screen expanded its scope by newly creating
VR videos out of <Tongil!>, a calligraphy
exhibition, video of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in the Orchestra Music Festival,
<Treasure Island> which is a play, and the
full view of SAC. And to ensure the public's
sampling of the new media, we ran VR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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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Music Plaza inside SAC, Music Hall lobby,
and the Jayu Theater lobby for 6 months,
which was viewed by 26,188 persons.
With its distribution started in March 2016
in an open call through the Korean Culture
& Arts Centers Association and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SAC on
Screen had 689 screenings for 94,281 viewers
in 2016. The screening proceeded at 108
venues including 70 culture & arts centers, 5
theaters, 5 military posts, 3 schools, 11 public
organizations, 7 overseas screenings, and 7
other screening venues. After the screening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more screenings were added a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Gangwon-do), Science Center (Changwon,
Gyeongsangnam-do), Seocho-gu Offic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eoul Family
Court etc. Furthermore, overseas screenings
continued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s
in the Philippines, Argentin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Mexico, Indonesia, and Spain.
After last year, SAC on Screen was invited to
2016 Korea-Indonesia Film Festival, where

2016 ANNUAL REPORT

we showed La Bayadère in the category of art
film and Empress Myeongseong, a musical
in October. In November, 2016 Korea-Spain
Film Festival screened Empress Myeongsong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thus meeting
positive review from local people.
In 2016, SAC on Screen produced the
nine titles of <Sim Cheong> by Universal
Ballet, <Sun-wook Kim Piano Recital> by
Vincero Arts Management & Entertainment,
<Bamberger Symphoniker>, <Handel's
Oratorio Messiah> by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SAC THE LITTLE HARMONY>
affiliated with SAC, <Treasure Island> &
<Pericles> as special plays, <The Great Graffiti>
as an exhibition, and <Jongmyo Jeryeak> as
a Royal Ancestral Rites Music by National
Gugak Center, and added Korean classical
music to its production list. Furthermore,
SAC on Screen tried its hand at live-casting
performances in December, broadcasting
nationwide real time <Handel's Oratorio
Messiah>, <The Little Singers of the Wooden
Cross> in classical music, and <Vigil> in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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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DUCATION
아카데미사업

40

SEOUL ARTS CENTER

2016 ANNUAL REPORT

41

ARTS education
아카데미사업

좋은부모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역할을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

무료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예술을 15주간 체험해본다. 세

록 부모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

계영화제 수상작 감상, 연기강좌, 글쓰기강좌, 플라멩코 등 예술분야에 실

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2개 반을 개설하여 50명이 수

제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수료 공연도 했다. 소수 정예의 성격이 강한 힐링

강했다.

아카데미는 9개 강좌에 276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어린이여름예술학교

서예아카데미

재미와 감동,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단기 통합교육 프로

2016년은 서예박물관은 전관 리노베이션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서예

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과정으로 163명이 수강하여 여름방학

아카데미도 오페라하우스 5층의 임시학교를 벗어나서 서예박물관 3층에

기간동안 큰 호응을 보였다.

새로운 둥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론 강의실이 마련되고, 총 6개의 실기실마
다 미디어 설비가 완비되어 보다 현대적인 감각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성

공연 & 음악 아카데미

어린이미술아카데미

예술의전당 아카데미는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로써 수강

보호자와 함께하는 3~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강좌를 운영

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에 의의를 두고 있다. 봄, 가을

하고 있다. 미술을 활용하여 예술적 감성 능력,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적 사

정규강좌 외에 겨울, 여름특강 등 총 23개 강좌에 1,201명의 수강생을 배출

고력을 향상시키고, 인성과 집중력, 논리력까지 성장하게 하는 전인교육의

했으며, 5기 째 운영중인 성악실기강좌는 소수정예 개별레슨으로 수강생

산실로서 특히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총 46개 반을 개설하여 1,193명이

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수강했다.

인문아카데미

미술영재아카데미

인문소양 향상과 보다 나은 삶의 가치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강좌를 운영했

오디션을 통해 미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기프로젝트로 자유로

다. 지성과 자기성찰에 강좌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술과 문학, 세계의 문

운 표현과 즐거운 예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총

화유산, 예술과 인간, 갤러리 토크 등 다채로운 강좌가 개설되었다. 봄가을

14개 반에서 311명의 미술영재가 배출되었으며, 연 1회 평가전 참여 기회도

정규강좌와 겨울, 여름특강, 전시연계특강 등 20개의 강좌에서 총 2,697명

제공되었다.

음악영재아카데미

되었다.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영재들에게 최고의 강사진과 우수한 교육

임시강의실 사용과 공사의 와중에서도 서예교육의 은근한 끈기의 전통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영재를 발굴, 성장할 수 있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고 봄, 가을로 나누어진 2학기에 각각 55개의 실기강

게 하는 과정이다. 200명 정원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좌가 열렸고 연인원 1,704명의 수강생이 묵향에 몰두하는 정진의 과정에

의 5개 기악과 작곡전공 총 6개 전공에 301명이 수강했다. 매년 5월, 11월

참여했다.

연2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응시할 수

특히 서예박물관 개관기념전으로 개최된 <문자도ㆍ책거리>와 <초의선사

있다. 재학연한은 기악전공은 중학교 1학년까지, 작곡전공은 중학교 3학년

- 바라밀 다>, <위대한 낙서>에는 전시 기념 특강을 개최하여 전시와 교육

까지 이다.

이 함께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수강했다.
청소년아카데미
미술실기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고, 예술적 지능을 통해 새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실기과정으로

운 학문을 개척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 개설되었다.

유화, 수채화, 크로키, 판화, 디지털사진 등 79개 강좌 1,529명의 수강생들

특히 미디어파트를 주제로 음악과 미디어, 애니메이션까지 다채로운 작업

이 등록했다.

형태를 접하며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2개 과정

<작가스튜디오>는 매년 연말에 심의를 거쳐 작가를 배출했으며 올해도

에서 총 20명이 수강했다.

2명의 신인 작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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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ducation
아카데미사업

Academy of Performing Arts &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Broadening the basis for culture & arts, SAC Academy attaches significance
to its service in providing its stud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viewing
performance. The academy has produced 1,201 graduates so far in 23 regular
courses in spring and autumn or special courses in summer and winter. With
its 5th term in progress, vocal performance lecture is a class providing oneon-one lesson for a small number of students, who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course.

from music to media and animation as media parts. Thus far, 20 youths
attended 2 courses.

Academy of General Humanities
The academy provides various lectures with a view to cultivating liberal arts in
people and thereby fulfilling better values in life. Its lectures focus on intellect
and self-reflection. It offers various lectures on art and literature, world's
cultural heritage, art and humans, gallery talk etc. Thus far, 2,697 persons have
enrolled in 29 courses including regular lectures in spring and autumn, special
lectures in summer and winter, and lectures linked to exhibitions.

Children's Summer Arts School
It is a short-term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that aims to provide fun
and gratification and improve imagination and creativity. It drew huge
response during the summer breaks, with 163 students enrolling in the 11
course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cademy of Fine Arts
In this practical course open to those with interest and passion for fine art,
1,579 persons enrolled in 79 courses in oil painting, watercolor, croquis,
engraving, and digital photography.
"Artist Studio" taps artists through its year-end review, and has selected two
artists for this year.
Arts Academy for Children
The academy runs age-specific lectures covering from 3- or 4-year-olds
accompanied by parents to elementary school kids. It is particularly popular
with parents as a venue for a well-rounded education that taps into fine arts to
improve artistic sensibility, liberty of imagination, and creative thinking and
ensure the growth of personality, concentration, and logical thinking. Thus
far, 1,193 children have enrolled in 46 classes.
Arts Academy for Gifted Children
As a long-term project for discovering and nurturing art talents through
auditions, this academy provides a curriculum for experiencing liberty of
expression and enjoyable world of arts. Thus far, 311 artistically talented
children went through 14 classes while they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enter an evaluator contest once a year.
Arts Academy for Youth
It was created with a view to providing youths with 'a venue for creative
plays' and cultivate in them the mind for pioneering new fields of learning
through artistic intelligence. Notably, the youth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new fields of fine arts while sampling diverse-rang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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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for Good Parents
This program provides a guidance on the definition of parental education
and its need, and the change of family members to make sure that parents
fulfil their roles in different situa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families. Thus far, 50 parents attended 2 classes.

While students had to use temporary classrooms with the construction
work under way, the tradition of gentle tenacity in calligraphy education
carried on. With 55 practical courses offered in the two semesters in
spring and autumn, 1,70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rapt in the
smell of ink.
Notably, held to mark the opening o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exhibition of <Munja-do and Chaekgeori>, <Cho-ui Seonsa>, and <The
Great Graffiti> delivered special lectures, demonstrating a change that
had exhibition and education create a new culture of communication.

Gifted Children of Music Academy
It is a program designed to discover young talents who will lead the
Korean music community and ensure their growth through an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which provides best possible instruction. It has a class
size of 200 students and had an enrollment of 301 students in total six
specialties including the five instruments of piano, violin, cello, flute, and
clarinet and another major in musical composition. It admits students
through two annual auditions in May and November. Candidates
can apply from first graders to fif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nd
successful applicants may attend until they reach first year and third year
of middle school for instrumental majors and musical composition
respectively.
Academy of Arts in Healing
Participants experience creative arts for 15 weeks in the midst of a boring
daily life. Students engage in appreciation of world film festival honorees,
acting class, writing class, flamenco etc. and participate in performance
marking their course completion. Clearly for the chosen few, Healing
Academy taught 276 students in 9 courses.
Academy of Calligraphy
In 2016,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had a huge achievement: the
renovation of the entire facilities. And Calligraphy Academy got out of
its temporary setting on 5F of Opera House and found its new nest on 3F
of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Although the new educational space
is a little smaller, the classroom for theoretic studies was introduced, and
with media facilities available in all six practical classrooms, up-to-date
classroom environment was created.

2016 ANNUAL REPORT

45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기관경영
social contributions
사회공헌사업
SAC the little harmony
어린이예술단
customer services
고객서비스
Public Relations
대외협력
Patrons of sac
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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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기관경영

2016년에도 예술의전당은 국내 대표 문화예술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도에 예술의전당을 찾은 총 관람객수는 총 2,654,1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 8천명 이상 증가했다. 공연 장르도 다양화하여 기존 클래식
콘서트와 연극 위주에서 오페라와 무용을 신규로 기획 · 제작하여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특히 예술성과 작품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016년 3월 새롭게 재개관한 서울서예박물관 기획전시 <통일
아!>는 2016년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이끈 주역으
로, 전통문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은 2016년
최초로 유럽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최 제9
회 스페인 한국영화전에 공식 초청받아, 마드리드 소재 영화관에서 뮤지컬
<명성황후>를 상영하여, 우리나라 교민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

In 2016, SAC made diverse-ranging efforts to
faithfully perform its duties and roles as Korea's
leading culture and arts institution and as a public
organization.
SAC had total 2,654,180 visitors in 2016, up about
118,000 from the previous year. SAC drew positive
reviews from audience and critics by shifting its focus
from classical music concert and theater to opera and
dance in a bid to diversify its performance genres.
Especially, SAC was highly rated for the artistry
and quality of its works. As a special exhibition at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reopened in March
2016, <Tongil!> was honored in 2016 by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with Grand
Prize in Traditional Culture for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Inspection as
supervised by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d
winning Minister's Citation (99.2 points) as the best
organization in Cultural Informatization Evaluation
conduc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Furthermore, as a public organization, SAC took the
lead in effectively implementing Government 3.0
and government policies. While creating and actively
enforcing real-name project system and outsourcing
all its food and beverage business to the private sector
according to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s Plan
for Implementing Adjusting Func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in 2016, SAC put in organizationwide effort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public organizations.

심과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영상화사업은 교정변환 시스템과 생중계 송출
시스템, 360도 가상현실 VR과 연계한 신규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라이
브 중계로 장수, 임실, 태백, 광주, 포항, 강진, 인천 등 전국의 문예회관과 작
은 영화관에서 고품질 실시간 중계를 선보이는데 성공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은 총 689회 상영되었고, 총 94,281명이 관람
했다.

예술의전당은 여러 분야의 외부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방문객들의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
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점검에서는 우수등급
(90.75점)을 획득,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에서도 최
우수기관으로 장관표창(99.2점)을 수상했다.

또한 예술의전당은 정부3.0과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

Having ventured out of the national boundary, SAC
on Screen achieved its first advancement into Europe
in 2016. Officially invited by Korean Cultural Centre
in Spain to the 9th Korean Film Exhibition in Spain,
SAC showed <The Last Empress> at a cinema in
Madrid, drawing hot attention and meeting favorable
reviews from not only Korean residents and locals.
By acquiring corrective conversion system, live-cast
transmission system, and new technology linked to
360-degree virtual reality, SAC on Screen succeeded
in providing high-quality live casts from culture &
arts centers and small theaters across the country as
in Jangsu, Imsil, Taebaek, Gwangju, Pohang, Gangjin,
and Incheon. Throughout 2016, SAC on Screen had
total 689 screenings which were viewed by 94,281
persons.

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6년 사업실명제를 신설하여 적
극 시행한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 정책에 따라
식음료사업을 전면 민간에 위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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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continued to be highly rated in external
evaluations in various categories. Obtaining Excellent
Grade for seven straight years from 2010 through
2016 in Public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SAC demonstrated the continuous
trust and affection from its visitors. Also SAC
got Excellent Grade (90.75 points) in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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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s
사회공헌사업

예술의전당은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
대와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관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직접 기획 주최하는 예술행사에 인근
보육시설 원생, 불우청소년, 군 장병 등을 공연과 전시에 초청하는 사회공
헌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사회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칭하는 활동의 명칭을 문화햇
살사업으로 정했으며 사회 곳곳에 문화로 따스한 햇살을 비추자는 모토
를 만들고 초청행사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예술의전당은 문화햇살사업
을 통해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족, 저소득
층 결손가정, 문화소외지역 주민과 군인, 탈북 가정, 사회복지시설 원우들
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2016년에는 총 18,023명이
예술의전당이 다채로운 예술행사를 관람하고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
다. 2010년부터는 기존의 단순 초청방식을 보완하여 전석 초청 형식의 음
악회 <문화햇살콘서트>를 주최하기 시작했다. 첫 해에는 2회 공연을 개
최했고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횟수를 확대했다. 매년 중점 초청대상과
주제를 달리하는 4회의 음악회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햇살콘서트>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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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RTS CENTER

Since it opened, SAC continuously engaged in various CSR activities
to contribute to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and promote cultural welfare as the country's leading culture
and arts institution and public organization. SAC has invited children
from nearby orphanages, youth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military
soldiers to its performance and exhibitions that it plans and holds.
Starting in 2004, SAC invited more people in boosting its CSR activities,
and in 2008, SAC systematized and institutionalized its CSR programs.
CSR project was named Cultural Sunshine Project and under the motto
of 'Shed warm sunshine in every corner of the society', SAC greatly
expanded its invitation list. Through its Cultural Sunshine Project, SAC
has worked to make sure that people who are hardly exposed to culture
and arts such as child headed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low-income
families with divorced parents, residents and soldiers from culturally
disadvantaged regions, famil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eople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2016, 18,023 persons were able to enjoy
various art events and thereby slake their thirst for cultural enjoyments.
As early as 2010, SAC began to hold <Culture Concert> with all seats
given to invited guests in a bid to break from the previous simpler mode
of invitation. In the first year, SAC held two concerts, which increased
to four from 2012. Every year, the four annual concerts carry on with
different guests and themes. With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participating as sponsors, <Culture Concert> is drawing spotlight as a
sustainable CS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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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THE LITTLE HARMONY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By boosting affection for art, artistic activities
can form a valuable habit that can decide a
person's life and bring vitality into life. Artistic
activities are designed to help children's create
and free expression and realize their unique
personalit y. Also, they help form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recognizing other people's
personality and holding mutual conversations.
These are typical statements that emphasize the
increased importance of children's creativity and
personality.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창단을 위한 SAC THE LITTLE HARMONY> 공연
2016. 12. 11 IBK챔버홀
SAC THE LITTLE HARMONY Performance in Making Its Creation : Dec. 11. 2016 at IBK Chamber Hall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SAC THE LITTLE HARMONY)

평균 6대1의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합창, 기악, 국악 분야 어린이출연

소개 및 활동 내용

자(초등학생 2학년~5학년)와 최적·최상의 예술스태프(김보미 총지휘 및
합창지휘, 정병휘 기악지휘, 계성원 국악지휘, 작곡·편곡 이영조)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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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대한 애정을 키움으로써 한 개인은 일생을 좌우할 가치 있는 습관

으로, 합창(새야새야, 엄지야 엄지야, 귀뚤이음악회, 늴리리야), 국악(가야

을 형성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예술활동은 어린이들이 독

금 산조, 판소리 사랑가, 전래동요 모음곡, 민요모음곡), 관현악(모차르트

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표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스스로의 개성

교향곡 1번 E♭장조, K.16, 레오폴트 모차르트_어린이교향곡 C장조(1악장),

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남의 개성도 인정하고 서로 간의 대

전체공연(전래동요 모음곡 - 그네, 썰매, 새쫓기, 허재비, 대문놀이)순으로

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 어린이들의 예술

연주하여 ‘어린이가 만든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영혼의 울림’으로 청중과

활동은 창의력과 인성이 더욱 중요해진 오늘날 여러모로 강조되고 있다.

주위 관계자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예술의전당은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중요성과 미래의 주역

합창, 기악, 국악으로 구성된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신규단원 모집,

이자 잠재 관객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활

예술스태프 보강, 창의적인 레퍼토리 등을 통해 관객에게 작은 하모니, 큰

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림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정기연주회, 동요콘서트, 지방공연 (문예

2016.12.11 IBK챔버홀에서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창단을 위한 SAC

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서리풀페스티벌, 정부행사, 각

LITTLE HARMONY>를 선보였다.

종 문화행사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SEOUL ARTS CENTER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importance
of children's experience of culture and arts
and providing children who are our future
leaders with an opportunity to cultivate their
emotional growth and enjoy arts by letting them
experience total artistic activities that mix various
genres, SAC presented <SAC THE LITTLE
HARMONY Performance in Marking Its
Creation> on Dec. 11, 2016 at IBK Chamber
Hall.

The performance involved children in choral,
instrumental, and vocal performance (from 2ndgraders to 5th-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ho were selected through an open audition
with a competition rate of 6:1 and best staff
(Kim Bo-mi as director and chorus conductor,
Jeong Byeong-ki as instrumental conductor, Gye
Seong-won as classical music conductor, and Lee
Yeong-jo for composition and arrangement).
The performance proceeded in the order of
chorus (Saeya Saeya, Eomjiya Eomjiya, Crickets'
Concert, and Nilliriya), Korean classical music
(Gayageum Sanjo, Pansori Sarangga, collection of
old children's songs, and collection of folk songs),
orchestra music (Mozart Symphony No. 1 E♭
maj., K. 16 Mozart Children's Symphony C maj
(1st movement); performance by all (collection
of old children's songs Swing, Sled, Scaring Away
Birds, Heojaebi, and Daemunnori). With the
resonance from the young souls which pealed
bigger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the
presentation came to an end while basking in
effusive praises from the audience and people
related to music community.
Composed of chorus, instrumental, and vocal
performers, SAC THE LITTLE HARMONY
will meet its audience as little harmony but
big reverberation by recruiting new members,
reinforcing its staff, and a creative repertory.
Also, SAC THE LITTLE HARMONY will
appear in regular concert, children's song concert,
provincial presentations (business of cultural
empathy in partnership with culture and arts
centers across the country), Seoripul Festival,
government ceremonies, and other cultur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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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당 주차장

회원제

에 많은 기여를 했다. 주요안건으로 예술의전

사항목은 상품 품질, 환경 품질, 사회적 책임 등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스케이트를 타면서 공연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인 기념품 매장은 전문

시설노후화와 이용객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국내 문화예술기관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

당(공연장, 미술관, 편의시설) 이용리뷰, 주차요

크게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는 조

장과 전시장에서의 감동과 여운을 충분히 즐

작가의 작품과 예술의전당에서만 구입 가능

장 이용 불편 해소하고자 2016년 12월 음악당

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2016년 말일 기준 유

금개편, 유료회원제 개선 등이 있다. 앞으로도

사대상기관의 각종 경영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기며 서로의 감동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일

한 기념품 종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누구

주차장 공작물 축조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료회원 10,048명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유료

예술의전당은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화

한편 대국민 경영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

반인에게 친숙한 겨울스포츠인 스케이팅은 예

나 한번은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

착공했다.

회원 무료초청 이벤트 <회원음악회>는 회원

된 문화예술 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

에도 고시된다.

술의전당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가정주부나

고 있다. 앞으로 공연별, 전시별로 특화된 아이

약 7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 준공을 목

수 증가에 따라 횟수를 1회 늘려 총 2회 공연에

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어린이들의 쉬운 접근으로 미래의 문화예술

템으로 공연장에서 느꼈던 공연의 여운과 작

표로 하는 이 공사는 기존 주차장에 철골 조립

3,844명이 관람했으며, 회원 대상 특별강좌를

아이스링크

애호가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한 예술의전당

품 앞에서 가슴 뛰었던 전시의 감동을 더욱 깊

식으로 1개 층을 축조하여 110여대의 주차공간

6회에 걸쳐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기원과 국

중장기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고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념품

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지하 1층에서 남부순

유·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전체가 참여하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223개 기관을 대상으

민적인 관심 조성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2016

아이스링크 주변에는 청년 창업아이템으로 각

으로 방문객을 모시고자 한다.

환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차 전용 차로

는 가족이벤트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및 다

로 실시되는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년 올해에도 음악광장에 아이스링크를 개장

광받는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특색있는 음식을

를 새로 조성하여 입ㆍ출차 소요시간을 획기

양한 순수문화예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

조사에서 91.7점으로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

했다. 세계음악분수 가동이 중단되는 12월부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적으로 단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 이번 조사결과로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부

터 다음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최대 300명

문에서 독보적인 대고객 서비스 체계를 확립

까지 수용 가능한 가로 33m, 세로 35m 규모

기념품 매장

또한, 협소하고 불편했던 계단실의 대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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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애인 및 유모차용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고객자문단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특히 2010

로 조성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한 장르인 그래

예술의전당 개관 이래 처음 문을 연 직영 기념

의 신설, 음악당 연결 캐노피 조성, 차량 추락방

호텔 및 기획사, 서비스 강사 등 고객 접점에

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에

피티를 테마로 꾸며놓은 아이스링크는 공연장

품점 SAC Store는 예술의전당 고유의 특색 있

지 보호대 설치, 비상벨 및 방송설비 설치 등을

서 근무하는 전문 실무자 그룹과 문화예술에

선정되는 위업도 달성하게 되었다. 문화예술

전용 조명과 음향장비 및 대형 전광판을 이용

는 기념품과 아트상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방

통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

관심이 많은 고객 그룹으로 예술의전당 고객

기관으로 7년간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낸 기관

하여 다채로운 색감과 풍성한 음향, 로맨틱하

문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한

선할 예정이다.

자문단 6기(2015년 11월 ~ 2017년 1월)는 구성

은 예술의전당이 유일하다. 예술의전당은 조

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람미술관 1층에 오픈매장 형식으로 조성했

되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구성원 연령 또한

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객의

문화예술 공간에서 즐기는 겨울철 스포츠 스

으며,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수준 높고 번뜩이

다양하며, 정기 간담회(분기별/4회) 및 수시 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 서비

케이팅은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람객에게 문화

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수준 높은 상품을 만들

견수렴을 통하여 예술의전당 서비스 품질향상

스 활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조

예술과 스케이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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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Hall Parking
SAC began its project for creating facilities
and upgrading old facilities including Music
Hall parking in December 2016. The Music
Hall parking renovation project, which costs
about 7 billion won, will be completed in
October 2017. The project is adding one
story of steel parking structure with about 110
parking spaces on top of the old parking area
and building a vehicle exit from 1B straight
onto Nambusunhwan-ro. By creating a new
ramp and adjusting the position of the old
one, the project will greatly shorten the time it
takes to get into and out of the parking.
Furthermore, the project will remarkably
upgrade user convenience and safety by
expanding the stairway which used to be
narrow and uncomfortable, creating an
elevator and a ramp for the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aby carriages,
installing a canopy that connects to Music
Hall, installing guard rails to keep vehicles
from falling off, and installing emergency bells
and broadcas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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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Operation
Boasting the largest membership among
Korea's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SAC
had 10,048 paid members as of the end of
2016. As an event for paid members, <Friends
Membership Concert> added one more to
make two sessions in step with the growing
membership and was enjoyed by 3,844
members. Six special lectures for members
drew huge reaction. The family events for paid
or free members were programs for all in the
family and contributed to creating a healthy
family culture and provided easier and more
hospitable access to diverse high-brow culture
and arts.

SEOUL ARTS CENTER

Customer Advisory Group
The 6th term of SAC Customer Advisory
Group (Nov. 2015 to Jan. 2017) wa s
composed of working-level professionals
operating at points of contact such as hotels,
agencies, and customer service coaches, and
customers who have a great interest in culture
and arts. Composed of diverse age groups
from thos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70s,
the Advisory Group contributed greatly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AC services
through its regular meetings (4 quarterly
sittings) and irregularly collected opinions. Its
major agendas included reviewing their use
of SAC (performing venues, art museums,
and amenities), revamping parking rates,
and improving paid membership. Looking
ahead, SAC will continue to give its ear to the
voice of customer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dvanced culture and arts services created with
customer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SAC was classified to Excellent grade
by obtaining 91.7 points in 2016 Public
Organiza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which was conducted with 223 organizations
by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With
the survey, SAC reaffirmed its unparalleled
customer service system that it had established
in culture and arts. Its notable achievement was
its excellent grade that it acquired for seven
straight years from 2010 through 2016. SAC
was the only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that had pulled off excellent grade for seven
years in a row. Instead of being satisfied with
the survey results, SAC will continue to
work in addressing inconveniences that users
experience and preemptively discovering
services that meet expectations. The survey,
which had broadly eight criteria including
product quality, environmental qua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ducted.
The survey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management evaluation scores for those
organizations covered by the survey and
disclosed on 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a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site.

Ice Rink
Wishing success to and promoting nationwide
interest i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SAC provided an ice rink
on its Music Plaza again in 2016 as it had done
in the previous year. The ice rink was built in a
size of 33m by 35m that could accommodate
up to 300 persons on Music Plaza between
Opera House and Music Hall for three
months from December when World Music
Fountain operation was suspended, through
February in the next year. Themed to graffiti, a
genre of contemporary art, ice rink presented
various colors, rich acoustics, and a romantic
and warm atmosphere with exclusive lights for
performing venues, audio equipment and a
large screen.
As a winter sport, enjoyed by everyone, skating
delivered the new joy of enjoying culture and
arts in tandem with skating to visitors to SAC.
It created a venue in which the audience could
carry their gratification from the performing
venues and exhibition halls into the rink and
share it with everyone. Enjoyed by everyone,
the skating at SAC has established itself as a
long-term project of SAC designed to discover
future lovers of culture and arts and broaden
the basis, in that it provides housewives and
children who would otherwise find it difficult
easy access to SAC. Besides, the ice rink
created an opportunity to sample distinctive
foods by operating around it food trucks now
spotlighted as business start-up for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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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venir Shop
As the first owned souvenir shop that opened
since the opening of SAC, SAC Store was the
outcome that reflected the needs of visitors
who wanted to have distinctive souvenirs
and fancy products from SAC. It is an open
shop provided on 1F of Hangaram Design
Museum. It will make diverse efforts to create
high-class products that take advantage of
top-notch, brilliant ideas collected through
public design competitions. With its secondyear project in progress, SAC Store continues
to add professional artists' works and for-sale
souvenirs exclusive from SAC, thus turning
it into a space that everyone wants to visit
someday. Looking ahead, SAC Store wants
to serve visitors with distinctive souvenirs that
can ensure extended continuation in depth
of the reverberation of the performance
and gratification from artworks by creating
souvenirs tailored to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57

Public Relations
대외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위한 문예회관 건립사전평가 사업(8개 지자체)을 운영하고, 문화예술회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

1996년 예술의전당과 호주 빅토리안 아트센터(現, The Arts Center)가 주

해 229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운영인력 전

축이 되어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

문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문화예술회관 종사

역 예술센터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 프로그램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

자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9개 과정, 1,653명 지원),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시키고 공연예술 사업증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민간 국제기구이다. 예

해외연수(34명)를 통하여 외국 선진 공연장의 운영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기관을 역임하면서 제1회

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회관 견학 및 관계자와의 미팅

총회와 제2회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했고, 이후 8년간 이사 기관으로 활

을 통해 사례 체험 및 분석으로 업무 전문성 및 창의성 강화에 기여했다.

동하며 공식 홈페이지(www.aappac.net) 구축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유통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 해비치 아트 페

왔다.

스티벌 개최로 공연유통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에 크

현재 총 82개의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예술기

게 기여하고(338개 기관 및 단체, 12,031명 참가),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

관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성남아트센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LG아트

작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문화예술회관이 특성화, 전문화된 프로그

센터, 고양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가입되어 있다.

램 개발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민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향
유 기회 극대화에 기여했다.(21,6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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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부분에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

(The Korean Cultural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곡곡 문화공감 사업(2,136회 공연, 654,982명 관람)을 통해 우수공연 프로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도모

그램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운영을 위해 문화가 있

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을 위해

는 날 사업(660개 기관 및 시설, 223,4259명 관람)을 진행, 매월 마지막

1996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12년 8월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문예회

주 수요일에 문예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관 활성화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 말일 기준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총 201개의 문예회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71개 문예회관, 2,809명 참여)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16년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문화예술회

업(95개 문예회관, 29,061명 참여)을 운영하여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

관 선도기관이라는 미션 아래 두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

주민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감상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다. 첫 번째로, 문예회관의 기반구축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문

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

예회관 문화 향유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64개 문예회관, 7,373명 참여), KB스타비(飛)문화예술교실 사업(60개 기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47개 기관 컨설팅)와 문화예술회관의 정

관 1,252명 참여)으로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과 상생협력 풍토를 조

확한 기술정보를 구축(14개 기관) 했으며, 효율성 높은 문예회관 건립을

성하여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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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Founded in 1996 through a partnership led by SAC and Victorian Art
Center (currently, the Arts Center) in Australia,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 (AAPPAC) is an international civilian organization
which was created with a view to invigorating exchange in art programs and
professionals and promoting performing arts projects through networking
among art centers in Asia Pacific. SAC, which served as its first chair
organization in 1997 and 1998, held the first general assembly and the seco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Seoul. Serving as a director organization for the
next eight years, it has perform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its official website
(www.aappac.net).
Currently 82 agencies and organizations are active members, and in Korea,
SAC, National Theater of Korea, Seongnam Arts Center, Daejeon Arts
Center, LG Art Center,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and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oundation are its members.
The Korean Cultural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KOCACA was established with a view to fostering desirable culture and
arts cente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by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pursuing the revival of culture and arts. Incorporated in August 2012,
KOCACA has contributed to invigorating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bridging the cultural divide among regions, and as of the end of 2016, has 201
culture and arts centers as its members.
In 2016, KOCACA carried out its projects with two implementation
strategies under the slogan of Bellwether of national culture and arts centers
that works with people. First strategy is to create a basis for a culture & arts
center and strengthen the ability of its staff. In this category, KOCACA
sought to invigorate the operation of culture and arts centers in total
consulting for culture and art centers (through consulting for 47 agencies)
and created accurate technical data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operated
preliminary evaluation toward the construction of highly efficient culture
and arts cente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culture enjoying conditions at
culture and arts centers. Furthermore, KOCACA surveyed the operation
of the 229 culture and arts center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policies for
developing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creating basic data for developing
support projects. Moreover, with a view to upgrading the operating staff 's

professionalism, KOCACA buttress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 staff by running Culture and Arts Center Academy (supporting
1,653 persons in 9 courses). KOCACA enhanced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ng system and information service for foreign advanced performing
venues through overseas training for culture and arts center staff (34 persons)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xpertise and creativity by experiencing and
analyzing actual cases by touring various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meeting
with related people. Lastly,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basis for invigorated
distribution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KOCACA greatly contributed to
activating performance distribution and upgrading professionalism in culture
and arts centers operation by holding Jeju Haevichi Art Festival (with 338
agencies or organizations and 12,031 persons participating), and contributed
to maximizing the opportunity for regions to revive their culture and arts and
for residents to enjoy diverse and in-depth culture by helping 12 culture and
arts centers develop distinctive and specialized programs through a project
for supporting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centers
repertoire (21,663 persons).
In the second category of expanding the public participation, KOCACA
worked to support excellent performance programs through cultural
empathy across the country in partnership with culture and arts centers
(with 2,136 performances viewed by 654,982 persons) and implemented
Day with Culture for partnership with Day with Culture (660 agencies or
organizations enjoyed by 2,234,259 persons), which presented performances
at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culture and arts centers every last Wednesday of
the month. KOCACA has also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and
arts by support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with 2,809 persons
participating at 71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running Kkumdarak Saturday
culture school art appreciation education project (29,061 persons participating
at 95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thereby providing local residents and youths
mainly at culture and arts centers with programs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in appreciating culture and arts, with a view to expanding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Lastly, KOCACA worked to expand cultural
enjoyment t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by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ontributing to community and cooperating for coexistence
through culture sharing with Happy Zone Ticket Sharing (with 7,373 persons
participating in 64 culture and arts centers) and KB Star Flight Culture and
Arts Class (1,252 persons participating at 60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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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리풀페스티벌
예술의전당은 서초구와 협업하여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9일간, 서초 전역에서 서초, 문화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제2회 서리
풀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축제 기간 동안 예술의전당 내 공간
을 활용,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내 문
화예술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행사를 적극 추
진ㆍ지원했다. 특히,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은 제1회에 이어서 2년 연속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맡아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시키며 새로운 문화예술 도시축제 모델을
제시했다.

제2회 서리풀페스티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으
로 국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기간 동안 예
술의전당은 사전 준비와 홍보, 퍼레이드 진행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주역
이 되어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초구 최대
규모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공연, 보이스오케스트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
는 댄싱 페스티벌이 서초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공적
으로 개최됐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 행사 당일에는, 예
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1만명의 대합창 행사가 열렸으며, 관객들의 뜨거
운 열기와 환호 속에 9일간의 축제를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하며 성
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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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Seoripul Festival
In collaboration with Seocho-gu, SAC successfully held the 2nd Seoripul
Festival in the entire region under the theme Seocho Becomes One in
Culture for nine days from Sep. 24 through Oct. 2, 2016. The festival
accommodated the spaces inside SAC and kept its various cultural events
available for free to participants during the festival period and actively
implemented and supported the event through effective cooperation
among the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nd public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district. Notably, President Ko Hakchan of SAC, who
served as Seoripu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for two
straight years after the first term, encourag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companies, schools, and citizens in the district, thus
presenting a new model for urban culture and arts festivals.
The 2nd Seoripul Festival was described as having contributed to
realizing cultural welfare for the public with its participatory culture
and arts activities shared with local community. During the festival,
SAC actively supported the biggest event in Seocho-gu in preliminary
preparation, promotion, and parade implementation with a view to
creating a venue for resident participation where citizens take the leading
role and experience culture and arts. SAC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successfully held National Gugak Center Created Music Company
Performance, Boys Orchestra, and Dancing Festival with National
Performing Arts Groups, drawing attention and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of Seocho-gu. Noticeably, for the finale that wrapped up the
festival, 10,000 People's Chorus was presented at SAC outdoor areas, and
the whole festival ended in splendor with fantastic fireworks decorating
the 9-day event amidst hot fervor and exultation from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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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체결 현황
예술의전당은 2016년 총 12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맺으며
활발한 대외교류 활동을 벌였다. 문화소외 계층과 지역 해
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공연영상화사업 홍보 및 상영처 확
대를 위해 지자체, 군부대, 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교류 범위를 넓혀왔다. 더불어 예술 프로
그램 교류와 홍보 상호 협조를 목표로 국내 문화예술단체
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초구 일대 인근지역 소재 기업 및 지역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람객 편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에 힘쓰고 있다.

Currently signed MOUs
SAC has actively engaged in public relations by
signing MOUs with 12 organizations in 2016.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AC on Screen which targets
culturally disadvantaged people and regions and
increasing screening venues, SAC entered into business
agreements with local governments, military posts, and
schools, expanding the scope of its business exchange
continuously. Furthermore, SAC continues its active
exchange by signing business agreements with domestic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art program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in promotion. Besides,
SAC works to come up with a plan to improve audience
convenience by entering business agreements with
companies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nearby regions
of Seocho-gu.

체결일

체결기관

주요내용

2016-01-13

육군52사단

우수 공연 영상물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복지 실현 등

2016-04-15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당의 통일 관련 행사 홍보 및 통일교육원의 콘텐츠 개발 협력 등

2016-04-19

여주시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 증진 협력 등

2016-04-19

숙명여자대학교

양 기관의 문화예술행사 상호 홍보 및 진행 협조 등

2016-05-27

KTV 한국정책방송원

공연 예술의 영상 콘텐츠 홍보 협력 등

2016-06-01

제제파크㈜

음악당 관객 기침방지를 위한 목캔디 제공 등

2016-07-14

법원행정처

공연영상콘텐츠 무료 제공, 기획공연전시 할인, 법률 워크숍 지원 등

2016-07-15

(재)서울시립교향악단(재체결)

우선대관 및 기획공연 출연 협조 등

2016-09-01

광명시청

문화예술과 관광문화의 융합과 상생방안 추구 등

2016-09-27

㈜신세계디에프

관광산업 활성화 및 문화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2016-09-27

HDC 신라면세점㈜

문화예술을 이슈로 한 관광객 확대방안 모색 협력

2016-11-16

서초구청, (주)신세계디에프

서초구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 문화복지 활성화 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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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NS of SAC
후원회 명단

성필호

광성기업 회장

회원

안희철

(주)두하 회장

에이스차터링(주) 대표이사

염운환

동일 FnC 대표이사

(주) 디자인하우스 대표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이상일

(주)일진산업 대표

청운대총장

이수성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권재혁

연성대학교 이사장

이영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박수명

K-Phil. Inc 회장

이영자

(주) 한일카페트 감사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재홍

청우개발 대표

이우용

동아전장주식회사 대표

손동창

(주)퍼시스 회장

임중연

동국대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교수

이정익

(주)서광전기 대표

유지연

태창철강(주) 대표이사

박판근

(주)보화스위스 대표이사

임복규

법무법인(유) 동인 파트너변호사

이경록

(주)효봉물산 대표이사

조준래

(주) 비트플랙스 회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이훈규

차의과학 대학 총장

남기춘

변호사

정소영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김무일

전) 현대제철(주) 부회장

김해동

비브라운 Asia Pacific 총괄회장

조규완

(주)이화산업 부회장

양 웅

국제치의학회 세계회장

배동진

(주) 흥해 대표이사

조인경

아카데미 웰 대표

정미애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배병관

전)삼성 테크원 대표이사

조홍석

이화유통(주) 대표

박선주

모란

정의승

(주)KPX 홀딩스

목련

김영진

(주)한독 대표이사

석류

김명숙

고문

김영수 김영호 박영주 송 자 이종구 최종률

회원

(재)정헌재단

우양재단 이사장

회원

나천수

법무법인(유) 태평양 대표변호사

회원

김연욱

호텔 갤러리 대표

수석부회장

서병기

(주)GS 칼텍스

이사장 서민석

석세일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손상수

(주)SK Telecom

회장 허동수

강신장

(주) 모네상스 대표이사

이영혜

부회장

강희철 신영애 윤의숙

고광복

중앙회계법인

문상호

감사

박혜성 신필열

고종진

전) (주)두산 회장

이상렬

이사

강신장 구자관 권기찬 김상래 김재정 김태우

김상래

(주)성도GL 대표이사

김의재

문규영 박기주 박성희 박승택 박정부 박종덕

매화

(주)경농

대표이사 이병만

회원

최종률

전) 예술의전당 사장,
ABC협회 고문

박중규 박한용 서규리 서민석 양동훈 양수화
예주희 윤홍근 이강호 이병만 이봉훈 이상완
이은진 이충희 정문기 정승일 주원석 최영철
한철호 허장원
자문위원

김일곤 박희주 허 참 홍라희

김태우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허장원

서울 중앙병원 원장

박승택

범아 한의원 대표원장

무궁화

이건희ㆍ홍라희

삼성 그룹 회장

동백

박중규

(주)화신공업 회장

회원

(주)대일건설

회장 박희주

회원

김철종

새한산업(주) 회장

이선진

(주)영원무역 이사

지종한

(주)KJC Display Corp. 대표이사

(주)이건산업

회장 박영주

(주)조선내화

회장 이화일

이현구

(주)까사미아 회장

최기준

푸르메 재단 상임고문

권오춘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

(주)태인종합건설

대표이사 권태인

김재우

(주)동인SFG 회장

최재정

JSBS대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신준식

(주)신양산업 회장

한호형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박성희ㆍ김경자

꼬모 아트옥션 이사

허 참

전)상아제약 회장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허영진

허영진 한의원 원장

김일곤ㆍ이상옥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정재호

(주) 고려당 대표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현덕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백종헌ㆍ임명효

(주)프라임산업회장

상지상사(주)

회장 표상기

조병식

(주)서해건설 대표이사

홍경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세영ㆍ변금옥

(주)SBS 명예 회장

신필열

(주)삼성전자 상담역

홍평우

(주)신라명과 대표

홍기표

(주) 우주아이텍 대표이사

이화경ㆍ담철곤

(주)오리온 부회장

(주) 말타니

대표이사 이세용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EPCO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홍기택

박찬용

삼성S D S 과장

KT&G

권기찬

(주) 웨어펀 인터내셔날 회장

배중호

(주)국순당 대표이사

양수화

(사) 글로리아 오페라단장

이종덕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하나투어

대표이사 권희석

김병윤

(주) 삼지아이티 회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최영철

송담학원 이사장

석류

김양자

예맥화랑 대표

회원

이은진

DUKE봉사재단 창업주

이봉훈

(주)이앤스틸 대표이사

윤윤수

(주)휠라코리아 대표

신승애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왕언

(주) 가디언 파트너스 회장

이강호

한국 그런포스(주) 회장

민태기

(주) 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

이재식

법무법인(유)태평양 대표변호사

이민주

(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이용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기봉환

(주)세림 대표이사

김규선

(주)미건코아 대표이사

김민구

W & M 대표

원대연

건축가

김태희

(주)삼표에너지 회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고문

이병일

(주)조비 회장

이종구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목련

이원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이석형

변호사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회원

예주희

동광제약 감사

이온규

(재)솔벗 이사장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이장한

(주)종근당 회장

천석규

(주)천일식품 대표이사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기주

(주) 케이디 파워 의장

정규진

(주)삼양흥업 회장

김재학

(주) 하이젠 모터 대표이사

최광춘

가야치과병원 원장

박인철

(주)리한 회장

박현호

(주) 말레 동현 대표이사

송 자

(재) 아이들과미래 이사장

유정주

변호사

정우철

(주) 일삼 대표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희근

(주)벽산 엔지니어링 회장

배택현

세무사

김용원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박영렬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

박종덕

(주) 태서리사이클링 회장

박지훈

(주)리한 대표이사

서규리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김덕표

(주) 앤비젼 대표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박충근

LKB앤드 파트너스 변호사

국화

박선주

법무법인 (유)산경 대표변호사

회원

신영애

Artsylvia Foundation 대표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박혜성

이화여대 조형대학
공간디자인과 겸임교수

박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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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회장

모란

이상완

(주) 삼성전자 상담역

회원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

(주)밀레

한철호 대표이사

구자관

(주)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주)동일방직

회장 서민석

윤의숙

피코피 코리아 사장

양동훈

(주)유니온 비앤씨 회장

박정부

(주)한웰(다이소) 회장

이충희

(주) 듀오 사장

서병기

전)현대자동차 부회장

유정해

예스24(주)

회장 김동녕

이종호

(주) JW 중외제약 회장

박성동

(주)파크랜드 부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최규홍

(주) 남강 엠엔테크 대표이사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영수

전)문체부장관, 인천아시안게

전효택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이상철

디자이너

이현자

임 조직위원장

김형육

한양이엔지(주) 회장

박형인

(주)파이닉스알앤디 회장

신용극

뉴욕시티오페라이사

서인수

(주) 성도이엔지 대표이사

고병헌

(주)금비 회장

아프로서비스그룹

유로통상(주) 회장

임종빈

(주)뉴서울호텔 대표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양규모

회장 최 윤

문채수

명화공업(주) 회장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유영일

SEOUL ARTS CENTER

강현옥
류재열

(주)조일건설 회장

이영옥

(주) 우리미학/심포니 대표이사

김용빈

(주) 한국테크놀로지 부회장

김정실

프라움악기박물관 관장

김철주

(주) 남영전구

김택동

레이크 투자자문 대표이사

윤천수

(주)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

이창주

(주) 빈체로 대표이사

김상하

(주)삼양사 회장

강신구
고석명

(주)크린텍 회장

권성문

(주) KTB network 대표

권영해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기범

(주) 대우증권 대표이사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김정자

(재)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김주인

(주)시-즈 회장

김현실

온 인테리어 디자인 대표

남수정

(주)썬앳푸드 대표이사

민홍식

(주)싸이언 트레이드 대표이사

박부일

(주) 다다실업 회장

박세종

(주)세종공업 대표

박수지

수지오페라단 대표

박재우

박재우성형외과 원장

박주선

국회의원

서정권

(주)두비 대표이사

※ 2016년 12월 20일 기준
※ 후원회원 명단은 후원금 내역 순이며,
동일한 경우 가나다순입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회원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위한
특별후원금을 기부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헌재단 이운형 이상완 김태우 김영호 박선주 이종구
김상래 박성용 박영주 윤의숙 정재호 Yamada Masakatsu
전효택 강희철 권오춘 배택현 이재식 최광춘 서규리 이원희
김영수 고광복 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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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VENTS &
SAC Awards

arts events
대관사업
SAC awards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64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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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vents
대관 사업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레베카

1.5 - 3.6

EMK뮤지컬컴퍼니

라바야데르

3.30 - 4.3

국립발레단

투란도트

4.8 - 4.10

솔오페라단

가면무도회

4.15 - 4.17

수지오페라단

루살카

4.28 - 5.01

국립오페라단

심청

6.10 - 6.18

유니버설발레단

말괄량이길들이기

6.23 - 6.26

국립발레단

위키드

7.12 - 8.28

설앤컴퍼니

노트르담 드 파리

10.1 - 10.3

마스트엔터테인먼트

토스카

10.13 - 10.16

국립오페라단

케네스 맥밀란<로미오와 줄리엣>

10.22 - 10.28

유니버설발레단

11.3 - 11.6

잠자는 숲속의 미녀

2.13

아트앤아티스트

제 17회 자선음악회 사랑이 머무는 곳에

5.09

평안의집

제4회 유럽 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7.16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70회 정기연주회

2.13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코리안심포니 196회 정기연주회

5.1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스페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7.17

(주)빈체로

2016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2.1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kt chamber orchestra 특별연주회

5.11

컬쳐비즈

제14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18

코리아니쉬플루트오케스트라

(사)Soli Deo Gloria 창립기념 연주회

2.16

(주)위드플래닝펌

막심므라비차, 박완 클래시컬 콘서트

5.12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7.19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제152회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2.17

서울신포니에타

마리오 벤자고의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5.1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7.20

(주)빈체로

KBS교향악단 제703회 정기연주회

2.18

(재)KBS 교향악단

국제콩쿠르 수상자 초청 스승의 날 특별연주

5.15

협동조합 한국 쿱 오케스트라

구노의 장엄미사

7.21

베네딕트예술기획

스테판 애즈버리의 닐센 교향곡

2.1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34회 자선음악회 <그대있음에>

5.16

세실예술기획

KBS교향악단 제708회 정기연주회

7.22

(재)KBS 교향악단

리처드 용재 오닐 <My Way>

2.2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차이코프스키 탄생 176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5.17

(재)CBS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시리즈

7.23

심포니송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6 신년음악회

2.21

예인예술기획

KBS교향악단 제706회 정기연주회

5.20

(재)KBS 교향악단

더 멘즈콰이어 제 8회 정기연주회

7.23

영음예술기획

제8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 갈라콘서트

2.22

클래식타임즈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가족음악회 <크로스오버>

5.21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한국원로교향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7.24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전원속의 운명

2.23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6 머니투데이 "봄" 음악회

5.21

협동조합 한국 쿱 오케스트라

제6회 월드비전 2016 세계어린이합창제 메인콘서트Ⅰ

8.08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음악원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2.24

영음예술기획

제63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23

한국예술종합학교

제6회 월드비전 2016세계어린이합창제 메인콘서트 Ⅱ

8.09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음악원

볼쇼이 극장 솔리스트 오페라 갈라

5.24

(주)아르떼

희망콘서트

8.10

모스틀리 뮤직

국립합창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5.25

(재)국립합창단

제6회 월드비전2016세계어린이합창제 폐막공연

8.11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음악원

국립발레단

소프라노 최인애 데뷔 25주년 카를로 팔레스키와
함께하는 콘서트

2.26

예인예술기획

로엔그린

11.17 - 11.20

국립오페라단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2.2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예인예술기획

솔오페라단

(주)마스트미디어

8.12

11.25 - 11.27

5.26

제23회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일 트로바토레

M4one 챔버앙상블의 그린콘서트

박수길과 함께하는 Canto della Passione

2.27

예울음악무대

노비아스

국립오페라단

경기도문화의전당

8.13

12.8 - 12.11

5.27

제16회 서울우먼싱어즈 정기연주회

로미오와 줄리엣

리카르도 무티＆경기필하모닉

금난새와 뉴월드 필&쿠코의 Sound of Spring

2.28

(주)유라시안코퍼레이션

로타어 차그로제크의 슈베르트 교향곡 8번

5.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여름방학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V

8.14

지클레프

2016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3.01

영음예술기획

서울국제음악제 : SIMF오케스트라의 미션임파서블

5.28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2016한민족합창축제

8.15

(재)국립합창단

토마스 햄슨 첫 내한공연

3.02

(주)지니콘텐츠

(재)국립합창단

예인예술기획

5.29

8.16

3.03

코리아 심포니의 밤

2016한민족합창축제

제3회 헤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6국제로타리서울대회
호스트 조직위원회

2016한민족합창축제

8.17

(재)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3.04

(재)국립합창단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5.3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코리안심포니 197회 정기연주회

8.1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화클래식 2016 :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

3.05

제이에스바흐

서울국제음악제 : 100년 전통의 스웨덴 예블레 교향악단

6.01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오페라 콘체르탄테 <베를리오즈 : 파우스트의 겁벌>

8.19

아트앤아티스트

한화클래식 2016 :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

3.06

제이에스바흐

Summer Night Concerto

6.02

someworld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30주년 기념연주

8.20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8회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정기연주회

3.07

예인예술기획

이 비루투오시 이탈리아니

6.03

브라보컴

2016 한 여름 밤의 콘서트

8.21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제 54회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6.04

지음기획

KlangVerwaltungOrch 내한 연주회

8.22

디제이앤코(DJ&CO)

코리아남성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6.06

세실예술기획

한여름밤의 가곡 이야기

8.23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오라토리오

6.07

천지창조,서울오라토리오

서울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2번

8.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피아노 배틀

6.08

(주)스톰프뮤직

엘리아후 인발과 올가 케른

8.2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 말러, 교향곡 5번(지휘 성시연)

6.09

경기도문화의전당

KBS교향악단 제709회 정기연주회

8.26

(재)KBS 교향악단

안토니오 멘데스의 러시안 이브닝

6.1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노부스 콰르텟 with 손열음 “쇼스타코비치”

8.27

moc프로덕션

2016 디토 페스티벌 : 기돈 크레머 & 뤼카 드바르그

6.1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La Primadonna

8.28

SMI엔터테인먼트

작곡가 임긍수 초청 제 6회 평화음악회

6.13

영음예술기획

올댓 모차르트, 올댓 오페라

8.30

그랜드오페라단

6월의 아름다운 동행

6.14

모스틀리 뮤직

포스메가 남성합창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8.31

영음예술기획

코리안 피스 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6.15

영음예술기획

한스 그라프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1번

9.0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혜경,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콘서트

6.16

(주)스테이지원

한스 그라프와 파스칼 로제

9.0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제707회 정기연주회

6.17

(재)KBS 교향악단

이 마에스트리 11회 정기연주회

9.03

사단법인 미래성악포럼

2016 디토페스티벌 : 비엔나체임버&임동혁,앙상블디토

6.1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레이 첸 바이올린 협주곡 콘서트

9.04

(주)마스트미디어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제87회 정기연주회

6.19

(주)마스트미디어

국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9.06

(재)국립합창단

2016 비보컬 특별초청콘서트

6.21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슬로박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

9.07

브라보컴

한누 린투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6.2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로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9.08

제이케이앤컴퍼니

2016 나라사랑 콘서트

6.23

(주)빈체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

9.10

심포니송

루체른 심포니 첫 내한공연

6.24

(주)빈체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9.11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성신학원 창학 80주년 제34회 정기연주회

6.25

예인예술기획

2016 삶과 나눔 콘서트

9.12

J&R예술기획

서정학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6.25

예인예술기획

김동규 가을콘서트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9.19

(주)플러스엔터테인먼트

세종솔로이스츠 X 길 샤함

6.26

세종솔로이스츠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제153회 정기연주회

9.20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2016디토페스티벌 : 앙상블디토시즌10-혁명가들

6.2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제68주년 국군의날기념 국군교향악단 2016 정기연주회

9.21

국방부근무지원단

9.2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베르테르

15.11.10-1.10

CJ E&M

윤동주, 달을쏘다

3.20-03.27

서울예술단

이미 아직

4.01-04.02

국립현대무용단

공일차원

5.13-05.15

국립현대무용단

한여름밤의 꿈

6.02-06.12

CJ E&M

브로드웨이 <42번가>

6.23-08.28

CJ E&M

카사노바 길들이기

9.20-09.22

아트앤아티스트

제19회 서울세계무용 축제

9.29-10.04

국제무용협회

잃어버린 얼굴 1895

10.11-10.23

서울예술단

춤이 말하다

10.27-10.30

국립현대무용단

우수레페토리 <어린 왕자>

12.9-12.11

국립현대무용단

2016 송정미 크리스마스 인 러브

12.12-12.14

팻머스

인더하이츠

12.20-17.2.12

에스엠컬쳐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레드

6.5-7.10

신시컴퍼니

벨기에 리에주극장 공동제작 - 나티보스

7.15-7.17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 - 오케코레오그래피

10.7-10.9

국립현대무용단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10.13-10.16

한국전자음악협회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AEGAE SQAURE OUTDOOR STAGE
세계인이 주목하는 제주해녀 '나는 해녀, 바다의 딸'

9.09

제주관광공사

콘서트홀 CONCE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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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발렌타인 프로포즈

서울시향의 말러 교향곡 6번

1.1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의 말러 스페셜

1.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임스 골웨이 플루트 페스티발 코리아 2016

1.18

(주)마스트미디어

2016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20

브라보컴

프리모 깐딴떼 제 19회 정기연주회

3.08

영음예술기획

양해엽 선생께 헌정하는 사랑의 콘서트

3.09

지클레프

KBS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3.10

(재)KBS 교향악단

리오넬 브랑기에와 클라라 주미 강

3.1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안나 네트렙코 & 유시프 에이바조프 내한공연

3.12

(주)빈체로

천원짜리 콘서트 CLASSIC SAMPLER

3.13

심포니송

2016 CBS아름다운열정 <벨 칸토>

3.14

(재)CBS

THE SPRING CONCERT

3.15

서울콘서트매니지먼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성 토마스 합창단

3.16

(주)빈체로

제7회 아름다운 우리노래

3.17

노블아트오페라단

엘리아후 인발의 말러 교향곡 7번

3.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신춘음악회

3.19

주식회사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랑스 음악을 아시나요?

3.20

심포니송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1회 정기연주회

3.21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슈만 서거 160주년 기념음악회

3.22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Haik Kazazyan 초청 스타콘서트

3.23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독일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3.24

제이케이앤컴퍼니

KBS교향악단 제704회 정기연주회

3.25

(재)KBS 교향악단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결선)

3.26

(주)동아일보사

슈만의 봄

3.27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 기념 콘서트

3.29

(주)차이코프스키 씨앤씨

뮌헨 소년 합창단

3.30

브라보컴

리베라 소년 합창단 내한 공연

3.31

서울예술기획(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4.04

(주) 신세계

제32회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23

놀라온 콘서트 Haydn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그너 탄호이저 오페라 콘체르탄테

6.30

부천시청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음악회

강남심포니 성기선 상임지휘자 취임기념 음악회

7.0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쇼지 사야카의 프로코피예프

9.2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6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9.24

라보라 예술기획

서울 아카데미앙상블 창단50주년 기념연주회

9.24

(주)마스트미디어
재단법인 안익태기념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7.02

예인예술기획

4.23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 콘서트

7.02

세종솔로이스츠

나의 조국, 나의 노래

9.27

(사)뉴서울필하모닉 창단 25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4.24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 오케스트라

7.03

(주)스톰프뮤직

금난새와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9.28

주식회사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스트라디바리 콰르텟 & 허승연

4.27

(주)빈체로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3회 정기연주회

7.04

세실예술기획

백건우의 선물

9.29

(주)빈체로

KBS교향악단 제702회 정기연주회

1.21

(재)KBS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195회 정기연주회

1.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6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3일)

1.2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쇼팽음반발매기념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2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10숙명 페스티벌 콘서트

4.28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95회 서울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7.05

(사) 서울윈드앙상블

KBS교향악단 제710회 정기연주회

9.30

(재)KBS 교향악단

2016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4일)

1.2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KBS교향악단 제705회 정기연주회

4.29

(재)KBS 교향악단

2016 제6회 연천DMZ국제음악제 성공개최염원콘서트

7.06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코리안심포니 198회 정기연주회

10.0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4.3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Happy Birthday! Mahler!

7.0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6 중앙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02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7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1.26

ARKO한국창작음악제

코리안심포니 청춘대길 꽃봄콘서트

리카르도 무티 & 시카고 심포니

1.28

(주)빈체로

클라라 주미 강 &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4.30

(주)세나

에셴바흐의 말러 교향곡 1번

7.0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

10.03

사단법인 함께한대

리카르도 무티 & 시카고 심포니

1.29

(주)빈체로

핀커스 주커만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5.01

경기도문화의전당

2016 한양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09

한양대학교

10.04

(주)마스트미디어

5.02

(주)스톰프뮤직

국가보훈처와 IBK기업은행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10.05

(주)오푸스

10.06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필하모니안즈서울 신년음악회

1.30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2016 서울대학교 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7.09

서울지방보훈청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 파사렐라(반도네온)

1.30

아카디아

제17회 (사)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03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디오스, 피아졸라

7.10

(주)스톰프뮤직

다니엘 호프 &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 2016 GMF
휴고볼프-이탈리아가곡집 : 랄프 고토니,
임선혜&앙상블오푸스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3회 정기연주회

스트라빈스키 바젤 콘체르토 모차르트 레퀴엠

1.31

심포니송

KBS교향악단 키즈 콘서트 : 플라잉 심포니

5.04

(재)KBS 교향악단

한국교수콰이어 제13회 정기연주회

7.11

세실예술기획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영민의 말러 제2번 부활

10.07

부천시청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e단조 op64, 찬송교향곡

2.01

서울오라토리오

크레디아 어린이날 음악회 : 더 퀸 온 아이스(5시)

5.0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하성호와 서울팝스 28주년 기념음악회

7.12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테너 안형일과 함께하는 골든보이스 콘서트

10.09

영음예술기획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2시)

2.0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크레디아 어린이날 음악회 : 더 퀸 온 아이스(2시)

5.0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제152회 정기연주회

7.13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10

(주)빈체로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8시)

2.0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청춘합창단과 함께하는 통일나눔 3세대 대합창

5.06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7.14

아카디아

FEBC가을음악회

10.11

극동방송

도밍고 힌도얀의 영웅의 생애

2.1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5.08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서울시향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7.1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6 제34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12

(사)한국음악협회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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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vents
대관 사업

2016 제34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13

(사)한국음악협회

안네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10.1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6 제34회 대한민국국제음악

10.15

제(사)한국음악협회

2016 제34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폐막공연

10.16

제(사)한국음악협회

제2회 kt chamber orchestra 특별연주회

10.17

(주)컬쳐비즈글로벌

제8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10.19

(재)세일음악문화재단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 공연

10.20

(주)마스트미디어

율리아 피셔 바이올린 리사이틀(주)빈체로

10.21

(주)빈체로

제27회 이건음악회 - 아비 아비탈 초청 연주회

10.22

(주)이건창호

제27회 이건음악회 - 아비 아비탈 초청 연주회

10.22

(주)이건창호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10.23

(주)마스트미디어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10.2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밤베르크 교향악단

10.26

(주)빈체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밤베르크 교향악단

10.27

제19회 우리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앙상블 라 감므 제2회 정기연주회

1.16

(주)세광아트

2016 이럴때 이런음악

1.16

훈엔터테인먼트

목혜진 귀국 첼로 독주회

1.17

예인예술기획

한아름 바이올린 독주회

1.17

예인예술기획

이효주 피아노 리사이틀

1.18

moc프로덕션

김은혜, 고전을 바라보다

1.19

(주)오푸스

String Quartet 휴(休) 첫번째 여행

1.20

주식회사 티앤비뮤직

서지원 귀국 플루트 독주회

1.21

예인예술기획

겨울나그네

1.22

프레스토 아트

플루트 앙상블 아디나 제6회 정기연주회

1.23

예인예술기획

배장흠 클래식기타 독주회

1.23

음악교육신문사

예가 소사이어티 연주회 "러시아의 겨울"

1.24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주)빈체로

지음 클라리넷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1.24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10.28

예인예술기획

기타리스트 가주히토 야마시타의 Guitar Octet

1.26

예인예술기획

펜데레츠키와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10.29

(주)오푸스

제6회 니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27

이든예술기획

KBS교향악단 제711회 정기연주회

10.29

(재)KBS 교향악단

조이오브스트링스 신년음악회

1.28

(사)조이오브스트링스

펜데레츠키와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10.30

(주)오푸스

이무지치 신년음악회 - Concerti Romani

1.29

아카디아

겨레사랑 2016 한국가곡 페스티벌

11.01

세실예술기획

제 10회 미시간 피아노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1.30

영음예술기획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정명훈

11.0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앙상블 공감 재능기부 프로젝트1_사랑의 콘서트

1.30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강충모 피아노 리사이틀

11.03

(주)스테이지원

클로리스 트리오 4th정기연주회

1.31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88회 정기연주회

11.04

(주)마스트미디어

제 6회 아니마 체임버 정기연주회

2.01

컬쳐비즈

조재혁 위드프렌즈

11.05

(주)스톰프뮤직

온드림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2.02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

11.06

심포니송

국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 창작합창의 밤

2.03

(재)국립합창단

오라토리오 갈라 콘서트

11.07

서울오라토리오

제8회 피아니스트 김강희 렉처 리사이틀

2.05

세실예술기획

한국을 빛낸 위대한 성악가들

11.08

에듀뮤직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리사이틀

2.11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11.0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제6회 강남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12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2.13

JJ예술기획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머스

11.1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바이올리니스트 배영미 첼리스트 김재준 듀오 리사이틀

슈페이 양의 아란후에스 협주곡

11.1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한형실 교수 동문 음악회

2.13

이든예술기획

2.14

지클레프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11.13

사단법인다볕문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11.15

ARKO한국창작음악제

클래식에 빠지다 : 세상의 모든 발라드

2.14

(주)스톰프뮤직

파리 오케스트라

11.16

(주)빈체로

모리스콰르텟 제19회 정기연주회

2.15

(주)마스트미디어

2.16

서울바로크싱어즈

클라라 주미 강 손열음 듀오 콘서트

11.17

아트앤아티스트

제18회 서울바로크싱어즈 정기연주회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

11.1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한유경, 에르베비오 피아노 듀오 콘서트

2.17

J&R예술기획

2.18

예인예술기획

김희균 피아노 독주회

3.13

이든예술기획

서울챔버앙상블 제60회 정기연주회

5.08

한다우리예술기획

베이스 장영근 독창회

3.14

영음예술기획

제37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5.08

예인예술기획

안토닌앙상블 정기연주회

3.15

지음기획

사랑과 헌정의 콘서트

5.09

한국피아노학회

앙상블 The Manhattan 창단 연주회

3.16

이든예술기획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트로이카 콘서트 시리즈 9

5.10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제 2회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3.17

재단법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리사이틀

5.11

(주)음연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트로이카 콘서트 시리즈 8

3.18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조이오브스트링스 정기연주회

5.12

(사)조이오브스트링스

첼리스트 주연선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리사이틀

3.19

아트앤아티스트

2016 서경 스트링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13

서경뮤직소사이어티

월간 WIND & 초청 신인음악회

3.19

J&R예술기획

앙상블 탐베노바 제3회 정기연주회

5.14

(주)마스트미디어

해피버스데이, 바흐 : 시즌2

3.20

(주)스톰프뮤직

첼리스타 첼로앙상블

5.15

지클레프

프랑수아 듀몽, 앙상블오푸스의 프랑스에서 온 편지

3.20

(주)오푸스

김광훈 바이올린 독주회

5.16

영음예술기획

HS앙상블 정기연주회 '십자가의 칠언'

3.21

지음기획

문화 talk 콘서트 - 도시의 유혹에 빠지다

5.17

enter M(엔터엠)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3.22

진아트컴퍼니

피아노 앤드류 타이슨 & 첼로 이유정 듀오

5.18

서울예술기획(주)

김성훈 피아노 독주회-브람스 전곡 시리즈2

3.23

지클레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5.19

기업은행

CMAK 음악인협회 제11회 정기연주회

3.24

지클레프

로베르토 프로세다

5.20

아카디아

2016 앙상블 뉴화인아트 정기연주회

3.25

NFAMusic(뉴화인아트뮤직)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로맨틱 트리오>

5.22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삼성카드 스테이지 05 아르츠 콘서트 인 런던

3.26

(주)스톰프뮤직

숙명트리오 정기연주회

5.22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LARS ENSEMBLE 제4회 정기연주회

3.26

영음예술기획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그때 그 시절>

5.23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자매 피아니스트 유수정 유수진의 두오 콘서트

3.27

(주)부암아트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황혼>

5.24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음연초청 이혜전 피아노 독주회

3.27

(주)음연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국보>

5.25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피아니스트 임미정의 세상의 모든 음악 시리즈 6

3.29

(주)마스트미디어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브렌타노 콰르텟>

5.26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앙상블 모인 정기연주회

3.30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서울국제음악제 : 개막연주회 조지 리 피아노 리사이틀

5.27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이기정 피아노 독주회

3.31

음악교육신문사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멜리-멜로>

5.28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클래식에 빠지다 : 세상의 모든 녹턴

4.01

(주)스톰프뮤직

김종국 장은령의 부부싸움콘서트 Together

5.29

지클레프

박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4.02

예인예술기획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트리오 반더러>

5.29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동문 음악회

4.02

JJ예술기획

소프라호른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5.31

위드엔터테인먼트

316 앙상블 정기연주회

4.03

영음예술기획

소프라노 정기옥 독창회

6.01

예인예술기획

첼리스트 홍지연 독주회

4.03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한국 현대음악 축제 시리즈 I - Composer and their Colleague

6.02

이든예술기획

제15회 KFEA 한국플루트교육자협회 정기연주회

4.04

(주)마스트미디어

라 메르 에 릴 (바다와 섬) 제8회 정기연주회

6.03

지클레프

ARIAS in SPRING

4.05

JS 예술기획

피아니스트 김현정 리사이틀

6.04

이든예술기획

22회 듀오 스타콘서트

4.06

예인예술기획

2016 아시아 하프 페스티벌 폐막 : 비르투오조 콘서트

6.04

(주)스테이지원

디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4.08

(주)마스트미디어

권 명 바이올린 독주회

6.05

예인예술기획

맛있는 클래식

4.09

(주)스톰프뮤직

서울 플루트 솔로이스츠 제 6회 정기연주회

6.05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오미선과 함께하는 고향 그리워

4.09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2016 Seoul Horn Club Concert

6.06

(주)마스트미디어

김연경 피아노 독주회

4.10

(주)마스트미디어

선형훈과 친구들

6.07

(의)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2016 예술가곡여행 I - 헬무트도이치 & 임선혜

4.10

WCN코리아(주)

박고운 첼로 독주회

6.08

지클레프

4.11

(주)음연

김다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6.09

moc프로덕션

KBS교향악단 제712회 정기연주회

11.19

(재)KBS 교향악단

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정경화 바흐 무반주 전곡 리사이틀

11.19

(주)뮤직앤아트컴퍼니

누클레오 앙상블 창단연주회

2.19

(주)마스트미디어

하늠챔버앙상블 20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음악순례Ⅴ

2.20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첼리스트 최경은 초청 독주회

4.12

예인예술기획

아니마스 피아노 트리오 2016 정기연주회

6.10

이든예술기획

트리오 루나리스 스페셜 콘서트

2.20

이든예술기획

연지회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4.13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베이스 클럽 정기연주회

6.1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코리안 모던 앙상블 창단 연주회

2.21

클래시 라운지

2016 한국국제교류재단 봄 정기음악회

4.14

한국국제교류재단

마크 그로웰스 플루트 리사이틀＆챔버 오케스트라

6.11

클래시 라운지

이주희 플루트 독주회

2.2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윤철희 피경선 듀오리사이틀

4.15

윤철희

콰르텟 21 제46회 정기연주회

6.12

콰르텟21

피아니스트 조지현의 Schubert Highlight

2.22

(주)마스트미디어

서울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4.17

지클레프

2016 PAN 목관 5중주 정기연주회

6.12

음악춘추사

누뚜 창단연주회

2.23

예인예술기획

피아보체 앙상블 제1회 정기 연주회

4.17

이든예술기획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친구들 시즌 3

6.13

영음예술기획

이형근 황의원 Duo Recital

2.24

클래시 라운지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4.18

영음예술기획

창단30주년 한국페스티발앙상블 61회 정기연주회

6.14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독일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 내한연주회

2.25

코리아무지카

제9회 한국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4.19

예인예술기획

미야자와 플루트 콰르텟 제 3회 정기연주회

6.16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문영미 귀국 피아노 독주회

2.26

이든예술기획

미텔도이체 캄머필하모니 내한연주회

4.20

코리아무지카

피아니스트 조재혁 독주회 - 巡禮 (순례)

6.17

프레스토 아트

한국 튜바 유포늄 연구협회 제1회 정기연주회

2.27

예인예술기획

제1회 대한민국 성악제 - 오페라의 향기

4.21

한국성악가협회

안명주 플루트 독주회 with Karos

6.19

플룻샵

파리에서의 추억 2 트리오 콘서트

2.27

이든예술기획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4.22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콰르텟 솔 정기연주회

6.19

지클레프

지음지기 브라스 콰이어 세 번째 이야기

2.28

위드엔터테인먼트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4.23

(주)스톰프뮤직

제6회 아셀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6.20

예인예술기획

제7회 해설이 있는 악흥의 한때

2.28

J&R예술기획

트리오 제이드 결성 10주년 기념 연주회

4.23

moc프로덕션

부윤정 첼로 독주회

6.21

이든예술기획

앙상블 ELAS 정기 연주회

3.01

클래시 라운지

Spirit of SNU Strings V

4.24

(주)마스트미디어

LARS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6.22

영음예술기획

팬아시아 필하모니아 제1회 정기연주회

3.02

현대문화

막스 레거 서거 100주년 추모음악회

4.24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I

6.23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OES) 특별연주회

3.03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제1회 대한민국 성악제 - 한국가곡의 향기

4.26

한국성악가협회

피아니스트 한상일 리사이틀II

6.24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소프라노 차소용 독창회

3.04

영음예술기획

세종챔버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4.27

지음기획

국립합창단 제15회 데뷔콘서트

6.25

(재)국립합창단

김대진 피아노 독주회
이상 엔더스의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1.20
11.26

디제이앤코(DJ&CO)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02

콘서트디자인

12.04

(주)빈체로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12.05

(주)빈체로

2016 쏠리스트앙상블 제 33회 송년음악회

12.06

영음예술기획

2016 베를린 필하모닉 솔리스트 내한공연

12.07

영음예술기획

열정 & 그리움

12.08

재단법인 성정문화재단

서울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1번

12.0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9회 한미친선송년음악회

12.11

서울사이버대학교

핀커스 주커만과 함께하는 2016 KCO 송년음악회

12.12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이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2.13

(주)음연

기업인과 함께하는 아듀 2016 Gran Concert

12.14

노블아트오페라단

바흐솔리스텐서울 마스터피스 시리즈 Ⅴ

12.15

(주)마스트미디어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2.16

(사)화음

2016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12.17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2016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12.18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Quartet atis 정기연주회

3.05

지클레프

제1회 대한민국 성악제 - 예술가곡의 향기

4.28

한국성악가협회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Ⅰ

6.2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국립합창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12.19

(재)국립합창단

김 준 피아노 독주회

3.05

(주)음연

이탈리아 성악회 제 63회 정기연주회

4.29

영음예술기획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Ⅱ

6.2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국립합창단 제 165회 정기연주회

12.20

(재)국립합창단

해피버스데이, 라벨

3.06

(주)스톰프뮤직

2016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콘서트

4.30

(주)마스트미디어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Ⅲ

6.2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삼성카드 셀렉트 36 KBS교향악단 모두의 크리스마스

12.21

(재)KBS 교향악단

이혜선 클라리넷 독주회

3.06

영음예술기획

제5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4.30

예술원사무국

콰트로 이화 제7회 정기연주회

6.28

지클레프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12.22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3.07

영음예술기획

음연초청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5.01

(주)음연

음연초청 Brian OKane, 백민정 두오 연주회

6.29

(주)음연

2016크리스마스콘서트유키구라모토와친구들

12.2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트리오 콘 스피리토 정기연주회

3.08

이든예술기획

채희철&어수희 두오 연주회

5.01

이든예술기획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제40회 정기연주회

6.30

(사)화음

2016크리스마스콘서트유키구라모토와친구들

12.2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윤혜리 플루트 독주회

3.09

영앤잎섬(주)

강남대학교 독일음악학부 교수음악회

5.02

음악교육신문사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Ⅳ

7.0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6크리스마스콘서트유키구라모토와친구들

12.2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홍성은 첼로 독주회

3.10

(주)마스트미디어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6 정기연주회

5.03

지클레프

앙상블 우리 연주회

7.02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TV 개국 5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2.27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준수 바이올린 독주회

3.11

(주)마스트미디어

비올리스트 김성은의 비올라를 좋아하세요? III

5.04

(주)마스트미디어

우리들의 이야기 여섯번째

7.02

예진문화기획사

2016 서울시향의 합창 교향곡

12.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파곳을 사랑한 비발디 시리즈

3.12

영음예술기획

어린이날 그림책 음악회

5.05

(사)화음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Ⅴ

7.0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6 서울시향의 합창, 또 하나의 환희

12.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김호정 첼로 독주회

3.12

(주)마스트미디어

KCO 첼로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5.07

위드엔터테인먼트

2016디토페스티벌 : 에네스콰르텟-베토벤사이클Ⅵ

7.0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KBS교향악단 제713회 정기연주회

12.30

(재)KBS 교향악단

서울 클라리넷 비르투오소 창단연주회

3.13

클래시 라운지

레오정 with 아이레스

5.07

(주)마스트미디어

베토벤 시리즈 IV

7.04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프리마돈나 앙상블 제 18회 정기연주회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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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혜 피아노 독주회

7.05

이든예술기획

앙상블에클라 정기연주회 - 히나스테라 탄생 100주년기념

9.20

현대문화

김봉 교수 정년퇴임 음악회

11.20

예인예술기획

박연희 귀국 더블 베이스 독주회

1.3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기타리스트 박종호 리사이틀 : 모던 바로크

7.06

아트앤아티스트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첼로 소나타>

9.21

(주)오푸스

베토벤 시리즈 VI

11.21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박지은 플루트 독주회

2.01

예인예술기획

박선화 피아노 독주회

7.07

클래시 라운지

내 생애 첫 클래식 : 솔리앙상블

9.24

(주)스톰프뮤직

제12회 첸트로뮤지카 정기연주회

11.22

(주)부암아트

이송희 첼로 독주회

2.02

(주)마스트미디어

방효선 피아노 독주회

7.08

음악교육신문사

Soprano Cristina Park Recital

9.24

예인예술기획

토너스 트리오 브람스 트리오 전곡 연주회 Ⅰ

11.24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전진주 바이올린 독주회

2.03

영음예술기획

나채원 플루트 독주회

7.09

(주)마스트미디어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9.25

영음예술기획

우리노래펼침이 열두 번째 모임

11.25

(주)부암아트

Sop.김수민 Bass안균형 듀오 콘서트

2.04

콘서트디자인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7.09

예인예술기획

조영미＆조영창의 Autumn in Music

9.27

컬쳐비즈

국립합창단 데뷔콘서트 16

11.26

(재)국립합창단

구희령 귀국 첼로 독주회

2.05

클래시 라운지

김태희 피아노 독주회

7.10

예인예술기획

포어스트만 콰르텟 정기연주회

9.28

영음예술기획

서울모테트청소년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1.26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제3회 파소앙상블 정기연주회

2.12

뮤직클레프

V9 First Impressions

7.10

양경아

지그문트 그로븐 하모니카 콘서트

9.29

서울예술기획(주)

제12회 GSGQ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27

예인예술기획

김소연 오보에 독주회

2.13

영음예술기획

한국플루트학회 제4회 정기연주회

7.11

예인예술기획

KCO 스트링 콰르텟 제 15회 정기연주회

9.30

영음예술기획

제13회 IVI와 함께하는 이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11.27

이든예술기획

문수형 바이올린 독주회

2.13

예인예술기획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전하는 바로크 음악 이야기

7.12

영음예술기획

트리오 '이소' 창단연주회

10.01

JJ예술기획

앙상블 크레오 제1회 정기연주회

11.29

이든예술기획

선율 앙상블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2.14

예인예술기획

임상희 피아노 독주회

7.13

(주)마스트미디어

바로크 컴퍼니 프로젝트 #3

10.01

지클레프

박미정, 김은아 브람스 전곡시리즈 I

11.30

영음예술기획

최은선 피아노 독주회

2.14

클래시 라운지

앙상블 유니송 초청 연주회

7.14

(주)음연

20-21세기 앙상블 II

10.02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소프라노 이승현 독창회 V

12.01

영음예술기획

박경호 플루트 독주회

2.15

클래시 라운지

제15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본선

7.15

국립오페라단

임재홍 & 김준희 듀오 리사이틀

10.02

(주)오푸스

극작가 피에르 보마르셰와 오페라를 통한 대화 vol.I

12.02

(주)인터엠알오

김윤선 비올라 독주회

2.16

JJ예술기획

배장흠과 친구들 콘서트

7.1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베토벤 시리즈 V

10.03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제38회 서울대OB합창단 정기연주회

12.03

예인예술기획

정서연 피아노 독주회

2.17

이든예술기획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

7.16

moc프로덕션

베네플루티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0.04

예인예술기획

피아노 듀오 콘서트 “모전여전 母傳女傳”

12.03

김지현

신범수 타악기 독주회

2.18

(주)마스트미디어

안정아 클라리넷 독주회

7.17

예인예술기획

피아니스트 강지은의 음악愛 7

10.05

(주)마스트미디어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리사이틀

12.04

(주)스톰프뮤직

김윤경&부윤정 베토벤 프로젝트2

2.19

지클레프

국성화 플루트 독주회

7.17

음악교육신문사

독일 쾰른 국립음대 동문음악회

10.06

(주)마스트미디어

방세원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2.04

클래시 라운지

김영미 플루트 독주회

2.20

예인예술기획

유터피 목관오중주단 제11회 정기연주회

7.18

지클레프

박지윤 바이올린 리사이틀

10.07

moc프로덕션

챔버 뮤직 투데이 시즌6 - 베토벤,슈만,브람스

12.05

캐쥬얼클래식

테너 김성수-피아니스트 정은성 Song & Piano

2.20

UNICO

아코르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7.19

지클레프

건우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0.08

(주) 툴뮤직

챔버 뮤직 투데이 시즌6 - 드보르작, 바르톡, 도흐나니

12.06

캐쥬얼클래식

강윤식 작곡 발표회

2.21

(주)부암아트

피아니스트 오윤아의 재즈 탱고 클래식의 만남

7.20

(주)마스트미디어

코리아 싱어즈 제 13회 정기연주회

10.09

영음예술기획

제15회 클랑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2.07

예인예술기획

김민경 귀국 플루트 독주회

2.21

예인예술기획

홍주향 귀국 피아노 독주회

7.21

영음예술기획

2016 퀄텟 K 정기연주회

10.09

예인예술기획

민유경 바이올린 리사이틀

12.10

(주)마스트미디어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2.22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앙상블 쉼표 창단연주회

7.23

예인예술기획

제 35회 한국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10.10

한국리스트협회

피아니스트 안인모의 피아노텔링 콘서트-Miracle-

12.11

(주)마스트미디어

변지혜 바이올린 리사이틀

2.23

(주)세나

제 4회 나메(NAME) 앙상블 정기연주회

7.23

지클레프

제 13회 벨라보체 음악회

10.11

콘서트디자인

콰르텟 21 제47회 정기연주회

12.12

콰르텟21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곡시리즈Ⅲ

2.24

영음예술기획

제2회 그라티아 트리오 정기연주회

7.24

예인예술기획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 기념콘서트

10.12

에듀뮤직

테너 이규철의 겨울나그네

12.13

UNICO

송호섭 클라리넷 독주회

2.25

영음예술기획

실내악의 향연

7.24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소프라노 박혜진 독창회

10.14

예인예술기획

앙상블 유림 제55회 정기연주회 - 실내악의 초대

12.14

(주)음연

김내리 바이올린 독주회

2.26

영음예술기획

제8회 해설이 있는 악흥의 한때

8.08

J&R예술기획

유시연의 테마콘서트 XIV

10.16

(주)음연

피아니스트 이안 홉슨 초청 리사이틀

12.15

(주)마스트미디어

정영안 첼로 독주회

2.27

예인예술기획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8.09

지음기획

Trio Bresciani & Friends

10.1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HEART to HEART CONCERT

12.16

하트하트재단

인비토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2.27

클래시 라운지

2016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8.11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한경진, 정재윤, 조혜정 트리오 연주회

10.17

영음예술기획

하피스트 곽정과 하피데이앙상블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8

(주)스테이지원

CELLO PROJECT＜2B＞시리즈 I

2.28

클래시 라운지

아벨 콰르텟 정기연주회

8.12

moc프로덕션

에라토 앙상블

10.18

지클레프

플루티 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12.18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클라리넷 김민이 & 플루트 장선아 듀오 리사이틀

2.28

예인예술기획

윤진리 & 허담 Starry Duo

8.13

지클레프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 기념콘서트

10.19

에듀뮤직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12.19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김자영 첼로 독주회

3.01

예인예술기획

클래식으로 만나는 영화음악 II

8.13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현영주 김지애 두오 리사이틀

10.21

지클레프

제13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0

(주)부암아트

제6회 클랑 트리오 정기연주회

3.02

예인예술기획

미루스 트리오 2016 정기연주회

8.14

예인예술기획

서울신포니에타 제153회 정기연주회

10.22

서울신포니에타

콰트로 이화 제8회 정기연주회

12.21

지클레프

박현정 플루트 독주회

지클레프

2016 이럴때이런음악 '해설이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8.14

훈엔터테인먼트

육아방송 태교음악회

10.22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2016 재단법인 인춘 송년 문화사랑 나눔의 밤

12.22

3.03

서울예술기획(주)

앙상블 Allegro 제5회 정기연주회

(주)마스트미디어

서울챔버앙상블 제61회 정기연주회

8.15

한다우리예술기획

트리오 바리에 창단연주회

10.23

(주)마스트미디어

손민수 & 수렌 바그라투니 듀오콘서트

12.23

3.04

진아트컴퍼니

최정현 바이올린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바캉스

8.16

(주)마스트미디어

필립 윤트 · 프레디 켐프 듀오 콘서트

10.23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아르츠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런던

12.24

3.05

(주)스톰프뮤직

라플루티시모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

플룻샵

어바웃콘트라바쓰의 스펙트럼 Ⅲ - 김구 아리랑

8.17

WCN코리아(주)

앙상블 4PM 연주회

10.24

(주)마스트미디어

크리스마스페스티벌

12.24

3.05

영음예술기획

CELLO PROJECT＜2B＞시리즈 II

클래시 라운지

베이스 최공석 귀국독창회

8.18

영음예술기획

바이올린 듀오 레토리카 내한공연

10.25

제이케이앤컴퍼니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12.25

3.06

뮤지컬파크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라 메르 에 릴 (바다와 섬) 제9회 정기연주회

8.19

지클레프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10.26

WCN코리아(주)

아마데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25

3.06

아마데우스 챔버오케스트라

3.07

지클레프

크로스챔버오케스트라 제31회 정기연주회

8.20

크로스챔버오케스트라 (CCO)

운지회 체임버 오케스트라 시리즈 XI

10.27

현대문화

소프라노 박연희 독창회 (바흐와 메시앙)

12.27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7회 정기연주회

(주)부암아트

3.08

(주)마스트미디어

임현수 트롬본 독주회

8.20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백민정 피아노 독주회

10.28

(주)음연

제2회 설아회 연주회

12.28

제15회 트리오 파라디아 정기연주회

예인예술기획

3.09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해피버스데이 드뷔시

8.21

(주)스톰프뮤직

김진욱 피아노 독주회

10.29

(주)마스트미디어

이 베아띠 제17회 정기연주회

12.29

2016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3월)

영음예술기획

예인예술기획

8.21

(주)마스트미디어

필하모니안즈서울 정기 연주회 - 클래식 & OST

10.29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조이오브스트링스의 Winter Story

(사)조이오브스트링스

3.10

제3회 한국콘트라바쓰협회 페스티벌 콘서트

12.30

송재광 바이올린 독주회

(주)마스트미디어

8.22

이든예술기획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13회 스페셜콘서트

10.30

지음기획

서울챔버앙상블 제62회 정기연주회

한다우리예술기획

3.11

브라스 아츠 서울 제2회 정기연주회

12.31

백희진 첼로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8.23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음연 기획공연 Viva Piano Season II

10.30

(주)음연

2016 필하모니안즈서울 송년음악회

사단법인 티앤비엔터테인먼트

3.12

이상 엔더스, 조진주, 김혜진 트리오 콘서트

12.31

한지은 플루트 독주회 Flautato Series I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3.13

예진문화기획사

김광군 바이올린 독주회

8.24

WCN코리아(주)

테너 우태호 독창회 '음악인생 50년'

11.01

영음예술기획

조정현 오보에 독주회

3.13

예인예술기획

소정성악회 제 30회 정기연주회

8.25

베아매니지먼트

To Know, To Love 2016

11.02

예인예술기획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제76회 정기연주회

3.14

UNICO

제8회 뤼미에르 앙상블 정기연주회

8.26

(주)부암아트

플루트 인 어스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1.03

이든예술기획

전재성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16

예인예술기획

창단30주년기념 한국페스티발앙상블 26회 현대음악축제

3.15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발트 앙상블

8.27

예음뮤직아카데미(흙과나무 기획사)

알렉상드르 바티 리사이틀

11.0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김민정 비올라 독주회

1.16

(주)마스트미디어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제62회 봄 정기연주회

3.16

현대문화

이선아 피아노 독주회

8.27

(주)마스트미디어

심선민 퍼커션 리사이틀

11.05

(주)마스트미디어

이문영 바이올린 독주회

1.17

전나경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62회 정기연주회

3.17

지클레프

스누아첼로앙상블 정기연주회II

8.28

예인예술기획

제6회 예무스 정기연주회

11.05

이든예술기획

이예린 플루트 독주회

1.17

예인예술기획

트리오 노발리스 정기연주회

3.18

(주)마스트미디어

Mana Sonus Ensemble 제8회 정기연주회

8.28

클래시 라운지

유전식 트롬본 독주회

11.06

예인예술기획

이양경 피아노 독주회

1.18

지클레프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1차예선)

3.19

(주)동아일보사

부천시립합창단 위대한작곡가시리즈4 (Ⅱ) - 에릭휘태커

8.30

부천시청

이세영 바이올린 독주회

11.07

예인예술기획

김보경 피아노 독주회

1.19

이든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1차예선)

3.20

(주)동아일보사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트로이카콘서트 10

8.31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 62회 정기연주

11.08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지은혜 바이올린 독주회

1.20

예인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2차예선)

3.21

(주)동아일보사

김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9.01

이든예술기획

플루티스트 최나경 리사이틀〈파리의 연인〉

11.0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조영훈 귀국 피아노 독주회

1.21

클래시 라운지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2차예선)

3.22

(주)동아일보사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OES의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9.02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피아니스트 김경아 초청 독주회

11.10

예인예술기획

권요안 피아노 독주회

1.22

영음예술기획

LG와 함께하는 제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준결선)

3.24

(주)동아일보사

개교 70주년 기념 서울교육대학교 후원의밤

9.06

(주)마스트미디어

인디애나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음악회

11.12

디셈버 퍼포밍 아트

가일 플레이어즈 청소년 음악회

1.23

영음예술기획

이윤영 플루트 독주회

3.25

예인예술기획

2016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I

9.07

(주)마스트미디어

제8회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콘서트

11.12

(주)마스트미디어

테너 김정수 귀국 독창회

1.23

UNICO

이귀란 피아노 독주회

3.26

이든예술기획

바흐솔리스텐서울 피오리 무지칼리 시리즈 IV

9.08

(주)마스트미디어

메조소프라노 문혜경 독창회

11.13

서울오라토리오

일리노이 동문 음악회

1.24

지음기획

SU Camerata 정기연주회

3.26

지음기획

박종민 양제경 듀오 리사이틀 : 베르디 예술가곡

9.09

아트앤아티스트

브레게-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11.13

지클레프

파리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24

(주)부암아트

이수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3.27

(주)비다엠엔터테인먼트

허희정 심선민 듀오 리사이틀

9.10

(주)마스트미디어

바리톤 김동섭 독창회

11.14

UNICO

이새롬 클라리넷 독주회

1.26

영음예술기획

이연주 오보에 독주회

3.27

예인예술기획

서울 페스티발 앙상블 정기연주회

9.10

영음예술기획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트로이카콘서트 11

11.15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유지홍 플루트 독주회

1.27

클래시 라운지

한희연 피아노 독주회 - 한희연의 음악이야기 VI

3.29

한희연

이윤수 피아노 독주회 - 친애하는 나의 클라라

9.11

(주)마스트미디어

김규연 피아노 리사이틀 ‘늦가을에서 겨울 문턱으로’

11.16

(주)오푸스

최영미 피아노 독주회

1.28

이든예술기획

한국독일가곡연구회 창립 40주년 156회 연주회

3.30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Trio BoAz의 낭만 콘서트 Fall in Love

9.11

이든예술기획

노르웨이 영 스트링스 내한공연

11.17

프레스토 아트

장소현 피아노 독주회

1.29

(주)부암아트

김경은 피아노 독주회

3.31

이든예술기획

2016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II

9.12

한국피아노학회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스트링콰르텟 내한공연

11.18

영음예술기획

홍수연 클라리넷 독주회

1.30

지클레프

문명환 비올라 독주회

4.01

영음예술기획

신지연 피아노 독주회

9.19

이든예술기획

제10회 해피바순 정기연주회

11.20

해피바순 앙상블

조이어스 피아노 콰르텟 제2회 정기연주회

1.30

영음예술기획

제22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4.02

(주)마스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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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쳄발로 독주회 - Conjunction

4.02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4.03

예인예술기획

이문영 이지영 듀오 리사이틀

4.03

전나경

A Dozen 제3회 정기연주회

4.04

지음기획

오보이스트 윤지용 피아니스트 고마음 두오 리사이틀

4.05

이든예술기획

소리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4.06

아트뱅크코레아

김지영 바이올린 독주회

4.07

예인예술기획

이가키 히데유키 초청 피아노 독주회

4.08

이든예술기획

피아니스트 박소연의 슈만 스토리

4.09

지클레프

이노영 클래식기타 독주회

4.09

울림아트

피아니스트 박미정 초청 독주회

4.10

예인예술기획

최민재 바이올린 독주회

4.10

예인예술기획

이소정 첼로 독주회

4.11

영음예술기획

한형실 피아노 독주회

4.12

이든예술기획

이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4.13

예인예술기획

유재아 플루트 리사이틀

4.14

J&R예술기획

김지은 바이올린 독주회

4.15

이현애 바이올린 독주회

4.16

5.25

지클레프

박재린 바이올린 독주회

7.17

(주)마스트미디어

2016년 고음악 앙상블 다솜 정기연주회

10.01

예인예술기획

5.26

UNICO

이재영 귀국 색소폰 독주회

7.17

예인예술기획

이수민 비올라 독주회

10.02

지클레프

5.27

영음예술기획

이현경 피아노 독주회

7.18

(주)부암아트

소프라노 백재연 독창회

10.02

영음예술기획

윤지영 귀국 피아노독주회

5.28

영음예술기획

장현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7.19

영음예술기획

ARZ Piano Trio 제2회 정기연주회

10.03

클래시 라운지

이재완 피아노 독주회

5.28

예인예술기획

최주영 피아노 독주회

7.20

(주)음연

프랑스 음악 연구회 제21회 정기연주회

10.04

이든예술기획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63회 정기연주회

5.29

지클레프

손은정 피아노 독주회

7.21

이든예술기획

양혜순 비올라 독주회

10.05

(주)마스트미디어

김진철 귀국 튜바 독주회

5.29

(주)마스트미디어

김연진 첼로 독주회

7.22

예인예술기획

뷰티플 모차르트 제6회 정기연주회

10.06

클래시 라운지

오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 그림과 테마가 있는 음악회

5.31

예인예술기획

김민조 클라리넷 독주회

7.23

(주)마스트미디어

LARS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10.07

영음예술기획

김 범 클라리넷 독주회

6.01

지음기획

피바디 스트링스 정기 연주회

7.23

클래시 라운지

황윤영 천현정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0.08

이든예술기획

Ensemble Flutet의 여섯번째 음악여행

6.02

예진문화기획사

정성원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7.24

예인예술기획

김혜란 · 박태형 · 최재원 피아노 트리오

10.08

(주)마스트미디어

이예솔 피아노 독주회

6.03

음악교육신문사

영상과 해설이 있는 코리아목관앙상블 2016 정기연주회

7.24

코리아목관앙상블

최리라 피아노 독주회

10.09

(주)음연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초청 손현선 플루트 독주회

6.04

예인예술기획

김지연 비올라 독주회

8.08

지클레프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10.11

영음예술기획

발밤아트 프로젝트 VII

6.04

지클레프

신민정 피아노 독주회_청소년을 위한 세계음악기행9

8.09

훈엔터테인먼트

이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10.12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이예림 피아노 독주회 Mozart VS.Clementi

6.05

(주)마스트미디어

노모스트리오 연주회

8.10

지음기획

서계숙 교수 동문음악회

10.13

지음기획

장부미 피아노 독주회

6.05

지클레프

서울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8.11

지음기획

소프라노 이승희 독창회

10.14

세실예술기획

6.06

전나경

8.12

(주)음연

김미연 타악기 독주회

10.15

예인예술기획

영음예술기획

앙상블 소아베 정기연주회

이은미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6.07

지클레프

8.13

JJ예술기획

윤여민 색소폰 독주회

10.15

예인예술기획

(주)마스트미디어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이유정 피아노 독주회

6.08

클래시 라운지

김일지 플루트 독주회

8.13

예인예술기획

김수혜 작곡발표회 - 화광동진(和光同塵) -

10.16

현대문화

청소년을 위한 NEC Cello Ensemble Concert

8.14

지음기획

박정도 트롬본 독주회

10.16

뮤직이너스

위 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8.14

영음예술기획

10.17

UNICO

앙상블 디아파종 청소년 음악회

8.15

영음예술기획
이든예술기획

10.18

(주)마스트미디어

신효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8.16

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제77회 정기연주회
<G.F. Handel의 9 German Arias and Cantata>
조명희 비올라 독주회

파밀리아공연기획

10.19

한국피아노학회

뉴욕 클라리노스 앙상블 콘서트

8.17

한국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8.18

신봉주 타악기 독주회

예진문화기획사

10.20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예진초청 블라디미르 조, 휴 성 바이올린 독주회

(주)마스트미디어

10.2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이주용 피아노 독주회

8.19

한은 클래식기타 독주회

10.22

예인예술기획

모혜경 피아노 독주회

8.20

이지은 비올라 독주회

지클레프

10.22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니스트 채문영과 함께하는 클라쎄아트 실내악 연주회

8.20

조지현의 Beethoven Cycle

(주)부암아트

10.23

지음기획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2016 정기연주회

8.21

전소영 첼로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10.23

영음예술기획

김수현 피아노 독주회

8.21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예인예술기획

조동현 클라리넷 독주회

클래시 라운지

천혜영 바이올린 독주회

8.22

10.24

예인예술기획

프랑스가곡연구회 75회 정기연주회

UNICO

이주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8.23

10.25

예인예술기획

미래악회 40주년 기념 작품발표회

미래악회

홍진호 귀국 첼로 독주회

8.24

10.26

지클레프

에르완 리샤 비올라 독주회

지클레프

성해린 피아노 독주회

8.25

10.27

이든예술기획

김은혜의 노래 이야기

예인예술기획

신미정 피아노 독주회

8.26

10.28

지클레프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성경주 바이올린 독주회

8.27

10.29

예인예술기획

오보에 앙상블 The Piri 제12회 정기연주회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오병철 플루트 독주회

8.27

10.29

클래시 라운지

코리아나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제64회 정기연주회

지클레프

정선재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8.28

10.30

(주)마스트미디어

강윤지 비올라 독주회

10.30

(주)마스트미디어

제3회 트리오 에띠모 정기연주회

8.30

예인예술기획

제 33회 허재영 튜바 독주회

11.01

예인예술기획

김태영 색소폰 독주회

8.31

(주)부암아트

신윤경 비올라 독주회

11.02

지클레프

더 피아노 콜라보 창단연주회

9.01

(주)마스트미디어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제63회 정기작품발표회

11.03

현대문화

바수니스트 강희선 독주회

9.02

서울오라토리오

김윤경 피아노 독주회

11.04

지클레프

표규선 바순 독주회

9.03

지클레프

황소원 피아노 독주회

11.06

(주)마스트미디어

홍안기 첼로 독주회

9.03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니스트 황성훈 초청 전국 5개도시 순회연주회-서울

11.06

이든예술기획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9.05

지클레프

여음목관5중주 제27회 정기연주회

11.07

지클레프

진은지 귀국 플루트 독주회

9.06

예인예술기획

project21AND 제4회 정기연주회

11.08

프로젝트21앤드

2016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9월)

9.07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연세신포니에타 제60회 정기연주회

11.09

(주)마스트미디어

김운성 트롬본 독주회

9.08

예인예술기획

호세리, 가을의 멜로디

11.10

파밀리아공연기획

문지웅 튜바 독주회

9.09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임경원 첼로 독주회

11.11

예인예술기획

Piotr Kupka 피아노 독주회

9.10

예진문화기획사

제23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11.12

(주)마스트미디어

강주이 비올라 독주회

9.11

(주)마스트미디어

서정원 피아노 독주회

11.12

이든예술기획

제 2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9.11

강프로덕션

위 솔로이스츠 제 14회 정기연주회

11.13

영음예술기획

신지혜 오보에 독주회

9.12

예인예술기획

이동우 첼로 독주회

11.13

지음기획

이지은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9.19

지클레프

홍혜도 피아노 독주회 - 베토벤 마지막 소나타

11.14

홍혜도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9.20

이든예술기획

음연초청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11.15

(주)음연

이현주 플루트 독주회 크로니클시리즈 4

9.21

영음예술기획

이형규 오보에 독주회

11.16

(주)마스트미디어

박수진 피아노 독주회

9.22

(주)음연

2016 ACL-Korea 뉴뮤직 콘서트

11.18

현대문화

연영회 제 5회 정기연주회

9.24

영음예술기획

강보라 바이올린 독주회

11.19

예인예술기획

김나영 피아노 독주회 : 내 마음의 보석상자 Ⅷ

9.24

(주)음연

이석준 호른 독주회

11.19

예인예술기획

조윤정 바이올린 독주회

9.25

지클레프

김재윤 비올라 독주회

11.20

영음예술기획

히로타 순지 피아노 독주회

9.25

예인예술기획

이창형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11.20

지클레프

Ensemble Eins with CREAMA

9.27

앙상블아인스

한국독일가곡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 159회 연주회

11.21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6 기획연주회

9.28

지클레프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 57회 정기연주회

11.22

지음기획

최재희 클라리넷 협주곡 리사이틀

9.29

NFAMusic(뉴화인아트뮤직)

아니마 체임버 앙상블의 실내악 음악회

11.23

(주)컬쳐비즈글로벌

한국독일가곡연구회 창립40주년 기념 158회 연주회

9.30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코리안스쿨2

11.24

지클레프

피아니스트 정다슬 초청 독주회

10.01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니스트 백정엽 리사이틀

11.25

(주) 툴뮤직

소프라노 박성진 독창회

4.16

예인예술기획

임재성 첼로 독주회

박혜준 첼로 독주회

4.17

지클레프

아이테르 트리오 제5회 정기연주회

6.09

지클레프

이강호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시리즈2

4.17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안디무직 제9회 정기연주회

6.10

이든예술기획

4.18

지클레프

김란도 플루트 독주회

6.11

영음예술기획

6.11

클래시 라운지

여음목관5중주 제26회 정기연주회

72

서민정 바이올린 독주회
프랑스가곡연구회 74회 정기연주회
<베를레느와 그의 음악가들>
더 트리오 정기연주회

신미정, 김수연, 정선이 트리오 창단20주년 연주회

4.19

지클레프

박세나 바이올린 독주회

유성민 바이올린 리사이틀

4.20

(주)세나

피아노 다 카메라 제9회 정기연주회

6.12

(주)마스트미디어

김수련 피아노 독주회

4.21

(주)프로아트매니지먼트

위 솔로이스츠 제 13회 정기연주회

6.12

영음예술기획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4.22

로맨틱

장하얀 귀국 첼로 독주회

6.13

이든예술기획

소프라노 안영주 독창회

4.23

콘서트디자인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58회 정기연주회

6.14

지클레프

6.15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음협회 제3회 정기연주회-비상(飛上)

4.23

이든예술기획

2016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6월)

기타리스트 이석우, 콰르텟 아마토 Concert

4.24

위드엔터테인먼트

현재희 교수와 함께하는 세현회의 음악여행

6.16

지음기획

최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4.24

영음예술기획

이교진 하프 독주회

6.17

이든예술기획

조사방 작곡 발표회

4.26

현대문화

강수정 피아노 독주회

6.18

영음예술기획

2016 ACL-Korea 국제음악제 음악회 I

4.27

(사)작곡가협회 ACL코리아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6.18

예인예술기획

바리톤 김형기 독창회

4.28

예인예술기획

모노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6.19

클래시 라운지

박숙련 윤영화 피아노 스토리

4.29

이든예술기획

허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6.19

(주)마스트미디어

음연초청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4.30

(주)음연

목관5중주 The K 제3회 정기연주회

6.20

예인예술기획

이상경 첼로 독주회

4.30

지클레프

남희정 피아노 독주회

6.21

(주)마스트미디어

더 스트링스 창단연주회

5.01

디셈버 퍼포밍 아트

정민경 피아노 독주회

6.22

예인예술기획

이지영 플루트 독주회

5.01

음악교육신문사

아미쿠스 피아노 콰르텟 제7회 정기연주회

6.23

지클레프

창악회(創樂會) 창립 58주년 정기발표회 I

5.02

창악회

정민정 피아노 독주회

6.24

이든예술기획

창악회(創樂會) 창립 58주년 정기발표회 II

5.03

창악회

박혜진 해금 독주회

6.25

지클레프

변정은 서정원 -아모르 데이- 두오 콘서트

5.04

이든예술기획

최경일 이혜정 김윤지의 Sing Legato

6.25

위드엔터테인먼트

김레다 피아노 독주회

5.05

뮤직플러스

제11회 콰트라브라체 정기연주회

6.26

예인예술기획

송유진 피아노 독주회

5.06

(주)음연

형수운 피아노 독주회

6.26

이든예술기획

앙상블 미르 피아노 트리오 제4회 정기연주회

5.07

뮤직플러스

김양준의 테마가 있는 음악회 IV

6.28

예인예술기획

한옥미 작곡 발표회

5.07

(주)부암아트

제7회 앙상블 포럼21 정기연주회

6.29

(주)부암아트

윤소영 리사이틀 ＜4명의 아티스트가 풀어내는 브람스＞

5.08

클래시 라운지

소프라노 고미현 교수 제23회 독창회

6.30

지클레프

전수진 피아노 독주회

5.08

예인예술기획

송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7.01

영음예술기획

비루투오조 트롬본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5.09

위드엔터테인먼트

나윤주 첼로 독주회

7.02

지클레프

제 32회 허재영 튜바 독주회

5.10

예인예술기획

김영한, 최민경 피아노 두오 연주회

7.02

지클레프

2016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5월)

5.11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이지선 피아노 독주회

7.03

(주)마스트미디어

배종선 플루트 독주회

5.12

지클레프

조윤주 비올라 리사이틀

7.03

(주)세나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56회 정기연주회

5.13

지음기획

조용우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7.05

(주)마스트미디어

로제리 스트링 트리오 연주회

5.14

JJ예술기획

피아니스트 노예진 리사이틀

7.06

주식회사 뉴코스모스미디어

이상회 비올라 독주회

5.14

(주)마스트미디어

베이스 최철 독창회

7.07

(주)부암아트

김정미 바이올린 독주회

5.15

(주)음연

황소진 첼로 독주회

7.08

예인예술기획

테너 이영화 독창회

5.15

한국성악가협회

정희석 트롬본 독주회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제81회 영미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5.16

7.09

지음기획

부페 크람퐁 디바인 클라리넷 콘서트

김민숙 홍혜도 두번째 피아노시리즈

5.17

7.09

예인예술기획

홍혜도

소누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이영우

아니마 체임버 실내악 음악회

5.19

7.10

컬쳐비즈

7.10

(주)마스트미디어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31회 정기연주회

5.20

박현 바이올린 독주회

뮤직플러스

7.11

지클레프

앙상블 앙샹떼 제2회 정기연주회

5.21

김우진 첼로 독주회

올드뉴스
예인예술기획

7.12

(주)마스트미디어

이인식의 아홉 번째 작품 발표회

5.21

탁윤지 첼로 독주회

박수원 하프 독주회

5.22

박수원

제10회 소노리테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5.22

(주)부암아트

한국독일가곡연구회 157회 연주회 (창립1976년)

5.23

서울싱어즈소사이어티

한국가곡연구회 제 49회 정기연주회

5.24

지음기획

정승미 피아노 독주회

7.13

지클레프

이혜정 바이올린 독주회

7.14

(주)마스트미디어

클래식 큐레이터

7.15

(주)스톰프뮤직

권요안 피아노 독주회

7.16

영음예술기획

손창인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7.16

(주)마스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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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Awards

대관 사업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박명훈 작품발표회

11.26

박명훈

용의비늘2016_중앙대학교 미술학부창립 60주년 기념전

5.2 - 5.9

중앙대학교

박노을 첼로 독주회

11.26

지클레프

2016 한국기초조형학회 서울 국제기획초대작품전

5.3 - 5.9

한국기초조형학회

바리톤 정 경 독창회

11.27

(사) 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

제21회한국국제퀼트협회전

5.11 - 5.19

한국국제퀼트협회

앙상블 예 제8회 정기연주회

11.27

(주)음연

불꽃의 화가들-상형전 41회 정기전

5.11 - 5.20

상형전

Collaborative Pianist 이진혜 리사이틀

11.29

이든예술기획

제정자 : 선조의 영혼

5.12 - 5.19

이브자리

2016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11월)

11.30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오세영 개인전_심성의 기호

5.12 - 5.19

(주)선비코리아

첼리스트 주연선의 첼로로 떠나는 여행 IV

12.01

(주)마스트미디어

구상미술의 소통과 공감전 (한국현대미술 신기회 72회전)

5.12 - 5.19

한국현대미술신기회

Lars 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12.02

영음예술기획

행복의 향연, 김 정아 전

5.21 - 6.1

김정아

김재준 첼로 독주회

12.03

JJ예술기획

心線神針 심선신침 최유현 자수전

5.22 - 5.29

최우현

김현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

12.03

(주)마스트미디어

관조.觀照-이강업 사진전

5.22 - 5.29

셀로아트

김정수 바이올린 독주회

12.04

지클레프

2016 KPAM 대한민국미술제

5.22 - 5.29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박노익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12.04

예인예술기획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6

6.2 - 6.8

한국조각가협회

네오 색소폰 콰르텟 정기연주회

12.05

지클레프

김명규 개인전

6.4 - 6.11

김명규

아미띠에 클라리넷 콰르텟 제19회 정기연주회

12.06

지클레프

6.12 - 6.18

박소영 바이올린 독주회

12.07

영음예술기획

이영주 피아노 독주회

12.08

지클레프

박은혜 피아노 독주회
유성민 김세희의 베토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전곡 시리즈
김대환, 김영은, 공원영 트리오

12.09

예인예술기획

구상미술목우회창립60주년대작전
2016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터
특별초대전
제경진 개인전

6.25 - 7.3

(사)목우회
사단법인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제경진

롯데카드 무브컬쳐 거장vs거장_샤갈, 달리, 뷔페 전

6.25 - 9.25

(주)한솔비비케이

12.10

이든예술기획

앤서니 브라운展 - 행복한 미술관

6.25 - 9.25

(주)아트센터이다

12.10

영음예술기획

이동협전_이씨산수9,백령도

7.8 - 7.17

이동협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12.11

지음기획

김품창 제주 15년 -서울 展-

7.23 - 7.31

김동수(김품창)

김대환, 김영은, 공원영 트리오

12.10

영음예술기획

님과 십장생도_나토 20주년

8.3 - 8.10

김진형

채리티체임버앙상블 정기연주회

12.11

지음기획

감성과 색채전

8.12 - 8.21

이석보

박혜진 해금 독주회

12.11

지클레프

제5회 대한민국 국전작가회 회원전

8.23 - 8.31

(주)선비코리아

Piano Baum 창단음악회

12.12

한희연

홍선애 개인전 _ 우주의 꿈

9.3 - 9.10

주식회사 씨씨오씨

원미동인회 창립 21주년 기념음악회

12.13

세실예술기획

김봉희 개인전

9.18 - 9.25

동성갤러리

유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12.14

예인예술기획

프랑코 아다미(Franco Adami) 展

9.28 - 10.23

동성갤러리

Trio de seoul

12.15

(주)음연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10.2 - 10.20

아트프라이스

앙상블소아베 정기연주회 Serious Romantic

12.17

전나경

대한민국 포슬린아트 전문작가전

10.26 - 11.3

한국포슬린협회

첼리스트 정영안, 피아니스트 함인아 듀오 리사이틀

12.17

예인예술기획

제11회 소목장 박명배와 그의 제자전

11.6 - 11.13

영산공방

임남희: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III

12.18

예인예술기획

일상의 예술 전

11.17 - 11.26

(주)키아드랩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12.18

(주)부암아트

제4회 SMAF서울현대미술페스타

11.25 - 12.3

사)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왕혜진 첼로 독주회

12.19

(주)마스트미디어

알폰스 무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전

12.3 - '17.3.5

(주)컬쳐앤아이리더스

박혜윤 피아노 독주회

12.20

뮤직앤사운드

장영주 개인전

12.10 - 12.30

장영주

앙상블 뉴화인아트 송년음악회

12.21

NFAMusic(뉴화인아트뮤직)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렘피카전

12.10 - '17.3.5

(주)와이제이커뮤니케이션

김영진 피아노 독주회

12.22

이든예술기획

조정민 더블베이스 독주회

12.23

예인예술기획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12.24

지클레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김대진&한경진 듀오 리사이틀

12.24

디제이앤코(DJ&CO)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

2016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영음예술기획

천하걸작 한국영송_장국현 사진전

가일 플레이어즈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5

영음예술기획

손연지 오보에 독주회 - Duologue

12.27

예인예술기획

안일구 플루트 리사이틀

12.28

김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15.12.19 - 4.3

(주)한국아이문화사업단

4.11 - 4.26

미술과비평

디자인아트페어 2016

4.29 - 5.8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슬로우퍼니처 - 5원소 火, 水, 木, 金, 土

4.28 - 5.11

꿈꾸는공작소

클래시 라운지

대한민국은 아름답다

5.11 - 5.18

스타컴기획

12.29

예인예술기획

봄 하얗게 피어나다

5.11 - 5.18

스타컴기획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12.30

(주)마스트미디어

정재윤 개인전

9.6 - 9.12

세종대학교

피아니스트 김수현 이지희 듀오 콘서트-어울림

12.31

이든예술기획

이수영 개인전

9.19 - 9.25

이수영

2016 음악춘추 우수신인 데뷔 연주회

12.31

음악춘추사

유지은 개인전 '그들과 그들의 세상'

9.28 - 10.5

유지은

환영의 장식

10.8 - 10.16

박상희

김주형텍스타일전

10.19 - 10.26

김주형

박소형 텍스타일 디자인 개인전

10.29 - 11.5

박소형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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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6.22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 스티브잡스 사진전

'15.12.10 - 3.8

(주)보보스글로벌

또 하나의 백자_사진조각

11.7 - 11.16

최병권

내셔널 지오그래픽전 - 미스테리 월드

'15.12.12 - 3.20

(주)이앤브이 커뮤니케이션

2017 표면 요소·디자인

11.18 - 11.25

세종대학교

대영박물관 한국전 - 영원한인간

'15.12.11 - 3.26

(주)조선일보사

르 코르뷔지에 특별전

12.6 - '17.3.26

주식회사 코바나

창립80주년 후소회정기전

3.14 - 3.21

후소회

skyA&C 아틀리에STORY 展

3.26 - 4.4

(주)스카이라이프티브이

서울모던아트쇼

4.8 - 4.11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제1회 여성사진페스티벌 2016

4.11 - 4.19

한국여성사진가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전

5.4 - 5.10

(사)한국미술협회

A&C ART FESTIVAL2016

4.14 - 4.19

미술과비평

대한민국서예전람회

5.13 - 5.19

(사)한국서가협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아트꼬뮨 정기전

4.21 - 4.26

이종기

제28회 대한민국서예대전

5.20 - 5.31

(사)한국서예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61회 창작미술협회전

4.21 - 4.29

창작미술협회

선비의 사계

9.2 - 9.11

김무호

도예가 신봉균 개인전

4.21 - 4.29

지랑요

국채보상운동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9.2 - 9.18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미술 - 아트 뉴웨이브

4.21 - 4.29

사단법인 자연아트포럼

2016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전

10.21 - 10.27

(사)한국서가협회

디자인아트페어 2016

4.29 - 5.8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천상의 노래(소원 이은순의 임마누엘 書畵展)

10.28 - 11.6

이은순

청마 유태근 보듬이 도자전

5.2 - 5.9

유태근

2016년 한국서도협회 문인화대전

11.1 - 11.7

(사)한국서도협회

강영길 개인전_위 아 고도

5.2 - 5.9

강영길

제17회대한민국문인화대전

11.8 - 11.13

(사)한국문인화협회

2016 대구미술 아우르기

5.2 - 5.9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남전(南田) 원중식(元仲植)선생 유작전 추모3주기

11.17 - 11.27

시계연서회

SEOUL ARTS CENTER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수상자(작품)
수상작품

기관명

발레 <심청>

유니버설발레단

관현악

리카르토 무티 & 경기필하모닉

경기도문화의전당

실내악/독주

핀커스 주커만과 함께하는
2016 KCO 송년음악회

(사)서울바로크합주단

성악

제103회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서울모테트 합창단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

크레디아인터내셔널

분야

부문
대상

음악
분야

최
우
수
상

최다관객상

공연
분야

전시
분야

최
우
수
상

오페라
무용
연극

발레 <심청>

유니버설발레단

연출/안무상

연출가 이경재 ‘오페라 <마술피리>’

-

연기상

발레리나 김지영

국립발레단

최다관객상

오페라 <투란도트>

솔 오페라단

최우수상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6

한국조각가협회

최다관객상

<앤서니 브라운> - 행복한 미술관

(주)아트센터이다

성악가 서선영
신인예술가상
호르니스트 김홍박
특별상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공로상

(주)신세계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상

예술극장 보물찾기

예술무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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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TATISTICS
운영통계

2016 행사 및 관람객 현황 Profile of Events and Attendance
음악당 Music Hall

미술관 Art&Design Museum
기획 SAC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Growth

64

274

338

359

-5.8%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79,188

207,538

286,726

298,972

-4.1%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19,778

220,938

240,716

262,461

-8.3%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98,966

428,476

527,442

561,433

-6.1%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61.3%

62.0%

61.9%

62.0%

-0.1%

31

368

399

401

-0.5%

콘서트홀

공연횟수 performances

Concert Hall
2,523석

IBK챔버홀

공연횟수 performances

IBK Chamber Hall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9,090

42,878

51,968

47,623

9.1%

600석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4,735

83,366

88,101

90,552

-2.7%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13,825

126,244

140,069

138,175

1.4%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5

50

55

51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7.8%

237

339

576

1,096

-47.4%

222,995

475,438

698,433

648,199

7.7%

37,507

254,059

291,566

347,237

-16.0%

260,502

729,497

989,999

995,436

-0.5%

2

15

17

10

70.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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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전시건수 programs

Hangaram Design Museum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Growth

160

215

375

331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96,460

99,599

196,059

164,579

19.1%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10,426

44,943

55,369

74,460

-25.6%

106,886

144,542

251,428

239,039

5.2%

367,388

874,039

1,241,427

1,234,475

0.6%

기획 SAC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Growth

7

10

17

-

-

200

74

274

-

-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미술관 총 관람객 수 Art&Design Museum Total Audience

74.3%

57.2%

58.5%

57.4%

1.1%

리사이틀홀

공연횟수 performances

2

389

391

400

-2.3%

Recital Hall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

19,263

19,263

17,566

9.7%

전시건수 programs

354석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526

54,606

55,132

58,409

-5.6%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526

73,869

74,395

75,975

-2.1%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23,053

-

23,053

-

74.3%

53.6%

53.7%

53.7%

0.1%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29,125

15,470

44,595

-

-

113,317

628,589

741,906

775,583

-4.3%

52,178

15,470

67,648

0

-

기획 SAC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Growth

기획 SAC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Growth

692,225

1,959,006

2,651,231

2,535,617

4.6%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음악당 총 관람객 수 Music Hall Total Audience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2,283석

공연건수 programs

8

15

23

30

-23.3%

35

210

245

208

17.8%

40,611

253,988

294,599

212,878

38.4%

8,234

54,791

63,025

55,497

13.6%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48,845

308,779

357,624

268,375

33.3%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61.1%

64.4%

63.9%

56.5%

7.4%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1,004석

공연건수 programs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서예관 총 관람객 수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Total Audience

총 관람객 수
Grand Total Audience

연도별 관객 수 변동추이 Total Annual Attendance

6

13

19

23

-17.4%

3,000,000

3,000,000

95

178

273

296

-7.8%

2,500,000

2,500,000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35,579

94,638

130,217

120,943

7.7%

2,000,000

2,000,000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13,411

24,734

38,145

53,864

-29.2%

1,500,000

1,500,000

총 관람객 수 total audience

48,990

119,372

168,362

174,807

-3.7%

1,000,000

1,000,000

500,000

공연횟수 performa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자유소극장

공연건수 programs

Jayu Theater
2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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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하우스 총 관람객 수 Opera House Total Audience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51.4%

66.8%

61.4%

58.8%

2.6%

12

4

16

30

-46.7%
-5.4%

225

54

279

295

23,160

9,116

32,276

31,141

3.6%

7,347

1,641

8,988

11,198

-19.7%

30,507

10,757

41,264

42,339

-2.5%

56.3%

82.7%

61.4%

59.6%

1.8%

128,342

438,908

567,250

485,521

16.8%

기획 SAC

대관 Hires

2016 Total

2015 Total

Growth

공연건수 programs

6

1

7

20

-65.0%

14

1

15

22

-31.8%

-

-

-

-

-

31,000

2,000

33,000

40,038

-17.6%

31,000

2,000

33,000

40,038

-17.6%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야외무대 총 관람객 수 Outdoor stage Total Audience

500,000
1988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1%

92%

55%

51%

7%

14%

59%

81%

57%

46%

27%

9%

2015

2016

8%

45%

49%

93%

86%

41%

19%

43%

54%

73%

기획 SAC
대관 Venue

0%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MUSIC HALL

OPERA HOUSE

OUTDOOR STAGE

HANGARAM ART MUSEUM

HANGARAM DESIGN MUSEUM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음악당

오페라하우스

야외무대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공간별 관객 수 변동추이 Annual Attendance : Classified by Venue
1,200,000

1,200,000

800,000

800,000

400,000

400,000

1989

음악당 MUSIC HALL

SEOUL ARTS CENTER

1990

공간별 기획 & 대관 프로그램 비율 SAC Presentation & Hire Ratio : Classified by Venue

1988

78

기획 SAC

전시건수 programs

1990

1991

1992

1993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1994

1995

1996

1997

야외무대 OUTDOOR ST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2016 ANNUAL REPORT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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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OVERVIEW
예산실적

수입 Income

지출 Expenditure
실적 Result

예산 Budget

구분

달성률

구분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실적 Result

예산 Budget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9,741,819

19.3%

7,389,004

17.0%

달성률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12,940,000

26.2%

11,822,101

29.1%

91.4%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14,147,615

28.6%

8,379,350

20.7%

59.2%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4,956,392

3,877,894

78.2%

75.8%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6,561,253

4,367,026

66.6%

전시사업비 visual arts

2,455,870

1,625,875

66.2%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3,807,170

1,106,447

29.1%

교육사업비 arts academy

2,329,557

1,885,235

80.9%

교육사업수입 arts academy

3,779,192

2,905,877

76.9%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6,181,565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7,750,068

15.7%

5,728,177

14.1%

1,210,703

92.3%

식음료사업비 café

1,423,061

1,198,621

84.2%

마케팅사업비 marketing

3,447,414

3,031,836

87.9%

79.5%

식음료사업수입 café

1,863,000

1,265,538

67.9%

임대사업수입 Rental Business
기타수입 Other Income
이자수입 interests

2,093,066

72.0%

대관사업비 Venue

2,433,872

4.8%

2.6%

87.4%

2,194,544

5.1%

90.2%

11,050,472

25.5%

93.3%

21.9%

11,104,569

27.4%

102.4%

3,577,545

7.2%

3,449,866

8.5%

96.4%

213,658

0.4%

83,253

0.2%

39.0%

인건비 employee benefits

8,773,666

8,243,819

94.0%

39.0%

경상사무비 administraive expenses

3,068,047

2,806,653

91.5%

49,473,340

83,253
100.0%

40,567,316

100.0%

82.0%
단위 : 천원 KRW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1,122,760

10,844,454

213,658

합계 Total		

88.0%

1,311,090

2,369,573

2,905,068

12.5%

주차사업비 car parking

2,982,000

대관사업수입 Venue

5,441,160

73.9%

주차사업수입 car parking

마케팅사업수입 marketing

12.2%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11,841,713

18,179,144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시설유지비 utilities
시설개보수비 property maintenance
예비비 Reserve
합계 Total		

23.4%

36.0%

16,210,570

37.3%

89.2%

13,349,144

12,203,489

91.4%

4,830,000

4,007,081

83.0%

897,518

1.8%

823,012

1.9%

91.7%

50,560,000

100.0%

43,408,510

101.9%

85.9%
단위 : 천원 KRW

수입 Income

예술사업수입 Income from Arts Programs

8.5%
14.1%

지출 Expenditure

13.2%

5.1%

8.5%

12.5%

29.1%

2.6%

22.0%
1.9%

37.3%

52.1%

25.5%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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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17.0%

34.7%

20.7%

예술사업비 Expenditure from Arts Programs

25.5%

●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29.1%

●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52.1%

●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37.3%

●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52.5%

● 대관사업수입 Venue

27.4%

● 교육사업수입 arts academy

34.7%

●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25.5%

● 교육사업수입 arts academy

25.5%

●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20.7%

●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13.2%

●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17.0%

●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22.0%

●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14.1%

●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12.5%

● 임대사업수입 Rental Business

8.5%

●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5.1%

● 기타수입 Other Income

0.2%

● 대관사업비 Venue

2.6%

● 예비비 Reserv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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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TEMENTS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Financial Statements
자산 Assets

손익계산서 Profit & Loss Statements

유동자산 current assets
당좌자산 quick asset
재고자산 inventory asset

15,579,914,298

18,466,481,389

15,529,512,499

18,437,020,793

제30(당)기

제29(당)기

43,663,102,363

44,894,480,990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4,149,625,991

4,239,683,782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1,072,962,476

1,378,328,614

강좌사업수입 arts academy

3,241,581,928

3,048,566,256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7,815,014,347

9,615,826,620

대관사업수입 venue

11,437,277,406

11,475,160,381

기타수입 other income

15,946,640,215

15,136,915,337

18,921,194,763

18,226,637,806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50,401,799

29,460,596
268,626,480,206

484,000

484,000

263,858,560,775

268,625,996,206

279,438,959,073

287,092,961,595

유동부채 current liabilties

10,903,246,751

14,503,141,098

비유동부채 fixed liabilities

24,844,603,487

22,270,868,637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3,419,894,023

3,562,682,877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35,747,850,238

36,774,009,735

전시사업비 visual arts

1,827,793,085

814,351,003

자본금 capital

273,331,076,905

273,331,076,905

강좌사업비 arts academy

2,225,507,106

1,974,954,176

결손금 deficit

29,639,968,070

23,012,125,045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6,327,412,985

7,421,637,966

243,691,108,835

250,318,951,860

대관사업비 venue

1,493,975,215

1,347,334,442

279,438,959,073

287,092,961,595

공익사업비 public expenses

3,626,612,349

3,105,677,342

사업이익 Operating profit

24,741,907,600

26,667,843,184

일반관리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31,304,330,477

30,258,482,097

6,562,422,877

3,590,638,913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income

293,808,166

326,391,335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359,228,314

271,283,552

6,627,843,025

3,535,531,130

-

-

6,627,843,025

3,535,531,130

투자자산 investment asset
유형자산 tangible asset
자산총계 Total Assets

자본 Capital

제29(당)기

263,859,044,775

비유동자산 fixed assets

부채 Liabilities

제30(당)기

자본총계 Total capital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단위 : 원 KRW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영업손실 Operating loss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Loss before income taxes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당기순손실 Net loss

단위 : 원 KRW

제30(당)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29(당)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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