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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MISSION

VISION
문화예술 창달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예술공간 운영과 문화예술진흥 사업 추진
We Operate the Arts Complex, Promote Arts Programs

for People's Enjoyment and Develop Culture and the Arts in General

예술 프로그램의 창조적 활성화로 문화로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복합문화예술기관

SAC is the Leading Culture and Arts Complex the Provides Life Filled with Culture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Creative Arts Programs and Contributions to
the Cultural Prosperity of the N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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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2. 01

한국방송공사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발의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proposed building a
comprehensive cultural complex

1993. 02

서울오페라극장(현 오페라하우스) 개관(전관 개관),
기념 행사 개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주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Opera Hous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stablished on the premises

1982. 09

한국방송공사와 문화공보부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 계획 수립

KB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set up a
framework plan for the Seoul Arts Center (SAC)

1983. 07

한국방송공사와 문화공보부 예술의전당 건립 부지 확정

KB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determined the
construction spot

1996. 09

공연 관객을 위한 탁아시설 ‘어린이나라’ 오픈,
고객서비스와 안내를 위한 ‘서비스플라자’ 오픈

Launched ‘Kids Lounge’ for audiences and opened an information
center called ‘Service Plaza’

1997. 02

홈페이지 오픈,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1984. 05

Launched the SAC website and held a ceremony for the 1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Seok-chul Kim (CEO of ARCHIBAN) selected as chief architect

1997. 04

1984. 11

Launched SAC Patrons

예술의전당 건립본부 주 건축가 김석철(아키반설계사무소 대표) 선정

예술의전당 건립공사 기공식 거행

예술의전당 후원회 출범

Held the SAC Groundbreaking Ceremony

1997. 12

1985. 12

Achieved a cumulative total of 10 million people in audience

오페라하우스 터파기 공사 착공

누적 관람객 1천만 명 돌파

Kicked off excavation work for the Opera House

1998. 02

1987. 01

Held a concert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opening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설립

개관 1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Set up the SAC Foundation

1999. 11

1988. 02

Opened the Hangaram Design Museum

음악당, 서예관(현 서울서예박물관) 개관(1단계 개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

2003. 09

2013. 06

누적 관람객 2천만 명 돌파

노년층 위한 ‘노블회원제’ 시행

2005. 05

2013. 08

Completed renovation of the Music Hall

Launched the name-a-seat donation system for the Concert Hall

Achieved a cumulative total of 20 million ticketed audience

음악당 리노베이션 후 재개관

Launched the ‘Noble Membership System’ for seniors

콘서트홀 객석기부제 시행

2005. 07

2013. 11

Introduced a five-day workweek system

Launched the ‘SAC on Screen’ project to reach out to nationwide
audience

주 5일 근무제 도입

2008. 02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개시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13. 12

2008. 12

Installed a clock tower in front of the Vitamin Station and Music Plaza,
opened customer convenience space in the basement of the Music Hall

Held a ceremony for the 20th anniversary of opening

주 출입구에 비타민스테이션 오픈,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거쳐 재개관, 오페라극장 객석기부제 시행

 pened the Vitamin Station at the main entrance, completed
O
renovation of the Opera Theater, and launched the name-a-seat
donation system

음악광장과 비타민스테이션 앞 시계탑 설치,
음악당 지하 고객편의공간 오픈

2014. 10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제정, 제1회 시상식 개최

Launched the SAC Awards and held the 1st awards ceremony

2009. 01

2015. 07

Achieved a cumulative total of 30 million ticketed audience

Opened SAC souvenirs shop

누적 관람객 3천만 명 돌파

2010. 04

예술의전당 기념품점 SAC Store 오픈

2016. 03

SAC Ticket 예매시스템 오픈

서울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후 재개관

2011. 05

2016. 08

Launched the ‘Putting Forth Buds’ Membership System for adolescents

Achieved a cumulative of 50 million ticketed audience

Launched the SAC’s own ticketing system

Completed the renovation of the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Opened the Music Hall and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Phase 1)

2000. 03

청소년층 위한 ‘싹틔우미’ 회원제 시행

1989. 01


Korea
National Opera, Korean National Ballet, and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joined the SAC as resident organizations

2011. 08

2018. 02

Introduced a membership system and a labor unio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2000. 05

Opened the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Held a Special Concert for the 30th anniversary of opening

1989. 10

Korean Symphony Orchestra joined the SAC as a resident organization

국내 예술기관 최초로 회원제 도입, 노동조합 출범

국내 예술기관 최초로 월간예술정보지「예술의전당」창간

Launched the monthly magazine「Seoul Arts Center」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1990. 10

미술관(현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2단계 개관)

Opened the Hangaram Art Museum and Hangaram Design Museum
(Phase 2)

1991. 05

누적 관람객 1백만 명 돌파, 서울예술단 입주

 chieved a cumulative total of 1 million ticketed audience,
A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joined SAC as a resident organization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입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입주

2000. 09

특별법인 예술의전당 발족

Changed SAC’s legal status to a special corporation

2002. 10

세계음악분수 가동 개시

Kicked off SAC World Music Fountain

2003. 03

전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Held a ceremony for the 10th anniversary of opening

2003. 07

한가람미술관 리노베이션 거쳐 재개관

Completed renovation of the Hangaram Art Museum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개관

2011. 10

IBK챔버홀 개관

Opened the IBK Chamber Hall

2012. 07

누적 관람객 5천만 명 돌파

개관 3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2018. 11

「예술의전당, 30년」발간

Published the 30th anniversary book「SAC, 30 Years」

2019. 07

‘당일할인티켓’, ‘리허설 무료 관람’, ‘좌석등급표준제’ 시행

선물용 골드회원권 론칭

2012. 12

법인용 골드회원권 론칭

Launched ‘Same-Day Discount Tickets,’ ‘Free Rehearsal Attendance,’
and ‘Seat Class Standardization’

누적 관람객 4천만 명 돌파

Launched Gold Gift Membership

2019. 10

Launched Gold Business Membership

Achieved a cumulative total of 40 million ticketed audience

2013. 02

개관 25주년 기념 페스티벌 개최, 홍보관 @700 오픈,
CJ 토월극장 리노베이션 거쳐 재개관

Held a festival for the 25th anniversary of opening, opened History
Gallery @700, and completed renovation of the CJ Towol Theater

2019. 12

1101 어린이라운지 조성(시범운영)

Installed 1101 Museum(a pilot projec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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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장 태승진

무대운영부

환경미화팀

문화예술본부장 박민정

박재경 이보만 유우식 오승천 이윤호

이충근 김만식 임양규 김태영 정양순

공연예술본부장 태승진(겸직)

이세웅

운영본부장 이은관

이사장
손 숙

감사실장 조성문

사장

윤동진 부장

기획전략부

박거일 손명성 김수정 강다혜 황정원

유인택

이한아름 김동욱

감사

인사관리부

김문현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박형식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윤의중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임명직이사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대표이사 회장

경영지원부

임헌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상 가나다순(임명직 이사)

신누리 이수미 이재혁 황인훈 전성진
김승연 양승모 최우찬 김명식 강필준
조희명 구본형 이명한 소홍석 한혜림
박호철 박성훈 주원국 송은지 김준서
진형주 정혜민 유재일
채홍기 부장(겸직)

최진숙 배민경 송병하 장윤진 유지영

김명옥 부장

서예부

이주연 양성필 안영국 임창흥 김형목

이동국 정재영 오충식 이동훈 이소연

이준호 정규승 김신년 김정호 김상열
홍보부

송성완 부장

김경민 박경복 신윤아 이민재 신혜경
최효정 고명진

이현지 노형선

임주빈 KBS심의실 심의위원

박진욱 이강진 신상일 김장현 정재헌

김광수 이용욱 황복희 김영곤 이원호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곽동열 조민제 박준기 송민경 이기빈

윤정민 이지연 안선미

김인회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이동환 문성욱 이동조 남성현 한국란

미술부

사업개발부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대성 권규완 김상근 이태훈 유동신

길세연 부장

김혜수 김세연 임채흥 정재린 김영훈

당연직이사

박남석 부장

고영근 부장

김낙곤 고재진 김재연 박은정 김현숙

채홍기 부장

김학명 김동혁 문새날
교육사업부

손미정 부장

감윤조 기문주 이상은 권세정 김방현
김민경 박병현 허정인 남유리 신채연
강혜미 정해은 성효경 이빛나리
문화영상사업부
김미희 부장

김응구 팀장

김영자 정형애 김영환 김진자 노정숙
구연이 박순임 김경남 김영순 이은숙
설애라 양성희 손명자 이영애 이지호
신현수 신대길 심옥자 신명숙 박명숙
이석분 서은석 황태신 이명자 장윤달
김차순 김주일 송하순 권태영 이현여

이순홍 강정순 유형숙 심금숙 박경미
윤명숙 류경심 김묘숙 이재분 오세중
이화순 이경희 선재섭 최성호 이은옥
장민석 임춘승 김연희 김인숙 송숙자
김창규 윤중구
보안경비팀

진기성 팀장

김성수 이원목 오세훈 임영익 주재근
조복기 이창회 김기용 황상열 김정언
이하영 박경호 김태근 박재관 조효제
김흥서 오정훈 고기정 한학수 복진구
이봉규 박재홍 이상민 김동훈 박상희
송대경 김성순 이도희 김주현 장원미
정은아 한석민 이윤섭 손준영 문관석
오성용

이정아 신선화 송가빈

조종구 최관태 차범수 최진혁 김진호

최석중 부장

시설지원팀

정승연 이재현 반민경 이준호 이빛나

박종득 전종철 한종문 김성용 김춘규

이재석 김지영 박혜숙 정다미 김희선

김재철 팀장

신상천 서영종 조승희 이시훈 홍만기
서현웅 이우용 오삼근 윤순구 안병연
김선겸 박병우 주홍종 최광석 박경표
최용찬 육송욱 한훈희 이경성 백주석
임종택 안영주 전찬수 안경준 김동현
안영택 이길섭 권오상 박홍서 이귀호
정필석 장용준 김성민 박영근 김경용
유주석 박선종 최근수 임재훈 김성진
이선제 이형권 이용선 이재영 임영훈
김두현 임남훈 박지명

Board of Directors

감사

사장

감사실

Auditor

President

Auditor and Inspection Office

김명숙 한영옥 양봉임 이영희 최창호

박상현 김영민 조 훈 이승윤 전용기

공연장운영부

이사회

박경실 김미화 유순남 박순자 김경진

시설안전부

박기성 조성일 천동희 심성민 채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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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자 최경옥 김연규 신정순 서점숙

박상훈 부장

정현근 부장

조직도

최순녀 조헌순 채경자 김순오 신필숙

고객지원부

김영랑 김우진 서고우니 양우제 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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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태찬 문양녀 정탁수 박윤영 한영순

신현주 신태연 임가람 양지연

공연기획부

Organization Structure

경영본부

Management Division

공연예술본부

기획전략부

공연기획부

인사관리부

공연장운영부

경영지원부

무대운영부

Planning and Strategy Depar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Department

General Affairs Department

Performing Arts Division

Performance Planning Department

Performance Venues Operating Department

Stage Operating Department

홍보부

PR & Communication Department

박치웅 부장

김창숙 이미진 채수안 김효선 이지혜
설다혜

사업개발부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

주차관리팀

노상봉 팀장

김예슬 조정섭 김창규 이혜경 임채원
전영호 정은자 박영옥 이경숙 강미라
최순오 윤숙영 홍성철 장미애 백숙자
김정임 최성희 고진희 손혜정 우명숙
박현미 김영욱 이자영 박혁순 강희정
이승근 이상조 서연석 김한결 김의민
김창일 고범종

노동조합

박천일 노조위원장

문화예술본부

Operations Division

시설안전부

Facilities Safety Department

Culture and Arts Division

시설지원팀

미술부

환경미화팀

서예부

보안경비팀

Visual Arts Department

Calligraphy Arts Department

교육사업부

Arts Education Department

문화영상사업부

Culture and media Business Department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운영본부

Facilities Support Team

Sanitation Team

Security Team

고객지원부

Customer Services Department

주차관리팀

Parking Man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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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s
음악

SAC
Presents
Programs

Performances
공연

Visual Arts
전시

SAC on Screen

영상화사업

Education
교육

Concerts
음악

Concert Hall
콘서트홀

2019 신년음악회
2019 New Year's Concert

1.9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SAC <11AM Concert>

1.10, 2.14, 3.14, 4.11, 5.9, 6.13,
7.11, 8.15, 9.19, 10.10, 11.14,
12.12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SAC <Saturday Concert>

3.16, 4.20, 5.18, 6.15, 7.20,
8.17, 9.21, 10.19, 11.16, 12.21

한화와 함께하는 2019 <교향악축제>
2019 <Orchestra Festival>

4.2 ~ 4.21

예술의전당 월드 프리미어 시리즈
콘서트 오페라 <토스카>
SAC World Premier Series
Concert Opera <Tosca>
제5회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정기공연
<HARMONY>
The 5th SAC The Little Harmony
<HARMONY>
2019 예술의전당 <회원음악회>
2019 SAC
<Friends Membership Concert>

4.30

5.4

9.22 (2회)

2019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
2019 SAC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10.29 ~ 11.8

2019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2019 SAC <New Year's Eve Concert>

12.31

IBK Chamber Hall
IBK챔버홀

문화가 있는 날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SAC <Artist Lounge>

1.30, 2.27, 3.27, 4.24,
5.29, 6.26, 7.24, 8.28,
9.25, 10.30, 11.27, 12.25

올림푸스와 함께하는 <올림#콘서트>
<Olym#Concert>

3.16

2019 예술의전당 <문화햇살콘서트>
2019 SAC <Culture Concert>

5.25, 9.28, 11.30

Recital Hall
리사이틀홀

제20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가을콘서트
The 20th SAC Music Academy
Autumn Concert

11.2 (2회)

<대학오케스트라축제>(10.29 ~ 11.8)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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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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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작년 한 해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Festival’이란 주제로 축

10, 11월에는 대학생들의 젊은 열정이 넘치는 <대학오케스트라

In commemoration of SAC’s 30th anniversary last year, SAC held various

In November, SAC held the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in its Concert

‘Generation’을 테마로 정하여 예술의전당 대표 레퍼토리에 내실

트홀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었고, 2019년 마지막 날은 항상 그랬

festivals under the theme of “Festival.” In 2019, SAC chose “Generation”

Hall, where the audience was able to relish the performances of future

as the theme for the year in the sense that 2019 was the start of

masters who will lead the next generation of the world’s classical

another 30 years. Throughout the year, SAC worked hard to enhance its

music. As usual, SAC held the <New Year’s Eve Concert> on the last day

iconic repertoires while adding novelty through new programs.

of 2019, which ended with a countdown to the new year followed by

제를 벌였다면, 2019년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을 기하고 신규 프로그램에는 참신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마티네 콘서트의 대명사인 <11시 콘서트>는 젊은 지휘자들
이 대거 포디엄에 올라 ‘New Generation’의 힘을 보여주었으
며, <토요콘서트> 역시 바쁜 일상에 치여 공연장을 찾을 시간이

축제>를 펼쳐 차세대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거장들을 콘서

듯이 <제야음악회>를 열어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이벤트로 맞이하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올해 역시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해 문화
소통과 나눔의 장을 제공하며 관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exciting fireworks.
<11A.M.Concert>, SAC’s most famous matinee concert, featured a
number of young conductors at the podium who showed off the energy

In 2019, SAC was able to expand its audience with high-quality

of the “New Generation.” <Saturday Concert> further established

performances by the best performers, serving as a venue for cultural

나의 마티네 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itself as the iconic Saturday morning performance for those who can

communication and sharing with the citizens.

해 30주년을 맞아 초청된 국내 대표 교향악단 18개 팀이 국내외

weekdays. The country’s 18 most prestigious symphony orchestras

부족한 관객들의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또 하

only spare time on Saturday mornings due to their busy schedules on

예술의전당의 최장수 프로그램이기도 한 <교향악축제>에서는 올

attended the <Orchestra Festival>, SAC’s longest-running program, in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협연자들과 함께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

celebration of the festival’s 30th anniversary. Together, with performers

다. 또한 2017년부터 이어진 아시아 대표 오케스트라 초청의 일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orchestras staged impresssive

환으로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와 세계 정상급 첼리스트 지

performances. As part of the tradition that started in 2017, the 2019

안 왕이 열정적인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festival invited the NCPA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Orchestra as a representative orchestra from Asia, China. Along with

2013년부터 시작하여 국내 콘서트 오페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the world-class cellist Jian Wang, the orchestra put on a passionate

한 이번 콘서트 오페라는 푸치니의 <토스카>를 기획, 뉴욕 메트

performance.

로폴리탄오페라가 선택한 소프라노 제니퍼 라울리 등 해외 메이

저 극장의 최고 성악가와 함께 공연하며 상반기 최고의 프로그램

This year’s Concert Opera featured Puccini’s <Tosca>, which has been

운지>는 전석 1만 원이라는 저렴한 티켓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performance also featured the best singers from major theaters abroad,

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Metropolitan Opera. It was praised as the best program of the first half

으로 평가받았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되는 <아티스트 라

setting a new standard for domestic concert operas since 2013. The

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공연장 문턱을 낮추

including soprano Jennifer Rowley who was chosen by the New York
of the year. The <Artist Lounge>, held on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allowed the audience to enjoy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at
an incredibly low price of KRW 10,000 for all seats.

<제야음악회> (12.31)

<제야음악회> (12.31, 피아노 조재혁, 박종훈)

콘서트 오페라 <토스카> (4.30, 테너 마시모 조르나노, 베이스 이두영 출연)

콘서트 오페라 <토스카> (4.30, 소프라노 제니퍼 라울리 출연)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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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Opera Theater

Jayu Theater

오페라극장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글로리아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
Gloria Opera Company <L'Elisir d'Amore>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호남오페라단 <달하, 비취시오라>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
Honam Opera <Shine Further, Dear Moon!>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노블아트오페라단 <나비부인>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
NobleArt Opera <Madama Butterfly>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바그너 갈라
2019 10th Korea Opera Festival :
Korea National Opera <Wagner Gala>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국립발레단 <마타하리>
2019 BALLET FESTIVAL KOREA :
Korean National Ballet <Matahari>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국립발레단 <지젤>
2019 BALLET FESTIVAL KOREA :
Korean National Ballet <Giselle>
2019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9 SAC & KNB <The Nutcracker>

자유소극장
5.17 ~ 5.19

5.24 ~ 5.26

5.31 ~ 6.2

6.8 ~ 6.9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다크서클즈댄스, 윤전일DanceEmotion
2019 BALLET FESTIVAL KOREA
Darkcircles Dance, Yoon Jeon-Il Dance Emotion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클라우드나인,김용걸댄스씨어터
2019 BALLET FESTIVAL KOREA
Cloud Nine, Kim Yong-Geol Dance Theater

6.18 ~ 6.19

6.22 ~ 6.23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와이즈발레단, 보스톤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2019 9th BALLET FESTIVAL KOREA <Wise Ballet Theater,
Boston Ballet, Gwangju City Ballet>

2019 제9회대한민국발레축제 신현지BProject,유회웅리버티홀
2019 BALLET FESTIVAL KOREA
Shin Hyun-Ji B Project, Ryu Hoi-Woong Liberty Hall

4.24 ~ 5.19

5.24 ~ 5.26

5.31 ~ 6.2

6.20 ~ 6.21

6.24 ~ 6.25

6.29 ~ 6.30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아빠닭>
SAC Kids & Family Festival <Papa Hen>

7.10 ~ 7.21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댄싱뮤지엄>
SAC Kids & Family Festival <Dancing Museum>

7.24 ~ 8.4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루루섬의 비밀>
SAC Kids & Family Festival <RuRu Island Mystery>

8.6 ~ 8.25

2019 SAC CUBE 연극 <맨 끝줄 소년>
2019 SAC CUBE Play <The Boy in the Last Row>

10.24 ~ 12.1

8.8 ~ 8.18

2019 연극 <늙은 부부이야기>
2019 Play <A Story of an Old Couple>

9.21 ~ 10.13

6.18 ~ 6.19

여자만세2
<Hurrah for Women 2>

19.12.24 ~
20.02.02

12.14 ~ 12.25

CJ 토월극장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스페셜 갈라
2019 9th BALLET FESTIVAL KOREA
<The Korea World Dance Stars Festival>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더뮤즈오페라단 <배비장전>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
The Muse Opera Ensemble <Bae bi jang jeon>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선이오페라앙상블 <코지 판 투테>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 Sunee Opera <Cosi Fan Tutte>

CJ Towol Theater
2019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투란도트>
2019 Towol Opera <Turandot>

2019 SAC CUBE 연극 <추남, 미녀>
2019 SAC CUBE Play <Riquet à la Houppe>

6.23 ~ 6.24

6.29 ~ 6.30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유니버설발레단×허용순 <MINUS 7+Imperfectly Perfect>
2019 9th BALLET FESTIVAL KOREA:
Universal Ballet×Young Soon Hue <MINUS 7+Imperfectly
Perfect>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2019 예술의전당 동요콘서트
2019 SAC Children's Song Concert
2019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야외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Opera Gala Concert>

5.11 ~ 5.12

5.18

2019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야외공연
2019 BALLET FESTIVAL KOREA Outdoor Performance

6.22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1
2019 SAC The Night of Gagok 1

8.31

2019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2
2019 SAC The Night of Gagok 2

9.21

SAC CUBE 연극 <추남, 미녀> (4.24 ~ 5.19)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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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오페라하우스 기획 프로그램은 기존 레퍼토리 작품과 창

이어 2015년 초연, 2017년 재연 이후 관객과 평단의 재공연 요

In 2019, the Opera House featured a richer and more diverse portfolio of

audiences by utilizing the Jayu Theater’s year-end season.

채롭게 펼쳐졌다.

며 최대 수익 성과를 올리면서 예술의전당 레퍼토리 사업에 대한

programs consisting of existing repertoires and original plays supported

Following its premiere in 2015 and rerun in 2017, the play titled <The

by SAC’s Creativity Cultivation Project.

Boy in the Last Row> returned in response to unending requests from

작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창작키움프로젝트로 보다 풍성하고 다

오페라극장에서는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공동 제작한 <호

청이 끊이지 않았던 연극 <맨 끝줄 소년>이 매회 매진을 기록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the audience and critics alike. The play was completely sold out, earning
The Opera Theater staged <The Nutcracker>, co-produced by SAC and

the most revenue for the year and reaping to positive feedback on SAC’s
repertoire business.

두까기인형>을 무대에 올렸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신세계스퀘어야외무대에서는 매년 가족 단위 프로그램에 걸맞은

the Korean National Ballet. The ballet that comes to us every year like

며 대표적인 가족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호응을 유도한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동요콘서트>와 6년

2000. It has become one of the country’s most iconic family repertoires.

<가곡의 밤>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The CJ Towol Theater featured the opera <Turandot>, which not only

songs and gagok (Korean folk songs), to which the audience has

boosted its image as one of SAC’s most family-friendly operas, but also

responded enthusiastically. In celebration of its 5th anniversary in 2019,

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총 6개 단체가 참여하여 19회 공연으

became the talk of the town in 2019 for its innovative production methods.

the <SAC Children's Song Concert> met its audience with a frriendly

Most notably, it was highly praised for its high degree of perfection in

repertoire while the 6th <2019 SAC Night of Gagok> enthused its audience

terms of both artistry and fun, provoking interest in operas among young

with a special program commemorating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st

people and families who have not had much exposure to the genr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같은 이 작품은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오
CJ 토월극장에 오른 오페라 <투란도트>는 예술의전당 대표 가족
오페라로서 브랜드 확립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예술성과 재미를 결합한 높은 완성
도로 청소년 및 가족, 오페라 초심자들에게도 오페라에 대한 흥미
와 매력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자유소극장에서는 아멜리 노통브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추

동요와 가곡으로 특별한 주제와 메시지를 전하며, 가족 관객들의
차의 <가곡의 밤> 역시 친근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났다. 특히

을 기념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큰 호응을 이끌었다. <제10회 대
로 진행하였고, 관객 설문조사 결과 4.18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는 총 13개 발
레단이 참여해 18회 공연을 올렸으며, 관객 설문조사 결과 4.58점

a Christmas gift was sold out in 2019 like it has been every year since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hosts various family-oriented programs
every year to deliver positive messages to families through children's

Government. The <10th Korea Opera Festival> was attended by 6 groups

(5점 만점)으로 최우수 수준의 만족도를 드러냈다. 특히 대중적

The Jayu Theater staged <Riquet à la Houppe> (Riquet with the Tuft

and featured a total of 19 performances. The audience showed a high

을 통해 공연 관객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in English) based on the popular novel by Amélie Nothomb. The play

level of satisfaction, grading it with 4.18 points (out of 5) in the survey.

drew attention not only as the first adaptation of the novel, but also for

The <9th Ballet Festival Korea> featured 18 performances by a total of 13

the match of the writer’s imagination with the director Lee Dae-wung's

ballet groups. The survey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at 4.58

년 여름방학이면 국내 검증된 어린이공연 제작단체를 초청하는

brilliance. <SAC Kids & Family Festival>, a festival which invites well-

points (out of 5). While establishing itself as a popular festival, it further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은 <아빠닭>, <댄싱뮤

established children’s theater companies from around the country every

expanded its audience base through new programs such as youth gala

지엄>, <루루섬의 비밀>을 연이어 무대에 올리며 여름시즌 우수

summer vacation, held performances such as <Papa Hen>, <Dancing

ballet performances.

가족 프로그램으로 호평받았다. 하반기에는 창작키움프로젝트의

Museum>, and <RuRu Island Mystery>. It was applauded by the audience

첫 작품 연극 <늙은 부부이야기>와 두 번째 작품 <여자만세2>를

as the excellent family programs of the summer season. In the second

진행했다. 특히 <여자만세2>는 예술의전당과 일신창업투자주식

half of the year, SAC staged <A Story of an Old Couple> and <Hurrah for

회사의 공공문화예술기관 최초 투자 상품으로, 자유소극장 연말

Women 2>, the first two plays supported by SAC’s Creativity Cultivation

남, 미녀>를 선보였다. 해당 소설을 최초로 무대화하여 화제가 되

기도 했으며, 작가의 위트 넘치는 상상력과 이대웅 연출의 재기
발랄한 무대의 신선한 조합이 돋보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또한 매

축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청소년 갈라 발레 공연 등의 프로그램

Project. Notably, <Hurray for Women 2> was the first joint investment

시즌을 활용하여 신규 관객 개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인정받

production between SAC and Ilshin Investment Co., Ltd. The production

았다.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루루섬의 비밀> (8.6 ~ 25)

was also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new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6.18 ~ 30)

SAC CUBE 연극 <맨 끝 줄 소년> (10.24 ~ 12.1)

가족오페라 <투란도트> (8.8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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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Hangaram Art Museum
한가람미술관

<나는 광대다_베르나르 뷔페전 : 천재의 캔버스>
<I'm a Clown_Bernard Buffet Exhibition :
A Genius' Canvas>

6.8 ~ 9.15

2019 제11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展
The 11th SAC Artist's Studio Exhibition

3.11 ~ 3.20

2018 예술의전당 미술영재아카데미 작품평가전
SAC Art Academy for Children Evaluation Exhibition

3.23 ~ 3.30

Hangaram Design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展
Anthony Browne's Happy Theatre

6.8 ~ 9.8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같고도 다른 : 치바이스와 대화
Between Likeness and Unlikeness :
A Dialogue with Qi Baishi
3.1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화미술특별전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
<Self-Portrait - Reflection upon the Self>

18.12.5 ~
19.2.17

3.1 ~ 4.21

영화 포스터로 보는 한국영화 100년
Looking at Movie Posters 100 years of Korean Film

7.27 ~ 9.1

SACCallife 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
SACCallife 2019 <The New Birth of Calligraphy>

11.9 ~ 12.29

조선·근대 서화전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from Joseon to
Modern Korea

12.21 ~
20.3.15

<자화상自畵像-나를 보다> (3.1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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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2016년 20만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예술의전당 최다관객상을 수

예가 추사 김정희의 대표 작품을 중국에 소개하는 뜻깊은 전시였

Following <Anthony Brown>, which attracted 200,000 spectators

and Unlikeness: A Dialogue with Qi Baishi> exhibition was an opportunity

극장展>은 국내 미발간 작품과 신작을 포함 150여 점의 원화와

한중 간 전시 교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d won SAC’s Largest Audience Award in 2016, <Anthony Brown's

to see the works of Chinese calligraphy giants such as Bada Shanren, Wu

Happy Theater> featured more than 150 original paintings, including

Changshuo, and Qi Baishi in Korea, <A Dialogue Between Kim Jeong-hui

works that haven’t been published in Korea and new works, along

and Literati of the Qing Dynasty>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with various experience opportunities for audiences in 2019. Anthony

iconic works of Chusa Kim Jeong-hui, the most representative calligraphy

여 한국 서화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

Brown is a renowned picture book writer of this era who won the Hans

artist of Korea. The exhibition attracted more than 300,000 visitors, indicating
the immense potential of exhibitio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인물들의 친필과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서화미술 작품들을 다

and surrealistic expressions basically advocate genuine human

서화書畫라는 거울로 되돌아보며 빼앗긴 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

상했던 <앤서니 브라운>에 이어 2019년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
다양한 체험 기회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앤서니 브라운은 ‘한

다. 이 전시는 중국 현지에서 30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스 크리스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

2019년 3.1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

책 속에는 가족애, 우정, 예술, 자유, 행복 등 인간적 가치에 관한

다>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를 통하여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근대

Christian Andersen Award. His picture books filled with his imaginative

수 선보였다. 마치 자화상을 그리듯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를

values such as family love, friendship, art, freedom, and happiness.

In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In addition to Anthony Brown's illustrations and original paintings,

Movement and the centenni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온몸을 바친 당대 인물들의 고뇌와 열정을 함께하고자 하였다.

the exhibition also featured various installations of contemporary

of Korea in 2019, SAC held an exhibition titled, <Self-Portrait – Reflection

art, such as installation art, art objects, videos, and media art, in

upon Self> to look back on the 100-year history of Korean paintings and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rtists. Most notably, under the unique

calligraphic works. The exhibition featured handwritings of the country’s key

title of 'Happy Theater', the exhibition was composed of seven themed

figures in modern history, including independent activists, and a number of

cinemas, a theater, an art gallery, a library, and an experience hall.

the country’s representativ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created in the

가로,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초현실주의적 표현으로 가득 찬 그림
따뜻한 시선과 진지한 질문이 숨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 원화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와 협업한 설치미

술, 오브제, 영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도 내놓
았다. 특히 ‘행복극장’이라는 독특한 타이틀 아래 7개의 테마별 상
영관, 극장, 미술관, 도서관, 체험관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나는 광대다_베르나르 뷔페전 : 천재의 캔버스>는 20세기 프랑
스의 마지막 구상회화 작가인 베르나르 뷔페의 국내 최초 대규모

단독 회고전이다. 이번 전시는 파리시립근대미술관, 예르미타시
박물관과 푸시킨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 회고전에서 선보

였던 작품들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4-5미터에 이르는
대형 작품까지 총 92점의 유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 편

제3회를 맞이한 SACCallife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전에서

는 서예 장르의 새로운 기획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3팀의 기획 전시를 선보였다. 영상과 결합한 서예,

20th century. As if drawing a self-portrait, the exhibition was intended to

해외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신선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I'm a Clown_Bernard Buffet Exhibition: A Genius' Canvas> was

look back at the country’s past 100 years through a mirror of paintings and

예가 가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the country's first major solo retrospective exhibition of Bernard

calligraphic works with a focus on the anguish and passion of the people

Buffet, the late figurative painter of the 20th century. This exhibition

who devoted their lives to the recovery of our sovereignty.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예를 보여주며 동시대 예술로서 서

의 영화 같은 그의 삶을 소개하는 영상 및 사진들은 관람객들에게

consisted of 92 oil paintings, including works from the retrospective
exhibitions of the world's leading art museums, such as the City of

The third SACCallife2019 exhibition titled <The New Birth of Calligraphy>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Paris Museum of Modern Art, the State Hermitage Museum, and

was aimed towards discovering new planners in the calligraphy genre.

the State A.S. Pushkin Museum, as well as large works ranging from

It featured a special exhibition by three teams selected through a public

2018년 중국국가미술관과의 첫 번째 예술교류사업 <같고도 다

4-5 meters in size that are hard to find in Korea. In addition, videos

contest. The third SACCallife2019 exhibition titled <The New Birth of

른 : 치바이스와 대화>전을 시작으로 2019년 여름 <추사 김정희

and photos introduced his dramatic personal life to the audience.

Calligraphy> was aimed towards discovering new planners in the calligraphy

와 청조문인의 대화>전을 중국국가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같

고도 다른 : 치바이스와 대화>전이 팔대산인, 오창석, 치바이스

Following the exhibition titled <Between Likeness and Unlikeness : A

public contest. The exhibition introduced new types of calligraphy based on

등 중국 서화 거목들의 작품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

Dialogue with Qi Baishi>, the first art exchange project with the National

fresh themes, including calligraphy combined with videos and collaboration

Art Museum of China in 2018, an exhibition titled <A Dialogue Between

with foreign artists, confirming the potential of calligraphy as a form of

Kim Jeong-hui and Literati of the Qing Dynasty> was held in the summer

contemporary art.

genre. It featured a special exhibition by three teams selected through a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

<자화상自畵像-나를 보다> (3.1 ~ 4.21)

of 2019 at the National Art Gallery of China. While the <Between Likeness

SACCalliFe 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 (11.9 ~ 12.29)

SACCalliFe 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 (11.9 ~ 12.29)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극장展> (6.8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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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사업

제작작품
작품명

<늙은 부부이야기>
A Story of an Old Couple
<여자만세>
Hurrah for Women
<아빠닭>
Papa Hen
서예전시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
Self-Portrait Reflection upon the Self

주최

예술의전당, 덕우기획
예술의전당,
(유)여자만세&극단 휴먼비
예술의전당, 부슈 데쿠주
예술의전당

상영작품 및 관람현황
작품명

<가곡의 밤> SAC The Night of Gagok

상영수

관람수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9

314

50

5,228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Berlin Philharmonic Camerata

68

7,223

12

822

20

1,802

12

434

<지젤> Giselle

7

140

63

5,600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22

875

98

5,141

<명성황후> The Last Empress

<시크릿 뮤지엄> The Secret Museum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Dvorak from the New World
<증발> Into Thin Air

<춤이 말하다> Cross Cut

<스피릿 오브 베토벤> Spirit of Beethoven

<동요콘서트> SAC Children's Song Concert
<라 바야데르> La Bayadére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Kun-woo Paik Piano Recital
<심청> Shim Chung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Ⅰ·Ⅱ> Sun-wook Kim Piano Recital

17

786

17

1,095

33

1,409

18

877

40

3065

12

358

29

2,349

13

823

14

506

5

225

20

1,045

30

3,470

<디토 파라디소> DITTO PARADISO

7

274

34

2,957

<봉장취> A Bird Story

29

1,910

16

1,332

21

1,229

38

1,034

<보물섬> Treasure Island

<밤베르크 교향악단Ⅰ·Ⅱ> Bamberger Symphoniker
<헨델 메시아> Handel's Oratorio Messiah
<종묘제례악> Jongmyo Jeryeak
<페리클레스> Pericles

<윤동주, 달을 쏘다.> Shooting at the Moon, Yun Dong-Ju
<어린이 예술단> SAC THE LITTLE HARMONY
<달래이야기> Dallae Story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The ‘Krankenschwester’ Is Not Going Back Home
<위대한 낙서> The Great Graffiti

<노부스 콰르텟> NOVUS Quartet

37

1,890

430

30,156

<피노키오> Pinocchio

48

5,841

42

2,427

<인형의 집> A Doll's House

30

2,002

<웃는 남자> The Man Who Laughs
<스윙> Swing

<메피스토> Mephisto

SAC LIVE <아빠닭> Papa Hen

배급 종료
230

SAC LIVE <엑스칼리버> Xcalibur

6
2

204

SAC LIVE <영웅> Hero

9

1,490

1,359

97,591

1,028

<자화상自畵像-나를 보다>(3.1 ~ 4.21)

SAC LIVE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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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사업

7년 차를 맞은 영상화사업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의 공연 무대와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낭트 제7회 <한국의 봄 축제>에 <달

In its 7th year, SAC on Screen expanded opportunities for citizens

SAC LIVE, equipped with a 4 years of accumulated technological power,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올해에도 SAC on Screen 콘텐츠를

원에서 상영했다. 또한 2018년 <스크리닝 코리아 인 폴란드> 초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by distributing videos of excellent

joined forces with the KBS to live stream <The Nutcracker> of the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o both domestic and overseas audiences

Korean National Ballet via KBS 1 TV for the entire nation.

전시장을 영상에 담아 국내외에 무료로 배급하여 국민의 문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배급함으로써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지
방 거주 주민,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고급문
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의 공모 과정을

거쳐 국내외 배급이 진행되었으며, 1,359회 상영에 97,591명
이 관람했다. 문예회관 267회, 영화관(작은영화관) 371회, 공공

기관 312회, 학교 93회, 군부대 19회, 기타 상영처 257회, 해외
문화원 40회 등 다수의 상영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문예회
관 내 공연장 상영보다 장항, 군위, 서천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전

국의 작은 도서관, 구민회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문화저변 확대의 기회를 만들었다.

신작 상영작인 뮤지컬 <웃는 남자>가 가장 많이 상영되었으며,

래이야기>, <증발>, <춤이 말하다> 3개 작품을 초청해 한국문화
청에 이어 폴란드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한국 문화의
밤>에서 발레 <심청> 상영과 부대 행사로 구연동화를 연계하여

free of charge. The initiative produced and distributed SAC on Screen
content in more diverse ways in 2019 for not only residents in rural

Overseas screenings were offered in 13 locations in 11 countries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 뉴욕과 일본

Korea with weaker culture and art infrastructure and the culturally

including France, which was added to the list for the first time in 2019.

도쿄 일본청년관홀에서는 뮤지컬 <웃는 남자>를 유료 상영하여

underprivilege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so that they coul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France screened the three performances

국외에서 유료 콘텐츠로서의 가능성도 타진했다.

appreciate top tier culture more conveniently.

<Dallae Story>, <Into Thin Air>, and <Cross Cut> at the 7th Korean

영상화사업 제작 작품으로는 예술의전당-덕우기획의 연극 <늙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was carried out following

<Screening Korea in Poland> in 2018, SAC provided an opportunity to

a public application process by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introduce Korean culture to the people of Poland by screening a Korean

술의전당-부슈 데쿠주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연극 <아빠닭>, 예

Association and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1,359

ballet entitled <Shim Chung> and offering story hour as an accessory

screenings were attended by a total of 97,591 people. The screenings

event. In New York and Tokyo (Nippon Seinenkan Hall), the musical

included 267 at culture and art centers, 371 at (small) theaters, 312

<The Man Who Laughs> was screened for a fee, raising the potential

at public institutions, 93 at schools, 19 at military bases, 257 at other

for offering paid content abroad.

은 부부이야기>, 여자만세&극단 휴먼비의 연극 <여자만세>, 예

술의전당 기획의 서예전시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 총 4편
이다. 특히 연극 <늙은 부부이야기>는 현직 영화 촬영 전문 스태
프와의 협업을 통해 영화 버전의 작품으로도 제작되었다. 더불

어 서예전시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는 대한제국, 일제강점

Spring Festival held in Nantes. In Poland, following the invitation to

places, and 40 at overseas Korean Cultural Centers. In 2019, focus was
shifted from screenings at culture and art centers to rural community

SAC’s own four productions included <A Story of an Old Couple> co-

centers, small libraries, and senior centers in Janghang, Gunwi, and

produced with Deokwoo Production; <Hurrah for Women> co-produced

Seocheon with programs suitable for local residents. Doing such laid

with Hurray for Woman along with Troupe Human B; <Papa Hen> a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a nationwide cultural base. The

children’s play co-produced with Théâtre Bouches Décousues; and <Self-

2019년에는 유료 상영이 현실화되어 뮤지컬 <웃는 남자>가 메

musical <The Man Who Laughs>, a new entry, was screened the most

Portrait - Reflection upon the Self> a calligraphy art exhibition produced

가박스 영화관 전국 18개 지점에서 287회 상영되었고 13,083

during the year while the opera <The Magic Flute> and ballet <The

by SAC alone. Most notably, the play <A Story of an Old Couple> was

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LG유플러스에 <명성황후>, <백건우 피

Nutcracker> were steadily loved by family members. The musical <The

also produced as a movie vers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staff

아노 리사이틀> 등 여러 콘텐츠를 판매함으로써, 영상 콘텐츠 배

Last Empress> was also one of the most screened videos both at home

specializing in filming. SAC is planning to use the calligraphy exhibition

급을 위한 IPTV VOD 서비스 등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and abroad in 2019.

entitled <Self-Portrait - Reflection upon the Self> for educational

KBS1 TV를 통해 실황중계하여 전 국민이 클래식 발레를 볼 수

이외에도 2019년도 <수능 특별 상영회>를 진행하여 전국 33개

SAC LIVE went a step further and broadcasted live performances

modernization including the Korean Empire, the Japanese colonial

at external venues for the first time in the SAC on Screen initiative.

period, and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해외 상영은 11개국 13개처에서 상영되었다. 신규 상영 국가인

츠를 지원하여 수능 수험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으

오페라 <마술피리>와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가족 단위의 관람

객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 <명성황후> 또한 2019년
국내외에서 많이 상영된 작품 중 하나이다.

SAC LIVE는 한 발 더 나아가 영상화사업 최초로 외부 공연장에
서 공연 실황을 중계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엑스칼
리버>, 예술의전당 <영웅> 실황중계는 뮤지컬 장르를 선호하는

상영처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12월에는 4년간 쌓아온 SAC LIVE

의 기술력과 KBS와의 협업으로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을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 독립운동 등의 근대화 역사 사진과 함께 전시 작품을 담아 교
육용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 10,586명이 관람토록 했다. 각 학교로 SAC on Screen 콘텐
며, <밤도깨비 상영회>를 전년도에 이어 5월에서 9월까지 토요

purposes as it also features various pictures taken during the country’s

<Excalibur> from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Hero>
from SAC met the needs of those who preferred musicals. In December,

In 2019, paid screenings became a reality, and the musical <The Man
Who Laughs> was screened 287 times at 18 Megabox movie theaters

일 저녁마다 총 10회에 걸쳐 무료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문화 향

for a total of 13,083 people nationwide. SAC also sold various contents

유의 장을 마련했다.

such as <The Last Empress>and <Kun-woo Paik Piano Recital> to LG U+,
building a new video content platform including IPTV VoD services.
SAC also featured <The Special Screening for CSAT Takers 2019>
watched by 10,586 students from 33 schools nationwide. SAC on
Screen’s special screening was established as a regular educational
program for CSAT takers in 2019. The initiative also presented the
<Ghost Screening> a total of 10 times on Saturday evening from May to
September free of charge for easier access to cultural performances.

<늙은 부부이야기>(9.21 ~ 10.13)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아빠닭> (7.10 ~ 21)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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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문아카데미

서화아카데미

미술영재아카데미

좌로 ‘미술사를 바꾼 100인의 예술가’, ‘근

반으로 하는 강좌로, 다양한 서체를 연구하

미술영재아카데미는 자유로운 표현과 즐

일반인들의 인문 소양을 향상하기 위한 강
대예술 - 형이상학적 해명’을 비롯하여 현
장학습을 활용한 ‘갤러리 토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특히 여름특강
을 대신하는 인문 ‘원데이 특강’을 새롭게

신규 개설하여 강좌 프로그램 모색과 강사
개발을 시도하였다. 봄가을 정규과정과 겨
울특강, 원데이 특강 등 17개 강좌에서 총
1,739명이 수강했다.

공연&음악감상아카데미

여름 프로그램으로 ‘원데이 특강’을 신규

동양예술의 정수라 불리는 문자조형을 기

는 정통 서예, 문인화, 전각, 민화, 캘리그

래피 등 서화 관련 전 분야의 체계적 학습
이 가능한 과정이다. 올해에는 ‘원데이 특

강’, ‘열린 서실’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단

기간 혹은 방학 동안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를 위한 ‘노

래하는 천자문 교실’도 진행하여 우리 전통

즌(여름휴가시즌)에도 높은 퀄리티의 음

악 청취를 제공하고 장비 브랜드 홍보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

는 실기 강좌인 연극과 성악 또한 상·하반

기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재능을 선보

이기도 하였다. 23개 강좌에서 총 1,218
명이 수강했다.

미술실기아카데미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면 누

구에게나 열려 있는 창작실기 강좌이다. 수
채화, 유화, 아크릴화, 드로잉, 크로키, 한

국화, 판화, 사진 등의 분야가 있으며, 초급

반에서부터 고급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작가스튜디오는 취

미 활동을 넘어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심의를 통해 작가

선발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였다. 99개 강

을 전시하는 <예술의전당 미술영재아카데

미 작품전>은 2020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다.

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

좌를 운영하였다. 미술을 활용하여 예술적

스템의 대여 협찬을 적극 활용하여 오프시

수료하였으며, 2019년 교육과정의 결과물

했다.

했다. 129개 강좌에서 총 1,892명이 수강

시니어 연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족도를 높였다. 또한 하이파이 오디오 시

럼으로 구성된다. 1년 과정에서 143명이

음악영재아카데미

어린이미술아카데미

운영으로 선택의 기회를 넓혀 수강생의 만

거운 예술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커리큘

선비 정신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설하여 신규 수강생 유입과 신규 강사
풀을 확보하였고, 한국 가곡, 오페라 작곡,

오디션을 통해 미술영재를 발굴, 육성하는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강
감성 능력,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적 사고
력, 인성과 집중력, 논리력을 향상을 기반

으로 하는 예술교육을 펼쳤으며, 총 39개
정규 강좌를 639명이 수강하였다.

어린이여름예술학교는 재미와 감동, 상상

력과 창의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단기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4개 강좌에 97명

이 수강했으며, 새롭게 구성한 ‘토요특강’
에는 총 461명이 수강하며 여름방학 기간

최고의 강사진과 우수한 시스템을 바탕으

계를 이끌어갈 영재를 발굴, 성장할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이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
트, 클라리넷의 5개의 기악과 작곡, 총 6개

전공수업을 시행하여 14개 강좌에서 총
264명이 수강했다.

<향상음악회>와 수시로 실력을 점검하는

<토요콘서트>를 열어 개별적 연주 향상에

기여하였고, 11월 2일에는 리사이틀홀에
서 오디션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20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가을콘서트>

를 개최, 음악영재들이 갈고 닦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동안 큰 호응을 보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래지향적 방향을 접목한 신규 프로그램을

행한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

계속해서 다채롭게 변화하는 예술교육, 미
발굴할 예정이다.

서화아카데미 ‘민화’

예술의전당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시
그램이다. 전시, 공연, 문화산업, 예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

무적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화
예술계 직업훈련을 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계 내 직업훈련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타 문화예술기관 혹은 관련

회사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9개 강
좌에서 총 415명이 수강했다.

좌에서 총 2,965명이 수강했다.

서화아카데미 ‘서예입문 한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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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of General Humanities

Academy of Fine Art

Fine Art Academy for Children

Music Academy for Gifted Children

In 2019, in order to improve the

The Academy offers creative

In 2019, the Academy offered

The Music Academy for Gifted

general public’s knowledge of

practice courses that are open to

customized courses by age group,

Children is a program designed to

liberal arts, SAC offered courses in

anyone who has interest and passion

from 6 years old to elementary

discover and ensure the growth

various fields, such as “100 Artists

for art in such fields as watercolor,

school students. The Academy

of young talents who will lead the

who Changed Art History,” “Modern

oil painting, acrylic painting,

worked tirelessly to use fine art to

Korean music community through an

Art - Metaphysical Explanation,” and

drawing, croquis, Korean painting,

improve young students’ artistic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which

“Gallery Talk” using field learning.

printmaking, and photography.

sensibility, free imagination, creative

provides the best possible instruction.

Most notably, SAC opened a new

Its diverse curriculum meets the

thinking, character building and

In 2019, the academy had 264

literal arts course called “One-Day

demands of citizens of all levels,

concentration, and arts education

students in 14 courses in six specialties

Special Lecture” to replace the

from beginner to advanced. The

based on rationality. 639 citizens

including five instruments such as

summer special lecture and expand

A r t i s t S t u d i o p ro v i d e d s t u d e n t s

attended a total of 39 regular

violin, cello, flute, and clarinet, and

its lecture and lecturer portfolio. A

with the workspace required to

courses. The Academy featured

musical composition. <Enhancement

total of 1,739 citizens attended 17

become professional artists beyond

the Children's Summer Art School,

Concert> and <Saturday Concert>,

courses, including regular courses in

the level of hobbyists as well as

a short-term integrated education

designed to check students’ skills

spring and autumn, special lectures

the opportunity to be selected as

program aimed towards cultivating

from time to time, contributed to

i n w i n t e r, a n d s p e c i a l o n e - d a y

professionals who could use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s’

lectures.

SAC space for exhibitions through

fun and exciting programs. 97

per formance skills. The Academy

a review process. A total of 2,965

students attended four courses.

held the <20th SAC Music Academy

students attended 99 courses.

A total of 461 students attended

Autumn Concert> for those students

Academy of Performing Arts &
Classical Music Appreciation

the newly created “Saturday

who passed auditions on November

Through the launch of “one-day

Academy of Calligraphy &

Special Lecture” during the summer

2 in the Recital Hall. It was a valuable

special lectures” as a summer

Korean Painting

vacation. The Academy is planning

opportunity for gifted students to

program, SAC’s number of new

The Academy offers various courses

to further diversify its curriculum

show off their talents.

students increased and the pool

based on character model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art

of instructors expanded. The

called the essence of oriental art,

programs that reflect the changing

CHAMP Academy for the

launch of new programs in the

including orthodox calligraphy

landscape of the artistic world in a

Employers in Arts Business

genres of Korean folk songs, opera

covering all major calligraphy styles,

future-oriented attitude.

The Consortium refers to a program

composition, and acting for seniors

literary paintings, engravings, and

increased the students' satisfaction

folk paintings. This offers citizens

Art Academy for Gifted Children

and arts field realized through a

level. In addit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opportunity to study all the

The Academy discovers and fosters

collaboration between SAC and the

the hi-fi audio system rental program,

areas of calligraphy in a systematic

students that are gifted in the art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C provided the opportunity

way. 2019 saw the launch of new

through auditions. Its curriculums

Instructors made up of experts from

to listen to high quality in the off-

courses such as “One-Day Special

are aimed towards encouraging

various fields such as exhibitions,

season (summer vacation season)

Lectures” and “Open Calligraphy

students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per formances, cultural industries,

while helping promote equipment

Class” that provided citizens with the

while enjoying the art world. 143

and arts administration offered

brands.The theater and voc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reative

people completed a one-year course.

practical lectures. The program

training courses, which steadily

activities more freely for a short

The <SAC Art Academy for Children

provided free vocational training in

gained popularity, together with

period of time or during vacation.

Evaluation Exhibition> which displays

the culture and arts through which

presenta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 h e A c a d e m y a l s o o f f e re d t h e

the results of the 2019 curriculum,

SAC was able to build a vocational

half offered opportunities for citizens

“Singing Cheonjamun (The Thousand

is set to be held between late April

training network in the culture and

to show off their talents. A total of

Character Classic) Class” for

and early May 2020.

arts field and promote cooperation

1,218 people attended 23 courses.

children to experience the country’s

with other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traditional “seonbi (virtuous scholar)

or related companies in Korea. A

s p ir it . ” A t o t al o f 1 , 8 9 2 c it iz e n s

total of 415 students took 9 courses.

enrolled for 129 courses.
어린이미술아카데미 <갤러리 토크>

designed for workers in th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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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술의전당은 신임 사장을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

바람직한 예술계 근로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

In 2019, SAC saw a lot of changes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운영하였다. 예술, 경영, 시설 분과로

친화제도, 근로시간 단축, 자기계발 지원 등 다각적인 제도 장치를

for about six months, to establish new operational goals and identities.

다. 우선 기관의 새로운 운영 목표와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
나누어 정기적으로 분과별 토의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
로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예술의전당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 제고하였고, 기관 중
점 추진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재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립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
세밀하게 마련하여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완화와 사기 진작에 기여

하였다. 또한, 2019 국가직무능력 표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전
격 도입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휴직대체근로자 채용 등에도 적
용, 인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비전의 제고와 중점 추진사업과의 연계성 마련은 기존의 업무 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비타민스테이션 출입구에

중의 하나로 발현되었다. 먼저, 새로운 재원 조성 방식을 통해 재

를 적용한 공기조화기를 도입하는 등 내방객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여러 방면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
무구조의 다원화를 추구하였다.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크라우

드펀딩과 간접광고 등 민간 영역의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재원 확

보, 민간투자와 후원 유치 확대, 민관 협업 강화 등 재무 확장을 위

level until the innovation debate was held to share ideas at the task
force team level. As a result, SAC’s identity and visions were enhanced
with stronger links established to its key projects.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장치도 적극 마련

making changes in various aspects of SAC management. The changes

하였다.

하여 수입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외에도 기획사업에 있

길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놀이문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술적인 창의력을 길러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 가족이 즐

축하였다. 예술 활성화를 위해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에도 노력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4.1점을

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도적인 예술 관련 정책

을 기울였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개발

TF had regular discussions and advisory meetings on the subdivision

Enhancing its vision and connections with its key projects also led

12월에 대대적으로 오픈한 예술의전당 ‘1101 어린이라운지’는 예

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바람직한 공연제작 환경을 구

Divided into art, management, and facility subdivisions, the Innovation

미세먼지 흡입발판을 설치하고, 공연장 등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

한 다양한 방안 찾기에 힘썼다. 또한 기존 개인회원에만 한정되었
던 유료회원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선물용 골드회원권을 신규 론칭

president. They began with the formation of the Innovation TF, which ran

획득하였다. 예술의전당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질 높은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mployees to reflect on the existing way of handling tasks and explore
began with the diversification of SAC’s financial structure through new
funding methods including securing new funding resources used by
the private sector such as crowdfunding and indirect advertisements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private investments, sponsorship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SAC expanded the paid membership, which
was limited to individual members, to corporations, and launched a
Gold Membership that can be used as gifts, contributing greatly to its
income growth. A new direction was proposed for its special projects,
a more desirable performance production environment was established,
and efforts were made to find and foster new artists. Various auxiliary
services were developed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were made
to enhance the audience’s convenienc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work culture in
the art world, SAC also made company-wide efforts to promote worklife balance and improve its working environment. SAC made various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such as family-friendly systems, shorter
working hours, and self-development support in a bid to alleviate
employees’ fatigue and boost their spirits. In 2019, SAC adopte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implemented the blind recruitment
system for not only regular workers but also replacement workers,
secur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ts personnel management.
With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articulate matter getting worse,
SAC actively took measures to improve its indoor air quality and help
relieve visitors’ anxieties through the installation of door mats that can
remove particulate matter at the entrance of the Vitamin Station and

예술의전당 음악당, 서울서예박물관 전경

1101 어린이라운지

air conditioners equipped with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filters in
performance halls.

In December, SAC launched the “1101 Children's Lounge” to serve as
a venue that could present a new standard for children’s play culture
by running differentiated programs designed to foster children’s artistic
creativity while pleasing the entire family.
For such efforts, SAC received 94.1 points in the 2019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SAC not only provides customers with a variety
of services and opportunities to enjoy high-quality culture, but it also
continuously strives to help the government develop leading art-related
policies.

Social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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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문화햇살사업은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기업과 공동 주최하는 <올림#콘서트>는 암 환우를 초청하였고,

및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청 대상으로 하여 1,078명이 관람했다.

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에도 자체 기획
진행하고 전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문화햇살콘서트>는 기업과 협력하여 공연예술문화로부터 소외

된 계층을 음악회에 초청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재즈, 뮤지

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고, 콘서트별
로 초청 대상을 달리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5월 콘서트 <재즈 GO
픈, 봄날>은 예술의전당이 단독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 공연문화

의 장르의 균형을 꾀하였다. 9월 <뮤지컬 갈라>는 유명한 아리아
를 엮어 탈북 대학생 및 저소득가정을 초청하였고, 11월 <오페라

갈라> 또한 주초정자인 군 장병 및 군무원, 소방공무원들에게 대
중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하며 공연문화에 친근해질 기회를 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하트 투 하트 콘서트>는 발달장애인을 초

문화햇살초청사업은 예술의전당이 기획하는 공연, 음악, 전시에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는 사업이다. <구스타보 두다멜 & LA 필하
모닉>, 이은결 <THE ILLUSION>, <이마에스트리 우리 가곡 부르

는 날> 등의 대관 공연도 문화햇살초청사업에 참가했다. 이에 공
연 2,240명, 음악 6,295명, 미술 전시 200명, 야외광장 9,000명으
로, 총 19,341명이 문화 혜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소
외계층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공했다. 이에 총 3회 공연, 991명이 관람했다.

<올림#콘서트>(3.16)

The SAC Culture Concert Project helps the SAC fulfill its social

with another company. <Heart to Heart Concert> invited 1,078 peop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 a public art and culture instituti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way of improving awareness

In 2019, it continued to develop and carry out new social contribution

surrounding disabilities.

programs through its own planning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while striving to expand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The Cultural Sunshine Invitation is a project designed to invite the

arts and culture more readily.

culturally underprivileged to its diverse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cluding concerts.

The project invites those who are marginalized from the performing arts
and culture to its concerts in cooperation with various companies. In

<Gustavo Dudamel & LA Philharmonic>, <THE ILLUSION> by Lee Eun-

2019, SAC further enriched the concerts with jazz, musicals, and operas

gyeol, and <I Maestri’s Gagok Concert> were parts of SAC’s Cultural

with invitations tailored towards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roups.

Sunshine Invitation Project. As a result, a total of 19,341 people were

In May, SAC presented its own production called <Spring Day, Hungry

able to benefit culturally including 2,240 at performances, 6,295 at

for Jazz> in order to enrich the portfolio of the genres that it offered.

concerts, 200 at art exhibitions, and 9,000 at various performances in

In September, SAC organized the <Musical Gala>, featuring famous

the outdoor plaza.

arias for defected North Korean college students and low-income

문화햇살콘서트(11.30)

families. In November, SAC invited soldiers, civilian workers in the

SAC is planning to partner with the LH (Korea Land & Housing

military, and firefighters to the <Opera Gala> so that they could become

Corporation) to expand the beneficiaries of its programs targeting the

acquainted with the performance culture while enjoying the most

culturally underprivileged to the country’s entire population.

popular arias. A total of 991 people attended three performances.
Cancer patients were invited to <Olym#Concert>, which SAC co-hosted

Custom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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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회원제

고객자문단

SAC Festa ‘예술의 뜰’ 야외광장 행사

10,664명, 무료회원(싹틔우미, 노블 등)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선정된 2019년

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찾

예술의전당은 유료회원(골드, 블루, 그린)
548,685명을 가입자로 하여 국내 문화예

술기관 중 가장 활발한 회원제를 운영하
고 있다. 2019년에는 클래식 프리렉처,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 무대 리허

설 및 프레스콜 참관, 작가와의 만남 등

79건의 회원 이벤트를 진행했고, 7,052명
이 참여하였다. 차세대 대한민국 대표 바

이올린 주자인 김봄소리를 초청한 <회원
음악회>를 3,246명이 관람했으며, 예술

의전당 공연과 전시 이용 횟수를 고려한
장기우수회원을 선초청해 회원 자긍심 고
취에 기여했다. 또한 2019년 7월 선물용

골드회원권과 2019년 10월 법인용 골드
회원권을 론칭하며, 문화예술 향유층 확

대 및 예술의전당 회원제사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문화예술

예술의전당 제9기 고객자문단은 올해 처
음으로 외국인 자문위원 2인을 함께 위촉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사 시설에 대

한 사례 및 의견을 청취하고 세계화에 발
맞춘 글로벌 고객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
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시도였다. 또한 콜

센터, 현장 매표소 등 예술의전당 고객 접
점 서비스 이용 리뷰(1차 간담회), 식음료

매장, 어린이라운지 서비스, 주차 서비스
이용 만족도(2차 간담회), 유료회원 제도

와 혜택 관련 제안 및 의견 청취(3차 간담

회) 등을 통해 예술의전당의 변화 모색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주차시설의 실질

적인 이용자로서 요금제도에 대한 날카로

운 의견 개진으로 제도 개편의 다양한 근
거를 제공하였다.

예술의전당을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휴

을 수 있도록 마련한 SAC Festa ‘예술의
뜰’ 야외축제를 기획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단광장을 비롯한 야외 전 공
간에서 진행된 ‘예술의 뜰’은 수년간 진행

한 SAC Festa를 분석하여 브랜딩 디자인

업체와 함께 보다 통일된 콘셉트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다.

푸드트럭, 야외 버스킹 공연, 아트마켓 및

아트체험 4개 분야로 구성했다. 그중 야
외 버스킹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의 특별공연과 저녁 6시 30분의 정기공연
으로 구성하여 계단광장에 설치한 ‘예술

의 뜰’ 무대에서 총 30회 진행하였다. 클
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예술의전당 공연장 내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새로운
시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

아트마켓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문 작

Membership
SAC boasts the most active membership
system among Korean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with 10,664 paid members
(Gold, Blue, Green) and 548,685 free members
(SACteens and Noble Members). In 2019,
SAC held 79 member events including free
classic lectures, exhibition tours guided by
docents, observation of stage rehearsals
and press calls, and encounters with artists.
A total of 7,052 people participated in the
events. The <Member Concert> by Bomsori
Kim, an emerging Korean violin sensation,
was attended by 3,246 people invited by
SAC from among its long-term patrons of
both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s a
token appreciation for their loyalty. In July
and October 2019, SAC launched a Gold
Membership for gifts and a Gold Membership
for corporations in efforts to expand the SAC
customer base and enhance the social value of
its membership business.

가의 수공예 작품을 작가가 직접 판매하
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작가의 작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방문객에게는 특색

있는 예술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9년 ‘예술의 뜰’은 한여름의 폭염과

뙤약볕 속에서도 행사 기간 동안 약 12만

명이 이용하며 도심 속 유용한 휴식 공간
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었고, 야외 공간
활성화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AC festa(5.1 ~ 9.30)

<회원음악회>(9.22)

Customer Advisory Council

SAC Festa Outdoor Event, “Garden of Arts”

Members of the 9th Customer Advisory Council
were selected through a competition ratio of
10 to 1, which demonstrated enthusiasts’ keen
interest in the organization. Two foreigners
we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The intention
was to check the cases of similar faciliti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and provide
global customer support services in a more
reliable manner in line with the globalization
of its programs. The Council made great
contributions to SAC’s improvement during the
year through the review of customer services
at customer contact points like call centers
and ticket offices (1st roundtable meeting); the
evalu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at food
and beverage stores, the children's lounge,
and parking lots (2nd roundtable meeting);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paid membership
system and more (3rd roundtable meeting).
Most notably, as users of SAC’s parking
facilities, the Council members presented
strong argu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are system.

SAC launched an outdoor event called the
SAC Festa “Garden of Arts” with the purpose
of instilling in the public the belief that SAC
is a place that anyone can access to relax
and have fun. From May 1 to September 30,
SAC held the “Garden of Arts” event in all of
its outdoor spaces, including Staircase Plaza,
under a unified concept that SAC produc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a branding agency
that had analyzed years of SAC Festa data. The
outdoor event consisted of four areas, such as
food trucks, outdoor busking performances, art
markets, and art experiences. Outdoor busking
performances were offered twice every
Saturday at 2 p.m. (special performances)
and at 6:30 p.m. (regular performances) at the
“Garden of Arts” stage installed in Staircase
Plaza. A total of 30 performances were held.
The event sought a balance between classical
and popular music, something that one
could hardly expect to experience in SAC’s
performance halls. The performances were
greeted with enthusiasm for their mixture of
diverse musical genres that were presented
in unconventional ways. The Art Market was
held on the second and fourth Saturdays of
each month. Professional artists selected
through a public contest were given a chance
to sell their own handicrafts. The market
became an opportunity for artists to publicize
and sell their own artworks and for visitors to
encounter unique art products. In 2019, the
“Garden of Arts” was visited by about 120,000
people despite the heat waves during the
event period, through which SAC’s outdoor
space was ingrained as a useful space among
many citizens, proving the potential of the
space as a more productive part of SAC.

Public Relations
대외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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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양해각서 체결 현황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

대외 교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중국과의 문화예술 협력을 한층 강

1996년 예술의전당과 호주 빅토리안아트센터(現, The Arts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 간의 협력 증진과 공연예술 유통,

회(이하 AAPP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술센터 간의 네트워킹

하기 위해 1996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12년 8월 법정법인으로 전

Center)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
을 통해 예술 프로그램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연예술 사
업 증진을 도모하고자 세워진 민간 국제기구이다. 예술의전당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회장기관을 역임하면서 제1회 총
회와 제2회 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했고, 이후 8년간 이사기관으
로 활동하며 공식 홈페이지(www.aappac.com) 구축 등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올해 총회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

연직으로 회장을 겸임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제9대 이승정 회장이
상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이 개최되었다. 전국 문화예술 관계자와 제주시민, 관광객이 참여하

전역에서 개최하며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회관 부스 전시를 신설해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에 더욱 원활한 소

공연예술의 본고장인 서구 국가들이 신흥 시장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만큼 AAPPAC 회원기관들의 역

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연연출원선발전유한책임공사(China Performing Arts

Agency Theaters)와, 12월에는 중국 산둥성 문화여유청과 잇달
서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및 문화예술 교육, 관광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아트마켓은 문예

통이 이뤄지게 했다. 예술의전당은 총 1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고,
폐막식에 진행된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의 문예회관인상 부문에 전해웅 전 공연예술본부장이 수상했다.

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일본 산토리홀 등 동아시아 및 오
세아니아 지역 48개 공연장이 정회원으로, 국제공연예술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ISPA)와 서울
시립교향악단 등 31개 협회 및 예술단체가 비즈니스 서클로 소속
돼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페스티벌센터 예술감독인 더글러스 고티

에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예술기관으로는 예술의전당 외에
도 성남아트센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고양문화재
단,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가입하고 있다.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연례총회(9.20 ~ 22)

에 이어 세 번째로 동아시아 중심의 문화예술 부흥을 선도하겠다

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에 앞장

해외 5개국 페스티벌 예술감독, 문화예술 관련기관, 일반인 등 1만

이사(Executive Council Member)로 선출되어 3선 연임의 더글

이사진과 3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최근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6.10 ~ 13)
해비치해변무대에서 펼쳐진 제주인(in) 페스티벌 프린지 모습.
라니알로하의 '섬들의 꿈'.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문예회관 180개, 문화예술단체 260개,
3천여 명이 참가했다. 공연예술 중심의 페스티벌이었던 행사를 전

러스 고티에 의장(호주 애들레이드페스티벌센터 대표) 등 8명의

Arts)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2010년과 2012년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를 비롯한 제주

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연례총회는 예술의전당 유인택 사장이 AAPPAC 신임

6월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되어 있다. 설립 당시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예술의전당 사장이 당

은 시기·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한 아시아 예술경영·기획자들의 모
Promotion) 회원, 필리핀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까지 총 140여

였다.

며, 2019년 12월 기준 총 220개의 문예회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

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되어

임인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ederation for Asian Cultural

화하며 ‘세계 속의 예술의전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

환되면서 문예회관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

다. 개관 50주년을 맞은 필리핀문화센터(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가 주관하여 20개국 77개 회원기관의 90여 명과 같

예술의전당은 2019년 총 11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맺으며 꾸준히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6.10 ~ 13)
아트마켓 쇼케이스에서 애니메이션 크루가 '춤추는 미술관'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The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ers (AAPPAC), founded
through a partnership led by SAC and the Victorian Art Center (currently
the Arts Centre Melbourne) in Australia, is a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 aimed at invigorating exchanges between art programs and
professionals and promoting performing arts projects through networking
among art cent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Serving as its first chair
organization from 1997 to 1998, SAC held the first general assembly
and the seco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Seoul. It also served as a
directing organization for the next eight year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associat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its official website (www.aappac.net).
This year's General Assembly meeting was held in Manila, Philippines from
September 20-22 with 140 people in attendance including 90 members from
77 countries of the Federation for Asian Cultural Promotion, an organization
of Asian art managers and planners that was convened by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which celebrated its 50th anniversary in 2019, at
the same venue, along with culture and arts officials from the Philippines.
This year's general meeting was particularly meaningful to SAC in that
its President and CEO Yu In-taek was selected as a new executive council
member of AAPPAC who began his three-year tenure as part of the BOD
composed of eight directors including the third-term chair Douglas Gautier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Adelaide Festival Centre in Australia). The roles of
AAPPAC member organizati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the West,
home to the performing arts, brings the Asia-Pacific region into focus as their
most important emerging market. The AAPPAC has 48 performance venues
in East Asia and Oceania, including the Sydney Opera House in Australia
and the Suntory Hall in Japan, as full members and 31 associations and arts
institutions, such as 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in its business circle.
The current chair is Douglas Gautier,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Adelaide
Festival Centre in Australia. The Korean member organizations include SAC,
Seongnam Arts Center, Daejeon Arts Center, LG Arts Center, Goyang Cultural
Foundation, and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oundation.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연례총회(9.20 ~ 22)
AAPPAC 신구 이사진 및 사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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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KOCACA
KOCACA was established in March 1996 to promote art and culture
throughout the country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active distribution of performing arts, and by supporting
the underprivileged in cultural activities. Since its incorporation in
August 2012, KOCACA has striven to further invigorate the activities of
its member culture and arts centers, which amount 220 as of December
2019, and reduce culture gaps within the country. Until April 2017, the
SAC president served as ex-officio chairman of KOCACA. As of 2019,
the association adopted executive chairmanship and elected Lee Seungjeong as its 9th chairman serving as an executive chairman.
KOCACA hosted the 12th Jeju Haevichi Arts Festival, from June 1013, 2019. It is the largest culture and arts festival in Korea, involving
national culture and arts officials, citizens of Jeju-do Island, and tourists.
It has been held since 2008 and celebrated its 12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held throughout Jeju-do Island, including Jeju Haevichi Hotel
& Resort, taking the lead in revitalizing the domestic culture and arts.
The festival saw participation by 180 culture and art centers, 260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more than 13,000 people from Korea
and fiv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festival artistic directors, officials
of cultural agencies, and the general public. The festival, which was
centered around performing arts, was expanded to exhibitions,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ourism in addition to Art Market booths set up for
the first time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 and culture
centers and art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A total of 10 SAC
employees attended the festival. At the closing of the festival, Jeon
Hae-wung, former SAC director of the Performing Arts Division, wo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in the area of Officials of
Arts and Culture Centers at the Art and Culture Awards Ceremony.

Execution of MOUs
In 2019, SAC signed MoUs with a total of 11 organizations while
continuing to actively engage in its foreign exchange activities. SAC
enhanced its relations with China in particular for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in efforts to grow into “a global SAC.”
In June, SAC signed an MoU with the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in Beijing, China for closer cooperation in the areas of art and
culture, indicating its strong commitment to leading the renaissance
of art and culture in East Asia following its significant commitments
in 2010 and 2012. In November and December, SAC signed MoUs
with China Performing Arts Agency Theaters and Shandong Provincial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lose cooperation with China in a variety of fields in art and culture.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아트센터연합회 연례총회(9.20 ~ 22)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6.10 ~ 13)
아트마켓 쇼케이스에서 예술무대산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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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예술의전당 후원회 임원진 _ 제12기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이사

자문위원

서병기
김영수 김영호 박선주 박영주
이종구 최종률
강희철 신영애 윤의숙 주원석
박혜성 신필열
강신장 강용현 구자관 권기찬 김상래
김재정 김중규 김태우 문규영 박성희
박정부 박종덕 서민석 양수화 예주희
윤홍근 이강호 이병만 이봉훈 이상완
이충희 정문기 천석규 한철호 허장원
김일곤 박희주 허 참 홍라희

예술의전당 후원회
무궁화
이건희 | 홍라희
권오춘
(주)대일건설
(주)이건산업
김영호
박성희 | 김경자
신영애 | 함현진
김일곤 | 이상옥
박선주 | 양정옥
박한용 | 허옥희
서병기 | 장옥엽
이화경 | 담철곤
박상욱 | 채정림
박용현 | 윤보영
백종헌 | 임명효
양규모 | 변순자
윤세영 | 변금옥
정의선 | 정지선
KEPCO
(주)KT&G
국화회원
구자관
박혜성
유중근
주원석
이종구
강희철
(재)정헌재단
모란회원
이상완
(주)밀레
DI 동일(주)
윤의숙
박정부
이충희
양동훈
이기남
김영수
문규영
예스24(주)
(주)경농
김태우
허장원
최종률
문채수
이현자
권기찬
박승택
신용극
아프로서비스그룹
정의승
(주)SK Telecom

삼성그룹 회장
초허당 후원기금 일꾼
회장 박희주
회장 박영주
(주)일신방직 회장
꼬모아트옥션 대표이사
Artsylvia Foundation 대표
(재)대원문화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주)포스코 (전)대표이사 사장
전)현대자동차 부회장
(주)오리온 부회장
소노마 주립대학교 교수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주)프라임산업 회장
(주)KPX홀딩스 회장
(주)SBS 명예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주)삼구 아이앤씨 대표이사
아마도예술법인 대표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미디어윌 회장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사장 서민석

삼성전자(주) 고문
대표이사 한철호
회장 서민석
(주)휘델리 대표이사
아성그룹 회장
(주)듀오 대표이사
(주)유니온 비앤씨 회장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전)문화체육부 장관
아주그룹 회장
회장 김동녕
대표이사 이병만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서울중앙병원 원장
전)예술의전당 사장
명화공업(주) 회장
뉴욕시티오페라이사
(주)웨어펀 인터내셔널 회장
범아한의원 대표원장
유로아트코리아 대표
회장 최 윤
시스텍 코리아 회장

매화회원
신필열
박성동
허 참
이세웅
박서영
정승일
(주)조선내화
김철종
윤홍근
정문기
동백회원
상지상사(주)
(주)태인종합건설
양수화
천석규
(주)말타니
정재호
김재정
예주희
김병윤
(주)하나투어
김중규
서인수
성병호
송 자
최영철
(주)매지링크
박종덕
자화전자(주)
(주)진합
한국산업은행
허용석
김상래
박기주
서규리
목련회원
김재학
박인철
정우철
김지은
유정해
이원희
김용원
강신장
배동진
이종호
전효택
최규홍
김영진
김철주
나천수
석세일
손동창
이강호
이봉훈
이재홍

(주)삼성전자상담역
(주)파크랜드 부회장
(전)상아제약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주)화신공업 회장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회장 이화일
새한산업(주) 회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회장 표상기
대표이사 권태인
(사)글로리아 오페라단장
천일식품(주) 대표이사
회장 이세용
(주)고려당 대표이사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동광제약(주) 고문
삼지아이티(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권희석
(주)카스파 대표이사
(주)성도이엔지 대표이사
SNS(주) 대표이사
세이프 키즈 코리아 이사장
송담학원 이사장
회장 이국진
태서리사이클링(주) 회장
대표이사 김상면
(주)정상 제이엘에스 CRO
(주)성도GL 대표이사
(주)케이디 파워 CDO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주)하이젠 모터 대표이사
(주)리한 회장
(주)일삼 대표이사
(주)코익 대표이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사장
(주)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주)모네상스 대표이사
(주)흥해 대표이사
(주)JW중외제약 회장
서울공대 명예교수
(주)남강 엠엔테크 대표이사
(주)한독 대표이사
(주)남영전구 대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재)일신문화재단 이사장
(주)퍼시스 회장
PMG 회장
(주)이앤스틸 대표이사
청우개발 대표

지성한
백정호
임종빈
김의재
고광복
고종진
김무일
김우영
민태기
박용범
배택현
양 웅
유지연
이경록
이은진
이훈규
정미애
석류회원
이민주
이용우
김양자
윤윤수
이온규
이장한
정규진
최광춘
박현호
강용현
신승애
원대연
유정주
이병일
이재후
최왕언
유영일
기봉환
김규선
박기석
이석형
김명숙
이상철
손상수
고병헌
김태희
김해동
박영렬
박영립
박지훈
박충근
배병관
이재식
이영혜
김민구
김현실
배중호
김정실
박형인
조병식
권재혁

(주)한성실업 회장
동성그룹 회장
(주)뉴서울호텔 대표이사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중앙회계법인 세무사
(주)두산 고문
전)현대제철부회장
세보엠이씨 사장
(주)에스엔에이치 연구소장
용인탑내과 원장
세무사
전)국제치의학회 세계회장
태창철강(주) 대표이사
(주)효봉물산 대표이사
듀크대 봉사재단 창업주
차 의과학대학 총장
프로덕션 골드맥스 대표

(주)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예맥화랑 대표
(주)휠라코리아 대표
(재)솔벗 이사장
(주)종근당 회장
(주)삼양흥업 회장
가야치과병원 원장
(주)말레 동현 대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화여대 명예교수
건축가
변호사
(주)조비 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동양파라곤 회장
(주)세림 대표이사
(주)미건코아 대표이사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변호사
디자이너
에이스차터링(주) 대표이사
(주)금비 회장
(주)삼표에너지 회장
비브라운 Asia Pacific 총괄회장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주)리한 대표이사
법무법인 lkb앤드 파트너스 변호사
전)삼성테크원 대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W&M 대표
실내건축 디자이너
(주)국순당 대표이사
프라움악기박물관 관장
파이닉스알앤디(주) 회장
서해건설(주) 대표이사
안양과학대학 학장

김치중
이종덕
박수명
김덕표
김용빈
이영옥
이창주
박재우
윤천수
이현구
신영무
강신구
홍경표
이영수
김택동
남기춘
이선진
성필호
민홍식
임복규
조인경
황원길
김영철
박수지
서정권
정성진
최기준
성영목
신규철
신명호
이영자
허영진
이상렬
김억조
오흥용
윤준모
이상일
정성은
임중연
강현옥
권성문
김윤호
박찬용
백승호
신준식
안희철
염운환
윤혜경
이건일
이신혜
이왕준
이은경
전영채
정소영
최지영
홍기표
홍평우
김상하
고석명
권영해
김갑유

법무법인 오라클 대표변호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k-phil INC in Philippines 회장
(주)앤비젼 대표이사
한국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주)우리미학/심포니 대표이사
(주)빈체로 대표이사
박재우성형외과 원장
(주)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
(주)라까사윅스 회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레이크 투자자문(주) 대표이사
변호사
(주)영원무역 이사
광성기업(주) 회장
(주)싸이언트레이드 대표이사
법무법안(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아카데미 웰 대표
Bahn&Bann 교육컨설팅 대표
바인그룹 회장
SG Arts Company 대표
(주)두비 대표이사
전)법무부 장관
푸르메재단 이사장
신세계조선호텔 고문
제일정형외과 병원 원장

김정자
김주인
박미순
박부일
박세종
박주선
엄중호
윤재승
이수성
이완수
이우용
이정익
이철희
이태운
임성근
정유리
조규완
조홍석
지종한
현덕규

(재)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주)시-즈 회장
M쥬얼리 대표
(주)다다실업 회장
(주)세종공업 대표
국회의원
덕소엔비의원 원장
(주)대웅제약 회장
법무법인 리우 대표
동아전장(주) 대표이사
(주)서광전기 대표
(주)한국건축조형 미술연구소 대표
DB생명 대표이사 사장
한국방송공사 외신 통역사
이화산업(주) 부회장
이화유통(주) 대표
(주)KJC Display Corp. 대표이사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한일카페트(주) 감사
허영진한의원 원장
청운대학교 총장
전)현대자동차 부회장
(주)현대그린푸드 상임고문
전)현대 위아 대표이사
일진글로벌 회장
전)기아차 부회장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KTB network(주) 대표
김윤호서울외과 원장
삼성SDS 과장
대원제약 회장
(주)신양산업 회장
(주)두하 회장
동일 FnG(주) 대표이사
비엑스티글로벌 (주) 이사
(주)골든듀 회장
고려은단(주) 이사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주)쇼타임 이사
(주)우주아이텍 대표이사
(주)신라명과대표
(주)삼양사 회장
(주)크린텍 회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19년 12월 27일 기준
※ 후원회원 명단은 후원금 내역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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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ers’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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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단체 공연･전시

콘서트홀 CONCERT HALL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2019 신년음악회

01.04 (주)두미르

2019 신년음악회

01.0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①
황수미의 Opera Climax

2019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19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제1회 강남국제음악제 FINAL GRAND CONCERT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211회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38회 정기연주회
KCO 2019 신년음악회

2019 대관령겨울음악제 실내악 갈라 콘서트,
<NOwhere : NOWhere>

01.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1.10 아트앤아티스트

01.2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1.2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1.29 이든예술기획

01.3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캐슬린 김 리사이틀 Con Amores(콘 아모레스)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즈 내한공연

테너 김재형 [Moment] : 새로움의 시작
KBS교향악단 제739회 정기연주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12회 정기연주회
라파우 블레하츠 & 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제 1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 음악회
임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나의 조국

2019 서울시향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테크닉의 귀재, 라흐마니노프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
에드가 모로 첼로 리사이틀
런던 필하모닉

2019 서울시향 장에플람 바부제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오페라 옴니버스

프리마돈나 앙상블 제20회 정기연주회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구스타보 두다멜 ＆ LA PHIL(협연 : 유자 왕)
프리모 깐딴떼 제22회 정기연주회
2019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2019 서울시향 말러와 슈트라우스
오페라 카니발 2019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94회 정기연주회

2019 서울시향 모차르트 스페셜

KBS교향악단 제740회 정기연주회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결선)
미로슬라브 꿀띠쉐프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서울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 영화음악의 밤

2019 서울시향 빌데 프랑의 스트라빈스키 ①

2019 서울시향 빌데 프랑의 스트라빈스키 ②
에네스콰르텟 EHNES QUARTET

KBS교향악단 제741회 정기연주회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10.16 영앤잎섬(주)

2019 벳부 아르헤리치 페스티벌 in Seoul

05.0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서울팝스오케스트라 31주년 기념음악회

07.17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KBS교향악단 제747회 정기연주회

10.18 (재)KBS 교향악단

시대의 소음 : 책으로 듣는 쇼스타코비치

안산시립합창단 제63회 정기연주회 무반주합창의 세계
루돌프 부흐빈더 ＆ 베토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제164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클래식의 전설, 보로딘 콰르텟 내한공연
제6회 kt chamber orchestra 특별연주회

05.08 (주)차이코프스키 씨앤씨
05.11 안산시청

05.14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하루키, 라틴 지브리를 만나다

07.21 (주)스톰프뮤직

05.12 (주)빈체로

05.15 (주)두미르

05.16 (주)컬쳐비즈글로벌

02.1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2.1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2.16 클래식헤리티지 주식회사
02.17 아트앤아티스트

02.19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20 쿠컴퍼니

02.21 (재)KBS 교향악단

02.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2.23 아트앤아티스트

카사노바 길들이기 갈라 콘서트

05.19 아트앤아티스트

제37회 자선음악회 그대있음에

05.22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성라자로마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13회 정기연주회

05.23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9 한국오페라 갈라페스티벌

05.25 서울오페라앙상블

KBS교향악단 제742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작교 프로젝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80회정기연주회

대전시립합창단 서울특별연주회 푸치니 대영광송
경기필하모닉 베토벤 ＆ 브람스Ⅰ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05.24 (재)KBS 교향악단
05.26 국립오페라단

05.28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5.2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05.30 대전광역시청

05.31 경기도문화의전당

06.01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06.02 서울오라토리오

02.24 클래식타임즈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06.04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바흐의 세속 칸타타

02.27 (주)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8회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2.26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02.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3.02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3.03 (재)국립합창단

03.06 라온매니지먼트
03.07 (주)빈체로

03.0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3.09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3.12 콘서트디자인

03.15 (주)마스트미디어

03.16 (주)마스트미디어
03.19 영음예술기획

03.20 재단법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03.2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3.23 아트앤아티스트

03.24 (주)마스트미디어

03.27 주식회사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03.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3.29 (재)KBS 교향악단
03.30 (주)동아일보사

03.31 (주)차이코프스키 씨앤씨
04.23 예인예술기획

04.2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4.2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사랑이 머무는 곳에

06.05 평안의집

제7회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07 예인예술기획

숭실OB남성합창단 창단 46주년 제39회 정기연주회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이마에스트리 제14회 정기연주회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미하일 플레트네프 피아노 리사이틀
KBS교향악단 제743회 정기연주회
2019 서울시향 슈만 교향곡 1번
그리운 우리 가곡

2019 세종솔로이스츠의 힉엣눙크! 갈라콘서트
코리아남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제8회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

2019 서울시향 모차르트와 브루크너②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제30회 이건음악회

06.09 한다우리예술기획

06.11 사단법인 미래성악포럼

06.16 브라보컴

06.2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6.2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6.22 제이에스바흐

06.23 제이에스바흐
06.25 (주)빈체로

06.26 (재)국립합창단

06.27 (주)마스트미디어

06.28 (재)KBS 교향악단

06.2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6.30 리음아트&컴퍼니
07.02 세종솔로이스츠
07.03 세실예술기획

07.04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7.06 (주)빈체로

07.07 (주)이건홀딩스

제32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07.09 예인예술기획

05.01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콘체르토말라가

07.12 제이케이앤컴퍼니

국립합창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스트라빈스키 시편교향곡> 05.02 (재)국립합창단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5회 정기연주회

한국교수콰이어 제15회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44회 정기연주회
핑크퐁 클래식 나라

여름방학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8
더 멘즈 콰이어 제11회 정기연주회
아리랑 페스티벌

2019 광복절기념 합창대축제

2019 광복절기념 합창대축제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CLUB M  Complementarity

2019 라벨라 그랜드 오페라 갈라콘서트
KBS교향악단 제745회 정기연주회
(사)서울오케스트라 이음콘서트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
가족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서울센트럴남성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노부스 콰르텟 <Slavic>

스티븐 허프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07.24 영음예술기획

07.25 세실예술기획

07.26 (재)KBS 교향악단

07.27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8.11 지클레프

08.13 영음예술기획

08.14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8.15 (재)국립합창단

08.16 (재)국립합창단

07.10 세실예술기획

바르셀로나 기타 트리오＆댄스 <스페인의 추억 플라멩코> 07.13 브라보컴

2019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
KBS교향악단 제746회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 제746회 정기연주회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08.23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08.24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08.25 국립오페라단
08.27 뮤직플러스

08.28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08.29 심포니송

09.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09.06 과천시청

09.07 J&R예술기획

09.0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9.17 국방부근무지원단

09.1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9.19 (재)KBS 교향악단

09.20 (재)KBS 교향악단

09.2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9.25 부천시청

2019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의 베토벤 교향곡 영웅①

09.2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09.26 (주)빈체로

2019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의 베토벤 교향곡 영웅②

09.2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위대한 작곡가, 쇼팽

한국 가곡 축제 - 내 나라 내 노래
제11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제7회 국악관현악축제

이마에스트리 우리 가곡 부르는 날
스타즈 온 스테이지 2019

바리톤 김동규 프리미엄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브람스 독일 레퀴엠, 운명의 노래

KBS교향악단과 김대진의 Mozart and Beethoven
경기필하모닉 베토벤 ＆ 브람스 II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SIMF 펜데레츠키 누가수난곡 사람의 길을 묻다
SIMF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오래된이야기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와 함께하는 [Notte Stellata]
러시아 명 피아노 협주곡 시리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

10.23 영음예술기획

10.24 (사)한국음악협회

10.2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0.26 (주)오푸스

10.27 (주)오푸스

11.01 WCN코리아(주)

11.02 WCN코리아(주)

11.03 협동조합 한국 쿱 오케스트라
11.09 (주)아르떼

11.10 (주)빈체로

11.12 (주)마스트미디어

11.17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8.22 (재)KBS 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50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시리즈 Ⅱ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2019 제36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10.22 주식회사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불후의 가곡, 희망을 노래하다

09.04 영음예술기획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넥스트 스테이지>

제10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10.20 심포니송

08.21 (사)라 벨라 오페라단

08.20 한다우리예술기획

포스메가남성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

서울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한경미디어그룹 가족음악회

08.18 (주)크레디아프로젝트

09.01 이든예술기획

과천시립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진혼곡

10.17 (재)국립합창단

11.13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재미 작곡가 강위덕 작곡 발표회

2019 서울시향 만프레트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①

국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뿔랭과 라벨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협연 : 임동혁)

09.03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04.2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4.27 (재)KBS 교향악단

최훈차 교수 합창 60년 기념연주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81회 정기연주회

2019 디토 페스티벌 -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디토 연대기> 06.1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한화클래식 2019 : 조르디 사발과 르 꽁세르 데 나시옹

07.23 예인예술기획

06.08 훈엔터테인먼트

06.18 조인클래식

한화클래식 2019 :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제17회 코리아니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06 한국예술종합학교

ASIA CELLO FESTIVAL for WORLD PEACE

2019 서울시향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②

07.19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8.30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06.14 크레디아인터내셔널

2019 서울시향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Classic Hero I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II
(2018-2020)

2019 디토 페스티벌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환상곡>
바르샤바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

07.16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18 (재)KBS 교향악단

05.21 (사)김자경오페라단

02.10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회

뉴서울필하모닉 창단 28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운파 임원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The Propose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III 03.26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바흐 모테트 전곡 연주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2019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02.08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02.01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02.12 로렐뮤직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2019

07.14 (주)스톰프뮤직

01.31 (재)KBS 교향악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13회 관악동문 정기연주회
2019 서울시향 시벨리우스 스페셜②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05.05 (주)스톰프뮤직

05.17 부천시청

02.09 루스초이뮤직

2019 서울시향 시벨리우스 스페셜①

05.03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슈퍼히어로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콘서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48회 정기연주회
박영민의 말러 제3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이야기 - 너클리3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양악부문)

게임속의 오케스트라 : 마비노기

09.29 (주)빈체로

10.01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10.02 영음예술기획

10.03 (재)세일음악문화재단
10.04 (사)한국음악협회

10.05 사단법인 미래성악포럼
10.06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0.08 (주)예술기획파홀로
10.09 서울오라토리오

10.11 (재)KBS 교향악단

10.12 경기도문화의전당

10.1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제11회 ARKO한국창작음악제(국악부문)

11.15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회

에스토니안 필하모닉 챔버 콰이어

11.19 (주)더브릿지컴퍼니

KCO 제165회 정기연주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82회 정기연주회

11.20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11.2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우리카드와 함께하는 KBS교향악단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11.22 (재)KBS 교향악단
다니엘 하리토노프 피아노 리사이틀

11.23 주식회사 케이유스타

국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

11.26 (재)국립합창단

KBS교향악단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
KBS교향악단 제748회 정기연주회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
지용

국립합창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시리즈 XII 베토벤 합창 교향곡

2019 서울시향 에마뉘엘 파위의 모차르트 협주곡①

2019 서울시향 에마뉘엘 파위의 모차르트 협주곡②
백건우와 야상곡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말러 시리즈
백건우와 쇼팽

11.24 (재)KBS 교향악단

11.27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28 (재)KBS 교향악단

11.2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1.30 사단법인 함께한대

12.01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2.03 (재)국립합창단

12.04 경기도문화의전당

12.05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06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07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12.08 (주)마스트미디어

12.1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2.11 (주)빈체로

KBS교향악단과 파비오 루이지가 함께하는 특별연주회 Ⅱ 12.13 (재)KBS 교향악단
한국리릭오페라단 Winter Romance - 겨울연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콘서트

12.14 리음아트&컴퍼니

12.15 (주)차이코프스키 씨앤씨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VI 12.17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희망콘서트

12.18 모스틀리 뮤직

2019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의 합창 교향곡②

12.20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019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의 합창 교향곡①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특별 초청공연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크리스마스 지브리 탱고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제36회 쏠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KBS교향악단 제749회 정기연주회

KCO와 랄프 고토니의 모차르트 교향곡 46
전곡 연주 시리즈 1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2.19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2.21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주)
12.2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2.24 (주)스톰프뮤직

12.2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2.26 주식회사 라스예술기획
12.27 (재)KBS 교향악단

12.28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12.29 크레디아인터내셔널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조이오브스트링스 신년음악회 '사랑의 인사'

01.02 (사)조이오브스트링스

바리톤 김주택 리사이틀

01.04 아트앤아티스트

김은혜 타악기 독주회

01.03 (사)TIMF앙상블

2019 이럴때이런음악'해설이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01.05 훈엔터테인먼트

피아니스트 이진상 독주회 The New Beginning

01.10 프레스토 아트

안드레아스 블라우 내한공연

이정란 첼로 리사이틀

01.05 플루트아트센터

01.26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01.26 (주)스톰프뮤직

윤여훈 첼로 독주회

01.27 마에스트로컴퍼니

인비토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01.27 클래시 라운지

제9회 아니마 체임버 정기연주회

01.29 (주)컬쳐비즈글로벌

김지윤 바이올린 독주회

02.01 지클레프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베토벤 아벤트

메타클래식연구회 에피소드 01. 피아노 듀오, 영국과 미국

소프라노 이승현 독창회

제2회 앙상블 화 콘서트

제15회 프렌즈 오브 뮤직 음악회

Bon Soloists

팬아시아필하모니아 제8회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시리즈 III

캄머오케스터서울 기획연주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온드림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국립합창단 제176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의 밤
박규희의 스페인 기타여행

01.31 아이디어랩

07.11 (주)뮤직앤아트컴퍼니

파체 코스모폴리탄

03.23 조인클래식

바시오나 아모로사 그리고 슈퍼베이스

05.18 문화기획 함박우슴

제12회 한국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07.13 예인예술기획

03.23 프로젝트 앤

데니스 불리아코프 플루트 리사이틀

03.24 클래시 라운지

2019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시리즈

라임 오페라 앙상블 정기연주회

Ensemble M 제 2회 정기연주회

바흐솔리스텐서울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헨델의 메시아
전곡연주회 시리즈 II

지음지기 브라스 콰이어 여섯 번째 이야기

02.17 예인예술기획

02.16 첼로프로젝트
02.19 JJ예술기획

조선풍류 정(井) 정기연주회

[내한 20주년] 이사오 사사키 벚꽃 낭만
피아니스트 김준희의 <폭풍>
베이스 김일훈 독창회

산타체칠리아 퀸텟 내한공연

주영목 교수 퇴임기념 JYM앙상블의 스프링 콘서트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제5회 정기연주회

Trio Sol ＆ Friends

박유신 김현정 듀오 리사이틀

김성훈 피아노 독주회

홍지연(음반발매기념) 첼로 독주회

2019 맨하탄 피아노 콰르텟 정기연주회

건우회 제7회 정기연주회

제3회 더브라스 퀸텟 앙상블 콘서트

선율속의 하루

02.26 인스클래식

02.28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03.01 지클레프

03.02 영음예술기획

03.02 이든예술기획

03.03 이든예술기획

03.05 음악교육신문사

03.06 주식회사 춘추커뮤니케이션즈

박창수의 프리뮤직

03.07 더하우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 준 리사이틀

03.09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니스트 김소연 초청 리사이틀

해피버스데이 피아졸라 탱고

송영훈의 클래식 큐레이터, 낭만에 대하여

모리스콰르텟 제23회 정기연주회

김광군 바이올린 독주회

03.08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니스트 김규연 리사이틀 The Monologue

트리오 가이스트 제1회 정기연주회

04.11 (주)예술기획파홀로
04.12 한국리스트협회
04.13 음악교육신문사
04.14 영음예술기획

04.17 이든예술기획

04.19 (주)스테이지원

04.20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04.21 음악교육신문사

06.06 (주)뮤직앤아트컴퍼니

제16회 프렌즈 오브 뮤직 음악회

전영혜 음연 초청 피아노 독주회
윤홍천 피아노 리사이틀
콰르텟 원 정기연주회

함영림, 계명선 피아노 듀오 콘서트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pm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7pm

PICAS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림동화 음악회

콰르텟 21 제52회 정기연주회

04.27 (주)음연

04.28 예진문화기획사

04.30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5.01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5.02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5.03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에스윗 색소폰 콰르텟 제1회 정기연주회

06.16 리움챔버오케스트라
06.18 조인클래식
06.19 투픽스

06.23 영음예술기획

06.23 현대문화

레오폴트 모차르트 탄생 300주년 기념 <부전자전 모차르트>

06.27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6.25 예인예술기획

06.28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3.16 J&R예술기획

오페라가 들리는 48시간 이탈리아 여행

05.12 (주)스톰프뮤직

한국 바순협회 정기연주회

03.19 가온클래식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인 코리아

05.15 WCN코리아(주)

소프라노 김성은 독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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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알테무지크서울

한국플루트학회 제7회 정기연주회
안미정, Han Tol 리코더 듀오 콘서트

07.19 (주)마스트미디어

07.20 (주)마스트미디어

NEC 첼로 앙상블 콘서트

07.21 지음기획

아델라 스트링 트리오 제2회 정기연주회
소노로스(SONOROUS) 앙상블 창단연주회
조지현의 Beethoven Cycle 9회

서울이무지치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유터피 목관오중주단 제14회 정기연주회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청소년 음악회
곤지암 우드윈드 페스티벌 2019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9 기획연주회

07.21 예인예술기획
07.23 지클레프

07.25 (주)마스트미디어

07.26 한다우리예술기획
07.27 지클레프
08.11 (사)화음

08.11 클래식헤리티지 주식회사
08.13 지클레프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정기연주회

08.14 마에스트로컴퍼니

서울튜티앙상블 독일순회공연 기념연주회

08.16 (사)서울튜티앙상블

라메르에릴 제14회 정기연주회
이보경 바이올린 독주회

스누아첼로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2019 사운드 온 디 엣지 III 콘체르토 그로소
제26회 꿈씨음악회

정한빈 피아노 리사이틀 ‘비르투오소 - 더 소나타'
라파엘 페로  이소현  듀오콘서트

코리안 모던 앙상블(KME) 제4회 정기연주회

08.15 지클레프
08.17 지클레프

08.18 예인예술기획

08.21 (사)TIMF앙상블

08.22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08.23 마에스트로컴퍼니
08.24 (주)오푸스

08.24 예음뮤직아카데미(흙과나무 기획사)
08.25 J&R예술기획

08.25 클래시 라운지

반선경 바이올린 귀국 독주회

08.27 영음예술기획

소프라노 허미경 독창회

08.30 예인예술기획

김진욱 피아노 독주회

09.01 (주)마스트미디어

미루스 트리오 플러스 원

스케치 정기연주회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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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운 바이올린 리사이틀
나윤주 첼로 독주회

08.29 알테무지크서울
08.31 예인예술기획
09.01 예인예술기획
09.03 영음예술기획

09.04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09.05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09.06 지클레프

소프라노 서보란 독창회

07.05 지클레프

바이올리니스트 카라 남 리사이틀

07.18 영음예술기획

09.08 영음예술기획

더 뉴 바로크 컴퍼니 프로젝트 #6

서울국제음악제 보스트리지와 드레이크 슈베르트 2019 Ⅱ 05.12 (주)오푸스

07.17 (주)마스트미디어

06.30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7.03 클래시 라운지

03.15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7.16 (주)음연

KCO 스트링 콰르텟 제18회 정기연주회

06.29 마에스트로컴퍼니

이신규 비올라 독주회

05.11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07.14 음악교육신문사

09.07 뮤직플러스

05.09 기업은행

제18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본선

07.13 (주)루비뮤직

아울로스 목관5중주 창단30주년 기념 제34회 정기연주회

06.29 한다우리예술기획

앙상블 우리 제9회 정기연주회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7.12 영음예술기획

V9 제3회 정기연주회

제2회 주디스 콰르텟 정기연주회

05.07 WCN코리아(주)
05.08 예인예술기획

제4회 드림위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06.22 프레스토 아트

팬아시아필하모니아 제9회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시리즈 VI

앙상블 포럼 21 열 번째 정기연주회

아베오 트리오 정기연주회

알테무지크서울 제18회 정기연주회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06.22 카리스 프로덕션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제88회 정기연주회

앙상블 유니송 초청 연주회

06.20 (주)음연

클래식의 재발견 시리즈 I

To Know, To Love 2019

리 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발트앙상블 아티스트 시리즈

06.2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가일 플레이어즈 정기연주회

강 철 유포니움 귀국 독주회

06.15 예인예술기획

보티첼리 콘서트 The Trio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의 울림

Duo VIVID Summer Time Fun!

바로크 첼리스트 이현정 독주회

06.16 조인클래식

제6회 리움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실내악의 밤

06.13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벨루스콰르텟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박종화 피아노 리사이틀

알테무지크서울 제17회 정기연주회

06.11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06.14 코리안 솔로이스츠

05.05 이든예술기획

03.13 이든예술기획

03.20 프레스토 아트

06.09 지클레프

코리안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2019 디토 페스티벌
디퍼런트 디토 <메시앙 그리고 최재혁>

서울국제음악제 보스트리지와 드레이크 슈베르트 2019Ⅰ 05.10 (주)오푸스

03.17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6.08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06.12 지음기획

05.04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5.04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6.08 (주)음연

2019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67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강소연의 The Art of Rachmaninoff

04.28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집행위원회

06.07 조인클래식

06.09 이음기획

04.26 마에스트로컴퍼니

2019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06.05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김선민 피아노 독주회

제16회 프레미에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
2019 하늠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06.02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박종성 <HARMONI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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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경 바이올린 리사이틀

04.25 첼로프로젝트

06.01 지클레프

06.04 지클레프

04.23 지음기획

첼리스트 박진영 데뷔 20주년 기념 독주회

05.30 영음예술기획

김동규 피아노 독주회

제12회 앙상블 판 정기연주회

03.12 (주)마스트미디어

이혜경 플루트 독주회

안토닌 앙상블 정기연주회

04.09 영음예술기획

04.10 WCN코리아(주)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의 [독도의 사계]

제8회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정기연주회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03.14 이든예술기획

피아노 듀오 유앤킴 리사이틀

04.07 WCN코리아(주)

05.28 지클레프

06.01 (주)오푸스

04.20 예인예술기획

KCO 첼로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로이 앙상블 화이트데이 콘서트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리사이틀

04.06 (주)스톰프뮤직

05.26 현대문화

2019 앙상블오푸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윤유진 피아노 독주회

최경은 첼로 독주회

03.09 (주)스톰프뮤직

03.10 (주)스톰프뮤직

04.05 마에스트로컴퍼니

05.26 예인예술기획

05.31 (주)음연

김세준 박진형 듀오 리사이틀

02.23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02.24 라온매니지먼트

04.04 예인예술기획

05.23 클래시 라운지

손민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5

04.18 (주)스테이지원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I
(2018-2020)
탱고 나잇 시즌 2

04.03 영음예술기획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9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보헤미안 스케치Ⅰ

김정아 바이올린 독주회

아벨 콰르텟 제3회 정기연주회

02.23 조인클래식

제3회 SYAP 정기연주회

04.16 지클레프

02.22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송인정 첼로 독주회

05.24 지클레프

여음목관5중주 제32회 정기연주회

콰르텟 이데아 제1회 정기연주회

02.21 영음예술기획

04.02 (주)음연

05.21 세실예술기획

박수경 바이올린 독주회 그리그 바이올린소나타 전곡시리즈

제5회 ARZ 피아노 트리오 정기연주회

지음 클라리넷 앙상블 제17회 정기연주회

Quartet S 제3회 정기연주회

05.19 (주)음연

05.22 라온매니지먼트

03.31 라온매니지먼트

03.30 음악교육신문사

05.18 영음예술기획

드니 성호 기타 리사이틀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심선민 퍼커션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보헤미안 스케치Ⅱ

소프라노 김정아 독창회

03.29 (주)마스트미디어

바리톤 나건용 독창회

앙상블 에클라 2019 정기연주회

02.20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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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영음예술기획

03.28 엠 매니지먼트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제25회 정기연주회

03.30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제40회 한국리스트협회 정기연주회

02.15 (주)뮤직앤아트컴퍼니

03.24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바리톤 노대산 독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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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재)국립합창단

02.13 현대차 정몽구 재단

03.22 크레디아인터내셔널

콰르텟 앤의 <The Red Tango>

김응수, 로한 드 실바 듀오 리사이틀

02.16 이든예술기획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컨플루언스앙상블 다섯번째 이야기  冬心

케빈 케너 피아노 리사이틀

02.12 영음예술기획

트리오 MEG 창단연주회

첼로프로젝트 7회 정기연주회

05.17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임상우 클라리넷 독주회

02.10 현대문화

49

김재영 문지영 듀오 리사이틀

02.09 예인예술기획

02.10 지클레프

48

03.21 가온클래식

문태국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이탈리아 성악회 제67회 정기연주회

02.09 조인클래식

2019 Annual Report

피아니스트 윤철희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회 I

02.07 지음기획

02.08 영음예술기획

Seoul Arts Center

07.02 (사)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4 국립오페라단

첼리스트 이강호&피아니스트 이민영 듀오 콘서트 '향수'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전하는 바로크 음악 이야기 XV
비루투오조 트롬본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숙명트리오 정기연주회

07.06 (주)음연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 리사이틀

07.07 예인예술기획

윤혜진 바이올린 독주회

07.06 한다우리예술기획
07.09 영음예술기획

07.10 영음예술기획

피아니스트 김소연 초청 리사이틀
이세영 바이올린 독주회

토너스 트리오: 고전과 낭만 사이 II

09.07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9.10 영음예술기획
09.17 UNICO

09.18 WCN코리아(주)

09.19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9.20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9.21 (주)마스트미디어
09.21 이든예술기획
09.22 예인예술기획

09.24 주식회사 뉴코스모스미디어

Seoul Arts Center

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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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VI

09.26 예인예술기획

타펠무지크 - 왕의귀환

11.26 타펠무지크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02.13 (주)음연

피아니스트 강정은의 “Romantic Story Ⅲ”

한상일 피아노 리사이틀

09.28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니콜라이 카잔스키 초청 리사이틀

11.29 (주)예술기획파홀로

하종수 귀국 플루트 독주회

02.15 클래시 라운지

유지수 피아노 독주회-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III 04.04 이든예술기획

최재원 바이올린 독주회

09.27 WCN코리아(주)

제8회 성정콘서트

11.28 재단법인 성정문화재단

제12회 현대음악앙상블 트와씨 정기연주회

12.01 영음예술기획

10.02 영앤잎섬(주)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12.04 (주)마스트미디어

클라라의 사랑과 음악

10.04 J&R예술기획

아코르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12.06 지클레프

피아니스트 문정재의 SOUND TRACK

10.05 조인클래식

홍은선 첼로 리사이틀

12.08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조진주 & 이타마르 골란 VOICE II

12.11 주식회사 봄아트프로젝트

뮤지카 노바 정기연주회 Ⅱ

09.29 마에스트로컴퍼니

CSUSB 오케스트라 첫 내한공연

피경선 피아노 독주회

표규선 바순 독주회

10.01 (주)음연

10.03 음악교육신문사

이니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코리안 브라스 앙상블의 다이얼로그 l

10.05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이옥희 피아노 독주회

세종솔로이스츠의 콘서트 세리오소

10.06 세종솔로이스츠

플루티스트들의 일곱 번째 수다

운지회 체임버 오케스트라 시리즈 XIV

10.09 현대문화

이 베아띠 제20회 정기연주회

조성연 하프시코드 독주회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리스트협회 제41회 정기연주회

10.08 영음예술기획

10.10 한국리스트협회

조성호 클라리넷 리사이틀

10.12 주식회사 앰버린

솔루스 오브 서울 브라스 제4회 정기연주회

테너 지명훈 독창회

10.11 (주)스테이지원

에센시아 트리오 제4회 정기연주회

10.13 조인클래식

클림트 & 뮤직 콘서트

루드비히 트리오 내한공연

10.15 (주) 툴뮤직

김민지 첼로 독주회

10.17 라온매니지먼트

제4회 누뚜 정기연주회

바흐솔리스텐서울 피오리무지칼리 시리즈 VI

피아니스트 구자은 초청 스페셜 콘서트

제159회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김 삶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16회 스페셜콘서트
KCO 트로이카콘서트 시리즈 26

룩스 트리오 제2회 정기연주회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95회 정기연주회

제8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19 - Part.2

손열음 & 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10.16 예인예술기획

10.18 (주)마스트미디어

10.19 조인클래식

10.20 서울신포니에타

10.22 (주)마스트미디어
10.23 지음기획

10.24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10.25 클래시 라운지

10.26 (주)마스트미디어
10.26 예술원사무국

10.27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10.29 주식회사 예스엠아트

SIMF 실내악 콘서트 시리즈1 만남과 이별

10.31 (주)오푸스

홍의연 바이올린 독주회

11.02 마에스트로컴퍼니

SIMF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 파도치는 해변
비올리스트 이한나의 바흐 무반주 전곡 and Shostakovich

11.01 (주)오푸스

11.03 프레스토 아트

SIMF 실내악 콘서트 시리즈2 겨울문턱에서

11.05 (주)오푸스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11.07 기업은행

SIMF 아르토 노라스, 랄프 고토니 낙엽이 지다

SIMF 커티스 온 투어 어느 화창한 날에

11.06 (주)오푸스

11.08 (주)오푸스

제28회 사랑의 플룻콘서트 - 아름다운 동행

11.09 조인클래식

모리스 콰르텟 제24회 정기연주회

11.12 조인클래식

위 솔로이스츠 제20회 정기연주회

M. Classic의 두 번째 콘서트, 그리고 Blessing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68회정기연주회
국립합창단 제20회 데뷔콘서트

유못쇼 갈라콘서트

앙상블 에스쁘아 제6회 정기연주회

콰르텟 21 제53회 정기연주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하트투하트콘서트

11.10 영음예술기획

11.13 클래시 라운지

11.14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11.15 (재)국립합창단

11.16 (주)스테이지원

11.17 예인예술기획
11.19 예인예술기획

11.20 하트하트재단

블래져 목관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11.21 클래시 라운지

예무스 제9회 정기연주회

11.23 이든예술기획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시리즈 IV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제 42회 정기연주회

11.22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1.24 (사)화음

12.03 예인예술기획

12.05 음악교육신문사

12.07 이옥희

12.10 예인예술기획
12.12 영음예술기획

12.13 주식회사 목프로덕션

한국현악협회합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12.14 마에스트로컴퍼니

윈뮤지션스 제 3회 정기연주회

12.17 가온클래식

2019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크리스마스, 재즈를 만나다-

조이오브스트링스 송년음악회 클래식 & 뮤지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2.15 예인예술기획

12.18 지누락엔터테인먼트
12.19 (사)조이오브스트링스

12.20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이지현 바순 시리즈 4

12.21 조인클래식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12.24 지클레프

서울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2회 노바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그림책 음악회

12.22 마에스트로컴퍼니
12.26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12.27 음악교육신문사
12.28 (사)화음

바리톤 방대진 독창회

12.28 UNICO

2019 Plus Chamber Group 송년음악회

12.31 영음예술기획

위 솔로이스츠 2019 송년음악회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12.29 영음예술기획

01.02 지클레프

윤수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01.04 (주)마스트미디어

조미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임혜선 피아노 독주회

태선이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Great B> III

손창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앙상블 노이 제4회 정기연주회
김혜지 바이올린 독주회

김규현 귀국 바순 독주회
홍수연 클라리넷 독주회
조다정 피아노 독주회

김범구 바이올린 독주회

조 한 귀국 플루트 독주회
김경아 플루트 독주회

박준성 귀국 색소폰 독주회

고관수 귀국 오보에 독주회
문지형 첼로 독주회

배유리 피아노 리사이틀
이루사 피아노 독주회

안세훈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황소진 첼로 독주회

노유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김예라 귀국 피아노 독주회
정유정 바이올린 독주회
석유리 오보에 독주회
테너 염성호 독창회

김헌재 피아노 리사이틀

송유진 피아노 리사이틀
장선우 플루트 독주회

이영주 & 유현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장우리 첼로 독주회

정소영 피아노 독주회

송수미 귀국 피아노 독주회
유미향  피아노 독주회
김연진 첼로 독주회

송호섭 클라리넷 독주회 XXII
신승환 플루트 독주회

김고운 피아노 독주회

김민지 플루트 독주회
홍성은 첼로 독주회

박현정 플루트 독주회

소프라노 한상은 독창회

이현애 바이올린 독주회
유수현 피아노 독주회

박지현 오보에 독주회

유소영 피아노 독주회

김정수 바이올린 독주회

황남규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발렌타인데이 라이브 콘서트

01.03 클래시 라운지
01.05 이든예술기획

01.05 클래시 라운지
01.10 예인예술기획
01.26 발밤Art

01.26 조인클래식
01.27 지클레프

01.27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1.29 클래시 라운지
01.30 지클레프

01.31 이든예술기획

02.01 클래시 라운지

02.07 클래시 라운지
02.08 예인예술기획

02.09 예인예술기획

02.09 클래시 라운지
02.10 예인예술기획
02.10 (주)음연

02.12 이든예술기획

앙상블 ELAS 제4회 정기연주회
양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
바리톤 김승철 독창회

최경아 피아노 독주회

오민정 오보에 독주회

서범수 더블베이스 독주회

아야 마츠시타 초청 피아노 독주회
비올리스트 임요섭 리사이틀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제 29회 현대음악축제
채문영 피아노 독주회

이승민 쳄발로 독주회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제1차예선)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제1차예선)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제2차예선)
LG와 함께하는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준결선)
조세나 귀국 바순 독주회
소프라노 박성진 독창회

히로타 순지 피아노 독주회
권요안 피아노 독주회

안명주 플루트 독주회

02.14 클래시 라운지
02.16 예인예술기획
02.16 지클레프

02.17 지클레프

02.17 이든예술기획

02.19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2.20 예인예술기획

02.21 콘서트디자인
02.22 김헌재

02.23 (주)음연

02.23 클래시 라운지
02.24 예인예술기획
02.24 조인클래식

02.26 클래시 라운지

02.27 클래시 라운지
02.28 지클레프

03.01 예인예술기획

03.02 영음예술기획

03.02 클래시 라운지
03.03 예인예술기획

03.03 클래시 라운지
03.05 조인클래식
03.06 지클레프
03.07 UNICO

03.08 영음예술기획

03.09 (주)마스트미디어
03.09 예인예술기획

03.10 (주)마스트미디어
03.10 클래시 라운지
03.12 지클레프

03.13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03.14 브이(V)매니지먼트
03.15 (주)음연

03.16 예인예술기획

03.1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3.17 이든예술기획
03.19 (주)부암아트

03.21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03.22 WCN코리아(주)
03.23 영음예술기획

03.24 (주)동아일보사

03.24 (주)동아일보사

03.25 (주)동아일보사

03.26 (주)동아일보사

03.28 (주)동아일보사
03.29 클래시 라운지
03.30 예인예술기획

03.30 예인예술기획

03.31 영음예술기획
03.31 플룻샵

피아니스트 윤형숙의 음악공방 시리즈 VIII

04.02 마에스트로컴퍼니
04.03 이든예술기획

제6회 이음협회 정기연주회

04.05 이든예술기획

정혜연 피아노 독주회 <PROJECT OPUS 1 >

04.06 프로사운드랩

조유리 바이올린 독주회
배기정 첼로 독주회

한형실 피아노 독주회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란의 Violin Emotion III
서민정 바이올린 독주회

강드보라 바이올린 독주회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70회 정기연주회
안디무직 제11회 정기연주회

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제82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윤병화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I

제68회 (사)한국여성작곡가회 봄 정기 발표회
오재경 귀국 첼로 독주회
전수진 피아노 독주회

플루티스트 윤현임 X 피아니스트 신주연 듀오 리사이틀
송성준 피아노 독주회

장현진 플루트 독주회

2019 ACL-Korea 국제음악제 콘서트 I
유성민 바이올린 독주회

신미정, 김수연, 정선이 트리오 연주회
제27회 빈트리오 정기연주회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한국가곡연구회 제 51회 정기연주회
조효단 클라리넷 독주회

성경주 바이올린 독주회

박진영 바이올린 독주회 <The Contrast>
조지현의 Beethoven Cycle 8회
채희철 어수희 두오 리사이틀
이상회 비올라 독주회

염은하 바이올린 독주회
김세희 피아노 독주회

2019 어린이날 음악회

안영지 귀국 플루트 독주회

창악회(創樂會) 창립 61주년 정기발표회 I

창악회 동방기원 한국-대만 교류 현대음악제
윤지혜 플루트 독주회

곽나영 오보에 독주회

이숙현 오보에 독주회

아니마 체임버 앙상블의 실내악 음악회
박수진 피아노 독주회

황영경 피아노 독주회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62회 정기연주회
배종선 플루트 독주회

김희진 피아노 독주회
김대준 첼로 독주회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II

04.06 예인예술기획

04.07 영음예술기획

04.09 이든예술기획

04.10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04.11 조인클래식
04.12 지클레프
04.13 (주)음연

04.14 지클레프

04.14 이든예술기획

04.16 콘서트디자인

04.17 이든예술기획
04.18 현대문화
04.19 (주)음연

04.20 예인예술기획

04.20 클래시 라운지

04.21 음악교육신문사
04.21 플룻샵

04.23 현대문화

04.24 예인예술기획
04.25 지클레프

04.26 (주)마스트미디어
04.27 영음예술기획
04.27 지음기획

04.28 영음예술기획

04.28 예인예술기획

04.30 프로사운드랩

05.01 (주)마스트미디어
05.02 이든예술기획

05.03 마에스트로컴퍼니
05.04 리음아트&컴퍼니
05.04 이든예술기획

05.05 영음예술기획

05.05 클래시 라운지
05.07 창악회

05.08 창악회

05.09 클래시 라운지
05.10 예인예술기획
05.11 조인클래식

05.11 (주)컬쳐비즈글로벌
05.12 예인예술기획

05.12 이든예술기획
05.14 지음기획

05.15 지클레프

05.16 지클레프

05.17 음악교육신문사

05.18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Seoul Arts Center

2019 Annual Report

52

53

홍인경 피아노 독주회

05.19 이든예술기획

임재성 첼로 독주회

07.13 이든예술기획

황순빈 바이올린 독주회

제36회 허재영 튜바 독주회

05.21 예인예술기획

박지현 바이올린 독주회

07.14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제2회 (사)한국작곡가협회· 가우데아무스 국제교류 음악제 09.25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김우중 오보에 독주회

정민정 피아노 독주회

김동현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류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전소영 첼로 독주회

이마리솔 바이올린 독주회

제13회 소노리테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김유빈 귀국 피아노 독주회
김미령 바이올린 독주회

박미희 바이올린 독주회

21세기악회 제50주년 기념작품발표회 II
김운성 트롬본 독주회

라세원 비올라 독주회

김민경 플루트 독주회
박고운 첼로 독주회

최현진 피아노 독주회-베토벤 후기 소나타의 새로운 시작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IV
변규리 클라리넷 독주회
이지영 바순 독주회

작곡동인 델로스 제28회 정기작품발표회 한국의 소리VIII
이수연 피아노 독주회

천정은 귀국 플루트 독주회

홍혜도 피아노 독주회 - Bach & Schubert 3
송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박혜준 첼로 독주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제 64회 정기연주회
오지현 첼로 독주회

이무은 바이올린 독주회
왕명호 플루트 독주회

고기연 바이올린 앤 비올라 독주회

임남희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VI
정지강 윤형숙 피아노 두오 연주회
이섬승 귀국 피아노 독주회

김남균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소프라노 고미현 교수 제28회 독창회
디 앙상블의 선물

이건용 트롬본 독주회

정진희 바이올린 독주회

최재희 클라리넷 리사이틀
나채원 플루트 독주회

김광훈 바이올린 독주회
이소영 플루트 독주회

피아니스트 정자영 쇼팽 에튀드 전곡 연주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김주원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최유진과 세기의 로맨티스트 시리즈 II
김민욱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포르테 트리오+1 콘서트
나윤아 바이올린 독주회

TIMELESS : WITH HORN
한옥미 작곡 발표회

피아니스트 노예진 리사이틀
이호정 피아노 독주회

류희윤 바이올린 독주회

임지희 바이올린 독주회
정희석 트롬본 독주회

05.19 클래시 라운지
05.22 이든예술기획

05.23 클래시 라운지
05.24 지클레프

05.25 현대문화

05.25 인스클래식

05.26 (주)부암아트

05.26 클래시 라운지
05.28 예인예술기획
05.29 지클레프

05.30 현대문화

05.31 예인예술기획

06.01 예인예술기획

06.02 예인예술기획
06.02 지클레프

06.04 이든예술기획

06.05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06.06 예인예술기획

06.07 클래시 라운지
06.08 현대문화

06.08 조인클래식

06.09 예인예술기획
06.09 홍혜도

06.11 지클레프

06.12 지클레프

06.13 지음기획

06.14 예인예술기획

06.15 (주)마스트미디어
06.15 클래시 라운지

06.16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6.18 예인예술기획

06.20 이든예술기획

06.21 클래시 라운지
06.22 영음예술기획
06.22 지클레프

06.23 (주)마스트미디어
06.23 인스클래식

06.25 조인클래식

06.26 NFAMusic(뉴화인아트뮤직)
06.27 클래시 라운지
06.28 영음예술기획

06.29 예진문화기획사
06.29 이든예술기획

06.30 콘서트디자인

07.02 (주)마스트미디어
07.03 예인예술기획
07.04 가온클래식

07.05 (주)세광아트

07.06 마에스트로컴퍼니
07.07 인스클래식

07.07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07.09 주식회사 뉴코스모스미디어
07.10 지클레프

07.11 이든예술기획

07.12 예인예술기획

07.13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변현조 클라리넷 독주회

김지은 귀국 비올라 독주회

재미 피아니스트 박우빈 초청 독주회
정승원 귀국 첼로 독주회
이현주 플루트 독주회

이혜정 바이올린 독주회
Ensemble Lakes

김민조 클라리넷 독주회

음악저널 초청 비루투오조 시리즈 박종화 피아노 독주회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한승화 오보에 독주회

허경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김란도 플루트 독주회

바리톤 안대현 귀국 독창회
노모스 트리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황선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최은정 바이올린 독주회

이경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07.14 예인예술기획

07.16 클래시 라운지
07.17 이든예술기획

07.18 이든예술기획

07.19 영음예술기획

07.20 (주)마스트미디어

07.20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07.21 클래시 라운지

07.21 음악저널.작은우리.인터뮤직
07.23 예인예술기획

07.24 클래시 라운지

07.25 (주)마스트미디어
07.26 영음예술기획
07.27 지클레프

07.27 현대문화

08.11 영음예술기획

08.11 예인예술기획

08.13 영음예술기획
08.14 (주)음연

서울클라리넷 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08.15 지클레프
김미경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성보경피아노독주회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그나마 재밌는 클래식
임성윤 바이올린 독주회
정도행 피아노 독주회

추교준 귀국 피아노 독주회

김유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앙상블 페리 연주회

백민정 피아노 독주회

김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유키코야마 내한공연

유현지 피아노 독주회

박재린＆김정수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제4회 클라쎄아트 정기연주회
강윤지 비올라 독주회

문명환 비올라 독주회

양영욱 색소폰 독주회 VI

유광수 귀국 베이스 트롬본 독주회
최규정 바이올린 독주회
김소연 첼로 리사이틀

나재령 플루트 독주회
강희윤 첼로 독주회

트리오 알투스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차소용 독창회
김종아 오보에 독주회

이현옥 오보에 독주회

김유진 귀국 플루트 독주회

Piotr Kupka 피아노 독주회
김수련 피아노 독주회

성해린 피아노 독주회

손치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이철민 귀국 타악기 독주회

서계숙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김지혜 피아노 독주회
이송희 첼로 독주회

08.16 예인예술기획
08.17 가온클래식

08.17 클래시 라운지
08.18 지클레프

08.18 조인클래식

08.20 클래시 라운지

08.21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8.22 (주)마스트미디어
08.23 (주)음연

08.24 예인예술기획

08.24 플루트아트센터

08.25 음악교육신문사
08.25 지클레프

08.27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08.28 마에스트로컴퍼니
08.29 영음예술기획

08.30 예인예술기획

08.31 음악교육신문사
09.01 지클레프

09.01 라온매니지먼트
09.03 플룻샵

09.04 클래시 라운지
09.05 영음예술기획
09.06 지음기획

09.07 클래시 라운지

09.07 클래시 라운지
09.08 예인예술기획

09.08 예진문화기획사

09.10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09.17 이든예술기획
09.18 조인클래식

09.19 클래시 라운지
09.20 지음기획

09.21 클래시 라운지

09.22 (주)마스트미디어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19 기획연주회

09.22 조인클래식
09.24 지클레프

제47회 범 음악제

09.27 예인예술기획

아니마 체임버 앙상블의 실내악 음악회

09.28 (주)컬쳐비즈글로벌

박노을 첼로 독주회

김희균 피아노 독주회

바이올린 김나정 & 비올라 이은숙 듀오 리사이틀
남희정 피아노 독주회

AYAF 10주년 기념 음악회

벨레르 앙상블 창단연주회
윤수빈 플루트 독주회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 시리즈 I
김진훈 바순 독주회

박보윤 Piano Essay IV
권새롬 첼로 독주회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 리사이틀
이자윤 바이올린 독주회
황보 영 피아노 독주회

피아니스트 박미정의 All That Art 1
이현정 첼로 독주회

최병호 바이올린 독주회
계명선 피아노 독주회

문재원 피아노 독주회

김규동 작곡발표회- 인상(印象) III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The Piri 오보에 앙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
강지원 귀국 첼로 독주회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2019 정기연주회
김정림 피아노 독주회

정지강 피아노 독주회

미래악회 제44회 작품발표회
윤여영 바이올린 독주회
유미정 피아노 독주회

양윤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71회 정기연주회
서울기타콰르텟 20주년 정기연주회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
조정민 더블베이스 독주회
한동연 첼로 독주회

최 힐 색소폰 독주회

2019 ACL-Korea 뉴뮤직 콘서트
이영우 피아노 독주회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제70회 가을 정기 발표회
우미현 작곡발표회

신동수 작곡발표회

형수운 피아노 독주회
김남호 튜바 독주회

Beyond the Border the 5th concert
임경원 첼로 독주회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V
에르완 리샤 비올라 독주회

이가키 히데유키 초청 피아노 독주회
박지은 플루트 독주회

손소이 플루트 독주회

이지현 피아노 독주회

09.28 지클레프

09.29 이든예술기획

10.01 예인예술기획

10.02 예인예술기획

10.03 영음예술기획

10.04 클래시 라운지
10.05 영음예술기획

10.05 이든예술기획

10.06 예인예술기획

10.06 이든예술기획

10.08 이든예술기획
10.09 지클레프

10.10 조인클래식

10.11 이든예술기획

10.12 영음예술기획

10.12 예인예술기획

10.13 예인예술기획

10.13 마에스트로컴퍼니
10.15 예진문화기획사
10.16 이든예술기획
10.17 현대문화

10.18 예인예술기획

10.19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10.19 이든예술기획

10.20 예인예술기획

10.20 이든예술기획

10.22 이든예술기획
10.23 미래악회

10.24 이든예술기획

10.25 영음예술기획

10.26 이든예술기획
10.27 지클레프

10.27 서울기타콰르텟
10.29 (주)음연

10.30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10.31 예인예술기획
11.01 지클레프

11.03 음악교육신문사
11.05 현대문화

11.06 콘서트디자인
11.07 현대문화

11.08 현대문화

11.09 현대문화

11.09 이든예술기획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제 63회 정기연주회

11.19 지음기획

이형규 오보에 독주회

11.21 클래시 라운지

채주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소리목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 1989-2019
이상은 플루트 독주회
장하얀 첼로 독주회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허정인 귀국 첼로 독주회
강서영 첼로 독주회

최운 바이올린 독주회

노신명 피아노 독주회
고의석 기타 독주회

최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김수정 첼로 독주회

김현지 바이올린 독주회
목혜진 첼로 독주회

조가람 피아노 독주회

이선진 바이올린 독주회
황예찬 플루트 독주회

이석중 바이올린 독주회
부윤정 첼로 독주회

유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김지연 비올라 독주회

2019 이스트만 플레이어즈
여윤수 첼로 독주회

제18회 클랑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임재성 이유현의 베토벤 전곡연주회 2

홍혜도 피아노독주회- Bach&Schubert 시리즈4
최한나 귀국 피아노 독주회
권그림 바이올린 독주회

이정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조지현의 Beethoven Cycle 10회
장혜리 첼로 독주회

왕혜진 첼로 독주회

2019 앙상블 나무 정기연주회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천혜진 첼로 독주회

양고우니 피아노 독주회
김홍민 첼로 독주회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
정원영 바이올린 독주회

유지연 바이올린 독주회

제3회 그라티아 트리오 정기연주회

2019 음악춘추 우수신인데뷔연주회

최고은 바이올린 독주회 ‘브람스 전곡 시리즈’
이현주 작곡 발표회

11.10 (주)음연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11.12 예인예술기획

국립오페라단 <윌리엄텔>

11.10 현대문화

11.13 사단법인 한국작곡가협회
11.14 지클레프

11.15 이든예술기획
11.16 플룻샵

11.16 클래시 라운지

11.17 마에스트로컴퍼니

국립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나코-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국립무용단 <묵향>

국립오페라단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 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11.20 (주)음연

11.22 현대문화

11.23 예인예술기획

11.23 이든예술기획

11.24 영음예술기획

11.24 예인예술기획

11.26 이든예술기획
11.27 조인클래식
11.28 지클레프

11.29 지클레프

11.30 지클레프

11.30 WCN코리아(주)

12.01 (주)마스트미디어
12.01 예인예술기획

12.03 클래시 라운지
12.04 지클레프

12.05 음악교육신문사
12.06 영음예술기획

12.07 이든예술기획

12.08 예인예술기획
12.08 지클레프

12.10 이든예술기획

12.11 라온매니지먼트
12.12 예인예술기획

12.13 이든예술기획
12.14 홍혜도

12.14 클래시 라운지
12.15 예인예술기획

12.15 이든예술기획

12.17 (주)마스트미디어
12.19 클래시 라운지

12.20 (주)마스트미디어
12.21 예인예술기획
12.21 조인클래식

12.22 (주)마스트미디어
12.22 이음기획

12.24 워너스 기획

12.25 영음예술기획

12.25 영음예술기획

12.26 이든예술기획

12.27 이든예술기획

12.28 예인예술기획
12.29 음악춘추사
12.29 지클레프

12.31 (주)마스트미디어

04.24~04.28

05.10~05.12

06.12~06.14

06.29~06.30

07.11~07.14

07.23~08.21

08.28~09.01

(재)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주)마스트미디어

국립중앙극장

국립오페라단

(주)에이콤

(재)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1945

발레 <춘향>

발레 <심청>

국립오페라단 <호프만의 이야기>

국립발레단 호이 랑

오페라 카르멘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

국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

09.27~09.28

10.04~10.06

10.11~10.13

10.24~10.27

11.06~11.10

11.15~11.17

11.22~11.24

12.05~12.08

오이디푸스

윤동주, 달을 쏘다.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오페라 카르멘

나빌레라

이은결 <THE ILLUSION>

춤속의 한국무용 “화사”(花史)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 오리지널 내한공연

국립현대무용단 마르코스 모라우 안무-쌍쌍

국립발레단 KNB Movement Series 5

1st ALTIMEETS

한여름밤의 호두까기인형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국립발레단 Evening Gala

제22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19)

다윈 영의 악의 기원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뮤지컬 <빅 피쉬> 한국 초연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연극 <레드>

연극 대학살의 신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I>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공모 프로젝트 스텝업

서정민 가야금 콘서트 [HOME]

sonic illusion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 - 묵간 기획공연  울 림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무용 - 루돌프

03.05~03.17

03.28~03.31

04.19~04.21

05.01~05.12

05.17~06.09

06.12~06.15

07.02~07.14

07.19~07.21

07.27~07.28

08.21~08.22

08.24~08.25

08.30~09.01

09.27~09.29

10.02~10.06

10.15~10.27

11.01~11.03

11.09~1.17

12.04~12.31

02.16~03.24

03.29~03.31

06.07~06.16

07.03

07.04

07.06~07.07

08.29~08.31

12.07~12.17

12.07~12.14

이화섬유조형회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이매진 _ 존 레논 展

석봉 한도현 도예전

12.18~12.26

한석봉도요

국립오페라단

(재)국립발레단

솔오페라단

(사)라 벨라 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장애ㆍ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뮤직페스티벌

18.12.28~03.31

행복을 그리는 화가 - 에바알머슨전

18.12.07~03.31

제7회 김철규 개인전
박종용 개인전

이동협展. 李氏山水12. 서울3

제3회 서울 뷰티인그레이스 아트페어
허회태 개인전

2019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샘컴퍼니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사)한러오페라단

서울예술단

주식회사 이지 프로젝트

사단법인 들숨

서울예술기획(주)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재)국립발레단

안덕기알티밋무용단

댄스시어터샤하르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재)국립발레단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서울예술단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국립중앙극장

M.Chat 고양이
희망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김정아전

김근태 들꽃처럼 별들처럼展

제7회 SMAF서울현대미술페스타
통영나전칠기전

신기회 K-skaf전

제10회 디자인아트페어
우관진 개인전

2019년 홍미연 아트페스티발
이영묵 개인전

달항아리 노.래.하.다

소목장 박명배와 그의 제자전
2019 국토해양환경미술대전
서울아카데미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
국제섬유아트페어

제38회 현대한국화협회 대작전
임철순 교수 정년퇴임기념전
그리스 보물전

에릭 요한슨 사진전 : Impossible is Possible
(주)신시컴퍼니

(주)신시컴퍼니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서정민

윤지원

쿰댄스컴퍼니

오페라뱅크

재단법인국립현대무용단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AEGAE SQAURE OUTDOOR STAGE
2019대한민국무용대상

08.25
10.12

55

섬유예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다

피카소와 큐비즘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01.06~02.10

54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18.12.22~01.20 (주)쇼미디어그룹

01.29~02.24

2019 Annual Report

국립오페라단

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문화재단)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뮤지컬 오!캐롤

Seoul Arts Center

(사)한국무용협회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김영구 개인전
KAMA/2019

제25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마에스트로, 프랑코 아다미 展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민화의 비상(飛上)

2019 목우미술축제
한국목가구展

일상의 예술 2019
대한민국회화제

문예비엔날레-제5회 저작걸이展
Cosmic Water, 추인엽 회고전
자연을 품은 강영욱 작품전
이정연 회화 40년전

제53회 한국미술협회전
석과불식(碩果不食)

제44회 상형전 정기전
네오닷 아트 페스티벌

구상미술의 미래를 생각하다

18.12.06~03.10
01.03~01.10

이진창

01.30~02.10

이동협

01.19~01.27
02.11~02.17
02.19~02.27
03.02~03.09
03.16~05.13
04.02~04.09
04.06~04.12
04.12~04.20
04.15~04.21
04.15~04.22
04.21~04.28
04.25~05.03
04.25~05.04

05.02~105.09
05.06~05.13
05.07~05.14
05.07~05.15
05.12~05.19
05.16~05.22
05.17~05.22
05.23~05.30
05.25~05.31
05.25~06.02
06.05~06.13
06.05~09.15
06.05~09.15
06.29~09.27
09.20~09.29
09.22~09.28
10.02~10.20
10.02~10.29
10.26~11.03
11.02~11.09
11.07~11.13
11.12~11.20
11.16~11.23
11.16~11.23

11.16~111.23
11.16~11.23
11.23~12.03
11.27~12.04
11.28~12.04
12.06~12.16
12.07~12.14
12.07~12.14

백공미술관
제뉴인글로벌컴퍼니

무산서예이모그래피연구원
일요신문사
씨에에이치

림스캘리그라피연구소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세실예술기획

서남권문화예술협회

사)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이진호

2019 KPAM 대한민국미술제
장완 회고전

이희자 회고전

12.17~12.24
12.27~01.01
12.27~01.04
12.27~01.04

신작전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장완

이희자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에르제 : 땡땡 전

18.12.21~04.03

한국의 정원

04.18~05.19

이명화 개인전-뷰티인그레이스
김진원 개인전

박소형 개인전

2019 슬로우퍼니처 10 01

제6회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매그넘 인 파리

04.11~04.20

제뉴인글로벌컴퍼니

04.21~05.01

김진원-세섬전

05.04~05.11

05.12~05.20

05.25~05.30

09.25~02.09

에스비에스 에이앤티
박소형

꿈꾸는공작소
하얀나무

(주)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한국현대미술신기회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제이엘컨템퍼러리

가남 서예 작품전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홍미연
이영묵

오르빛도요
영산공방

(사)한국국토해양환경보존협회
서울아카데미
영월군청

화이버아트페어

(사)현대한국화협회
창작미술협회
KBS미디어

주식회사 씨씨오씨

(주)글로벌에프앤씨
김영구

한국현대미술가협회
아트프라이스
동성갤러리

한국조각가협회
조선민화박물관
(사)목우회

와우목공방

(주)키아드랩

대한민국회화제
엠오지 (MOG)
조강신

동성갤러리
아트다츠

(사)한국미술협회
김동석
상형전

신자유표현

제20회 세종한글서예대전

04.26~05.02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제27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05.14~05.20

사단법인한국서가협회

우석 최규명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제16회 한중일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라오주 주칭준 전

제25회 대한민국서도대전
2019 서예 초대작가전
기쁨이 내맘에

제1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2019 (사)한국서가협회 회원전

이당 김용신 고희기념 생동적 상징주의 서예전
제20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북한미술 전시회 화폭에 담긴 북녁풍경

05.08~05.13
06.07~06.30
07.04~07.10
07.05~07.21

손해성

아트레온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07.12~07.18

(사)한국서도협회

09.18~09.25

정복희

09.05~09.11
09.22~09.30
10.08~10.14
10.08~10.15
10.15~10.21
10.17~10.27

(사)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사단법인한국서가협회
김용신

(사)한국문인화협회
신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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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통계

2019 행사 및 관객 현황 2019 Profile of Events and Attendance

음악당 Music Hall
콘서트홀
Concert Hall
(2,505석)

IBK챔버홀
IBK Chamber Hall
(600석)

공연횟수 performances

2018 Total

271

273
243,308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11,516

135,196

146,712

165,541

81,892

327,138

409,030

408,849

61.7%

59.9%

60.3%

59.4%

16

297

313

357

6,155

40,588

46,743

55,178

1,512

61,210

62,722

71,252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공연횟수 concert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공연횟수 concert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7,667

101,798

109,465

126,430

79.9%

57.1%

58.3%

59.0%

2

344

346

353

-

16,267

16,267

16,248

332

46,284

46,616

49,033

332

62,551

62,883

65,281

46.9%

51.4%

51.3%

52.2%

89,891

491,487

581,378

600,560

Growth

△0.7%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0.9%

△12.3%

△15.3%

△12.0%

0.1%

△3.7%

△0.9%

15

23

26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25

94

219

220

217,241

111,254

328,495

252,933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18,397

18,329

36,726

56,111

235,638

129,583

365,221

309,044

82.6%

60.4%

73.0%

61.5%

11.5%

4

20

24

23

4.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8

232

250

279

10,297

121,026

131,323

139,805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1,711

27,050

28,761

32,109

12,008

148,076

160,084

171,914

66.4%

63.6%

63.8%

61.4%

12

9

21

33

공연횟수 performa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오페라하우스 총 관객 수 Opera House total audience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Shinsegae Square Outdoor Stage
공연건수 programs

공연횟수 performance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야외무대 총 관객 수 Outdoor Stage total audience

8

193

115

308

271

28,386

17,732

46,118

34,139

△11.5%
△0.5%

29.9%

△34.5%

18.2%

전시건수 programs

2.4%

13.7%

35.1%
14.8%

4,333

9,467

8,246

33,520

22,065

55,585

42,385

72.1%

79.6%

74.9%

64.9%

281,166

299,724

580,890

523,343

11.0%

기획 SAC

대관 Hire

2019 Total

2018 Total

Growth

2

7

8

6

2

8

12

-

-

-

-

13,000

2,500

15,500

21,750

13,000

2,500

15,500

21,750

31.1%
10.0%

△12.5%
△33.3%

1,015

1,129

1,016

109,677

575,078

684,755

473,122

21,122

317,861

338,983

347,069

130,799

892,939

1,023,738

820,191

기획 SAC

대관 Hire

2019 Total

2018 Total

9

25

1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전시건수 programs

△6.3%

11.1%

44.7%

△2.3%
24.8%

Growth

△64.0%

△12.6%

90

257

347

397

134,515

233,237

175,182

8,201

32,430

40,631

76,903

106,923

166,945

273,868

252,085

기획 SAC

대관 Hire

2019 Total

2018 Total

14

19

20

172

124

296

347

17,255

186

17,441

20,265

11,807

22,625

34,432

37,870

29,062

22,811

51,873

58,135

△10.8%

기획 SAC

대관 Hire

2019 Total

2018 Total

Growth

650,841

1,876,406

2,527,247

2,276,064

11.0%

5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서울서예박물관 총 관객 수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total audience
총 관객 수

8

Growth

98,722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총 관객 수 Hangaram Design Museum total audience

Grand Total Audience

33.1%

△47.2%

8.6%

Growth

△5.0%

△14.7%

△13.9%

△9.1%

2019 공간별 기획 & 대관 프로그램 비율 2019 SAC Presentation & Hire Programs Ratio: Classified by Venue

8%

△36.4%

114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10.4%
△6.9%

64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92%

△6.1%

2018 Total

60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0.4%

5,134

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3.2%

Growth

2019 Total

57

한가람미술관 총 관객 수 Hangaram Art Museum total audience

△0.7%

△4.9%

대관 Hire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13.4%

△2.0%

기획 SAC

3

0.0%

△11.4%

2019 Total

공연건수 programs

전시건수 programs

7.8%

대관 Hire

2018 Total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전시일수 exhibition days

기획 SAC

초대관객 complimentary ticketed audiences

자유소극장
Jayu Theater
(241석)

2019 Total
262,318

음악당 총 관객 수 Music Hall total audience

CJ 토월극장
CJ Towol Theater
(1,004석)

218

191,942

평균객석 점유율 avg. occupancy

오페라극장
Opera Theater
(2,283석)

대관 Hire

70,376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53

유료관객 ticketed audiences

총 관객 수 total audience

리사이틀홀
Recital Hall
(354석)

기획 SAC

92%

57%

58%

25%

42%

90%

82%

74%

100%

42%

23%

8%

43%

42%

75%

58%

10%

18%

26%

0%

58%

77%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Music Hall
음악당

Opera House
오페라하우스

Outdoor Stage
야외무대

Hangaram Art Museum
한가람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연도별 관객 수 변동추이 Total Annual Attendance

기획 SAC

대관 Hire

누적 관객 수 55,743,789명

3,000,000

3,000,000

2,500,000

2,500,000

2,000,000

2,000,000

1,500,000

1,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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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0

800,000

800,000

400,000

400,000

-

△28.7%
△2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음악당 Music Hall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야외무대 Outdoor Stage

한가람미술관 Hangaram Art Museum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ngaram Design Museum

서울서예박물관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Budget Overview

Seoul A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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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실적

수입 Income
구분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교육사업수입 Arts Academy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금액

대관사업수입 Venue

임대사업수입 Rental Business

구성비율

12,088,000

27.6%

11,735,684

29.7%

97.1%

9,644,000

22.0%

6,857,147

17.3%

71.1%

5,083,498

4,058,434

79.8%

1,169,502

79,921

6.8%

3,391,000

2,718,792

80.2%

4,010,000

9.2%

3,882,801

9.8%

지출 Expenditure
구분

달성률

금액

871,943

99.4%

3,132,980

3,010,858

96.1%

12,968,000

29.6%

12,534,870

31.7%

96.7%

4,270,000

9.8%

4,259,800

10.8%

99.8%

781,000

1.8%

280,042

0.7%

35.9%

43,761,000

100.0%

39,550,344

100.0%

90.4%

금액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7,303,395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비 Visual Arts

교육사업비 Arts Academy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수익사업수입 Profitable Business

대관사업비 Venue

808,810

490,265

60.6%

1,902,739

1,576,285

82.8%

31.7%
대관사업수입
Venue

9.8%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39.6%
교육사업수입
Arts Academy

21.1%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29.7%
국고보조금
Government
Grants

17.3%
예술사업수입
Arts Programs

59.2%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arts

33.8%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1.2%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1,309,852

3.3%

80.9%

1,145,982

970,148

84.7%

473,929

339,704

71.7%

27,344

0.1%

22,349

0.1%

81.7%

71,400

0.2%

62,127

0.2%

87.0%

9,233,477

21.1%

8,748,628

22.0%

94.7%

14,157,861

32.4%

13,455,004

33.8%

95.0%

10,732,960

10,312,676

96.1%

3,424,901

3,142,328

91.7%

8,908,622

20.4%

8,384,129

21.1%

94.1%

5,331,622

4,989,477

93.6%

3,577,000

3,394,652

94.9%

예비비 Reserve

0.7%
기타수입
Other Income

3.7%

81.2%

시설개보수비 Property Maintenance

10.8%
임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80.7%

4.9%

시설유지비 Utilities

지출
Expenditure

14.8%

달성률

1,947,835

공간유지비 Maintenance and Utilities

예술사업수입
Income from Arts Programs

5,893,534

구성비율

5.5%

경상사무비 Administrative Expenses

수입
Income

16.7%

실적 Result

2,398,950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합계 Total

금액

83.3%

기타사업비 Other Expenses

인건비 Employee Benefits

구성비율

3,826,984

임대사업비 Rental Business

경상운영비 Administration

예산 Budget

(단위: 천 원 KRW)

4,591,846

1,619,911

공익사업수입 Public Service

96.8%

877,020

기타수입 Other Income
합계 Total

실적 Result

구성비율

공익사업수입 Public Service

수익사업수입 Profitable Business

예산 Budget

(단위: 천 원 KRW)

40,040

0.1%

-

0.0%

0.0%

43,761,000

100.0%

39,823,458

100.0%

91.0%

예술사업비
Expenditure from Arts Programs

14.8%
예술사업비
Arts Programs

26.7%
교육사업비
Arts Academy

3.3%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
4.9%
대관사업비
Venue
22.0%
관리운영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8.3%
전시사업비
Visual Arts

64.9%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Financial Statements

Seoul Arts Center

재무상태표

자산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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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Current Assets

당좌자산 Quick Asset

제33(당)기

제32(전)기

9,913,795,129

10,597,298,292

9,913,795,129

10,597,298,292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운영성과표

비유동자산 Fixed Assets

투자자산 Investment Asset

자산총계 Total Assets
부채 Liabilities

자본 Capital

유형자산 Tangible Asset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비유동부채 Fixed Liabilities
부채총계 Total Liabilities
자본금 Capital
결손금 Deficit

자본총계 Total Capital

부채와 자본총계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63

사업수입금 Operating Income

기부금수입 Donations

국고보조금수입 National Subsidies

재고자산 Inventory Asset
250,833,094,413

254,650,205,208

50,484,000

484,000

250,782,610,413

254,649,721,208

260,746,889,542

265,247,503,500

7,988,360,483

8,869,283,786

24,866,375,137

25,072,555,187

32,854,735,620

33,941,838,973

273,331,076,905

273,331,076,905

45,438,922,983

42,025,412,378

227,892,153,922

231,305,664,527

260,746,889,542

265,247,503,500

회비수입 Membership Fees

공연사업수입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수입 Visual Arts

강좌사업수입 Arts Academy

부대사업수입 Subsidiary Business
대관사업수입 Venue

기타수입 Other Income

사업비용 Operating Expenses

공연사업비 Music & Performing Arts
전시사업비 Visual Arts

강좌사업비 Arts Academy

부대사업비 Subsidiary Businesses

(단위: 원 KRW)

대관사업비 Venue

공익사업비 Public Expenses

일반관리비 Ordinary Operating Expenses
기타모금비용 Fundraising Fees

사업이익(손실) Operating Profit(Loss)
사업외이익 Non-operating Income

사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s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Loss Before Income Tax
법인세비용 Income Tax
당기순손실 Net Loss

제33(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32(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19 Annual Report

제33(당)기

제32(전)기

41,623,800,226

42,586,566,232

1,063,190,000

1,324,000,000

11,757,307,255

11,900,848,705

703,449,909

670,285,009

4,061,183,654

4,497,060,373

120,502,427

731,332,882

2,718,292,407

2,918,910,537

3,169,841,376

3,072,250,924

12,637,450,463

11,573,297,501

5,392,582,735

5,898,580,301

30,437,269,995

32,982,958,185

7,025,719,223

7,761,227,570

2,110,554,906

3,416,616,199

3,770,736,433

4,065,181,662

3,844,397,977

3,694,379,672

10,208,393,774

9,426,347,926

3,477,467,681

4,619,205,156

13,921,705,890

11,976,075,713

653,107,773

642,084,794

(3,388,283,432)

(3,014,552,460)

144,654,185

124,903,248

169,881,358

327,184,230

(3,413,510,605)

(3,216,833,442)

-

-

(3,413,510,605)

(3,216,833,442)
(단위: 원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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