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종 시즌 프로그램
2016 SEJONG SEAS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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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 Schedule

  국악/클래식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봄: 가족패키지

2016 세종시즌

  오페라/합창

  마티네

여름: 예술바캉스 패키지

  키즈패키지

  I·SEOUL·YOU 패키지

  연극/뮤지컬/무용

  전시

가을: 오페라 무용 패키지

  세종 미술관 패키지

  셰익스피어 패키지

장소

2016년 3월

10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패키지

세종 마티네 패키지

겨울: 윈터패키지

4월

5월

3.3(목) 
서울시합창단
칸타타 <한강>

6월

7월

8월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 2월
1.4(수)~5(목)
2017 신년음악회

5.4(수)~8(일)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8.11(목) 
서울시합창단
<신나는 콘서트>

10.1(토)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말러>

11.8(화)~13(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2.3(토)~25(일) 
뮤지컬 <서울의 달>

5.14(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세종음악기행>

8.13(토)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썸머클래식>

10.13(목)
서울시합창단
<합창 페스티벌>

11.24(목)~27(일)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맥베드>

12.27(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음악극 <금시조>

대극장

12.28(수)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로맨틱 콘서트>
5.27(금)~28(토)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IX

10.27(목)~28(금) 
서울시무용단 춤극
<신시-태양의 축제>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3. 24(목)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봄의 노래>

4.22(금)~5.22(일)
서울시뮤지컬단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3.29(화)~4.14(목)
서울시극단
고전극 <헨리 4세  -  왕자와 폴스타프>

6.2(목)~5(일)
서울시무용단
<여름 빛 붉은 단오>

7.28(목)~31(일)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도요새의 강>

5.24(화)~25(수)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M씨어터

8.12(금)~13(토)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9.8(목)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한양 그리고 서울>

11.4(금)~6(일)  
12.8(목)~9(금)  
셰익스피어 인 발레 1
서울시무용단
<햄릿  -  구속과 해탈 사이>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8.16(화)~21(일)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9.23(금)~24(토)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청춘가악>

11.11(금)~13(일)  
셰익스피어 인 발레 2
<한여름 밤의 꿈>

9.30(금)~10.16(일)
서울시극단
창작극 <함익>

5.27(금)~28(토)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꿈꾸는 세종>

4.28(목)~5.3(화)  10 6.9(목)~10(금)   10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디케이드>
양성원의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1,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1 등) 체임버 스토리 2

7.2(토) 
앙상블 마티네

4.19(화)
오페라 마티네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12.23(금)~24(토)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스페셜 갈라>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11.5(토) 
앙상블 마티네

11.6(일)  10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4
10.26(수)~28(금)  10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실내악 축제>

5.17(화)
오페라 마티네
<운명의 힘>

6.21(화)
오페라 마티네
<마농 레스코>

7.19(화) 
오페라 마티네
<사랑의 묘약>

8.16(화) 
오페라 마티네
<비밀 결혼>

5.24(화)~27(금)
서울시합창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6.25(토)  10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2

7.19(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8.25(목)~26(금)   10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3

6.26(일)~9.24(토)  
호안 미로 전

미술관

9.20(화) 
오페라 마티네
<팔리아치>

10.18(화) 
오페라 마티네
<세빌리아의 이발사>

11.15(화) 
오페라 마티네
<로미오와 줄리엣>

12.20(화) 
오페라 마티네
<돈 파스콸레>

10.30(일)  10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3

11.19(토)  10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4

12.20(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10.25(화)~12.4(일)  
미인도취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s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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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목)~16(금)  
서울시합창단
<합창 명곡 시리즈>

10.28(금)~30(일)  
셰익스피어 인 발레 갈라

9.3(토) 
앙상블 마티네

5.5(목), 5.21(토)
와우클래식 앙상블

3.15(화)
오페라 마티네
<돈 조반니>

17.1.13(금)~1.30(월)
서울시극단 가족음악극
<십이야>

12.20(화)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우리 악기의 재발견>

5.7(토)~8(일)
미래를 여는 클래식

체임버홀

12.30(금)~31(토)  
2016 송년・제야 콘서트

5

12.10(토)~17.3.12(일)
훈데르트바서의 그린 시티

1.10(화) / 2.14(화)
오페라 마티네
<박쥐> / <아이다>

당신에게 꼭 맞는 문화 상품 패키지

관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령, 계절 등을

세종의 사계 패키지

2016 세종시즌
패키지 티켓 안내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한 추천 작품 패키지를

계절에 어울리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40% 할인

더욱 알뜰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봄:
가족 패키지

9작품

2016. 1. 20 ~ 2. 29 / 최소 30% ~ 최대 60% 할인
Sejong Season Package
•세종의 사계 패키지

•테마 스페셜 패키지

•내 맘대로 패키지

•서울시예술단 패키지

2016 세종시즌 패키지
구입 시 유의사항
•패키지 티켓은 R석 1매를 기준으로 패키지
구매 후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연의 관람날짜와
좌석을 별도로 예약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Big 패키지> 구매 시
세종문화회관 프리미엄 회원 혜택(10만원 상당,
105p 참고)을 1년간 제공합니다.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로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세종의 사계 패키지> 구매 시 세종문화회관
골드 회원 혜택(5만원 상당, 105p 참고)을
1년간 제공합니다.

•패키지의 작품 구성 시 동일공연을 중복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패키지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세종문화회관 모바일 앱에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구글 Play 앱
실행, ‘세종문화회관’ 검색 후 설치  아이폰: 2016년
1월 중으로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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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름:
예술바캉스
패키지

가을:
오페라 무용
패키지

겨울:
윈터 패키지

8작품

6작품

9작품

(단위: 천원)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와우 클래식 앙상블
어린이특별기획 <미래를 여는 클래식>
세종음악기행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가곡과 아리아의 밤
꿈꾸는 세종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IX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4,22~22

M

5.4~8

G

전시 <호안 미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앙상블 마티네
오페라 <도요새의 강>
신나는 콘서트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썸머클래식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6.26~9.24

SM

7.19

CH

7.2

CH

전시 <미인도취>
춤극 <신시 - 태양의축제>
세익스피어 인 발레 갈라
세익스피어 인 발레 1, 2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맥베드>

10.25~12.4

11.24~27

G

우리 악기의 재발견 ‘Another Dream’
뮤지컬 <서울의 달>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전시 <훈데르트바서의 그린시티>
합창 명곡 시리즈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로맨틱 콘서트
2016 송년·제야콘서트
가족음악극 <십이야>

12.20

M

12.3~25

G

5.5

CH

5.7~8

CH

5.14

G

5.24~25

M

5.24~27

CH

5.27~28

M

5.27~28

7.28~31

G

8.12~13

M

8.13

G

8.16~2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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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10.27~28

G

10.28~30

M

11.4~6/11.11~13

M

11.8~13

G

12.10~2017.3.12

•G 대극장   M M씨어터   CH 체임버홀   SM 세종미술관      

M

8.11

12.8~9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50매로 판매매수를 제한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G

M
SM

12.15~16

M

12.23~24

M

12.28

G

12.30~31

G

2017.1.13~30

M

50
80
20
30
30
30
30
30
70

4작품
선택

40%

선택형

골드 회원
자격 부여

15
30
20
70
50
30
30
30

4작품
선택

40%

선택형

골드 회원
자격 부여

9
50
50
70
230
80

3작품
선택

40%

선택형

골드 회원
자격 부여
50세트
한정

30
80
20
15
50
30
30
100
40

4개
선택

40%

선택형

골드 회원
자격 부여

 가격    할인율

테마 스 페 셜 패 키 지

서울시예술단 패키지

연령과 취향에 따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30~40% 할인
세종 마티네

키즈 패키지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패키지

4개 작품 오페라 마티네
와우 클래식 앙상블
19회
앙상블 마티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5작품

6작품

미술관 패키지

I·SEOUL·U
패키지

3전시

3작품

2016.3~2017.2 (12회)

CH

5.5/5.21 (2회)

CH

7.2/9.3/11.5 (3회)

CH

7.19/12.20 (2회)

CH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어린이특별기획 <미래를 여는 클래식>
신나는 콘서트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가족음악극 <십이야>

4.22~5.22

고전극 <헨리 4세 - 왕자와 폴스타프>
창작극 <함익>
세익스피어 인 발레 갈라
오페라 <맥베드>
세익스피어 인 발레 1, 2
가족음악극 <십이야>

5.7~8

세종 체임버홀 4개 작품 몽블랑과 함께하는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개관 10주년
세종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17회
패키지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국악 <실내악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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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M
CH

8.11

G

8.16~21

M

2017.1.13~30

M

3.29~4.14

M

9.30~10.16

M

10.28~30

M

11.24~27

G

11.4~6/11.11~13

M

2017.1.13~30

M

4.28/6.9~10/8.25~26/11.6 (6회) CH
4.29/5.1~3 (4회)

CH

4.30/6.25/10.30/11.19 (4회)

CH

10.26~10.28 (3회)

CH

전시 <호안 미로>
전시 <미인도취>
전시 <훈데르트바서의 그린시티>

6.26~9.24

SM

10.25~12.4

SM

12.10~2017.3.12

SM

칸타타 <한강>
한양 그리고 서울
뮤지컬 <서울의 달>

3.3

G

9.8

M

12.3~25

G

30
20
20
30

10회
선택

50
30
50
30
40

3작품
선택

50
50
50
80
70
40

3작품
선택

40%

선택형

100세트
한정

서울시예술단 2016년 대표 작품 9개를 패키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0% 할인
국악관현악단
패키지

6회
선택

15
9
15

39

50
30
80

160

40%

40%

선택형

40%

2작품

합창단 패키지

5작품

선택형

23

100세트
한정

극단 패키지

소년소녀
합창단 패키지

청소년국악단
패키지

44개 공연 중 원하는 작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40~50% 할인

MINI 패키지

44작품

3작품

3작품

 가격    정가    할인율    판매가

내 맘 대 로 패 키지
44작품

3작품

96

유스
오케스트라단
패키지

BIG 패키지

3작품

뮤지컬단
패키지

오페라단
패키지
40%

5작품

선택형 만 4세부터
관람가능
무용단 패키지

50
50
50
20

•G 대극장   M M씨어터   CH 체임버홀   SM 세종미술관   

30%

좋아하는 서울시예술단의 전 작품을 모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40% 할인

2016 세종시즌 전 공연 대상

2016.3~2017.2

2016 세종시즌 전 공연 대상

2016.3~2017.2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50매로 판매매수를 제한하며 2017년 신년음악회는 시즌프로그램 작품에서 제외되오니 
Big 패키지, Mini 패키지 구매시 작품 선정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작품
선택
3작품
선택

50%

40%

선택형

프리미엄
회원 자격
부여

선택형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

 할인율

5작품

3작품

9작품

신춘음악회 <봄의 노래>
세종음악기행
한양 그리고 서울
실내악 축제
음악극 <금시조>

3.24

M

5.14

G

12.27

G

여름 빛 붉은 단오
춤극 <신시 - 태양의 축제>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6.2~5

M

10.27~28

G

12.8~9

M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뮤지컬 <서울의 달>

4.22~5.22

M

12.3~25

G

칸타타 <한강>
가곡과 아리아의 밤
신나는 콘서트
합창 페스티벌
합창 명곡 시리즈

3.3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도요새의 강>
오페라 <맥베드>

5.4~8

G

7.28~31

M

11.24~27

G

고전극 <헨리 4세 - 왕자와 폴스타프>
창작극 <함익>
가족음악극 <십이야>

3.29~4.14

M

9.30~10.16

M

2017.1.13~30

M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5.24~25

M

8.12~13

M

12.23~24

M

와우 클래식 앙상블
앙상블 마티네
썸머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말러>
로맨틱 콘서트

5.21

CH

9.3

CH

8.13

G

10.1

G

12.28

G

꿈꾸는 세종
청춘가악
우리 악기의 재발견 ‘Another Dream’

5.27~28

M

9.23~24

M

12.20

M

극단: 고전극 <헨리 4세 - 왕자와 폴스타프>
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청소년국악단: 꿈꾸는 세종
소년소녀합창단: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유스오케스트라단: 썸머클래식
무용단: 춤극 <신시- 태양의 축제>
뮤지컬단: 뮤지컬 <서울의 달>
합창단: 합창 명곡 시리즈
국악관현악단: 음악극 <금시조>

3.29~4.14

M

5.4~8

G

5.27~28

M

8.12~13

M

8.13

G

10.27~28

G

9.8
10.26~28

5.24~27
8.11

•G 대극장   M M씨어터   CH 체임버홀   SM 세종미술관   

8

M
CH

G
CH
G

10.13

G

12.15~16

M

12.3~25

G

12.15~16

M

12.27

G

(단위: 천원)

30
30
30
20
30

140

40%

84

30
50
20

100

40%

60

50
80

130

40%

78

50
30
50
50
50

230

40%

138

80
70
80

230

40%

138

50
50
40

140

40%

84

30
30
30

90

40%

54

20
20
30
30
30

130

40%

78

30
30
30

90

40%

54

50
80
30
30
30
50
80
50
30

430

60%

172

프리미엄
회원 자격
부여

 가격    정가    할인율    판매가

9

국악
클래식

MARC H

S E PTE M BE R

봄의 노래

한양 그리고 서울

APRIL

KOREAN
TRADITIONAL
CLASSIC

청춘가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OCTOBE R

MAY

실내악축제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말러>

미래를 여는 클래식

DEC E M BE R

세종음악기행

우리 악기의 재발견 ‘Another Dream’

꿈꾸는 세종 <꿈.꾸.세>

로맨틱 콘서트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음악극 <금시조>

AUGU ST

세종문화회관 송년제야 콘서트

썸머클래식

JAN UARY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2017 세종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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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R E A N TR A D ITI O N A L

국악

3. 24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봄의 노래

Thu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The Songs of Spring
R 30,000 S 2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외

국악관현악을 위한
The Vibration and
Flow on a Wide Plain
(신윤수 작곡)

제작진
예술감독 황준연
지휘 진성수
작곡 김백찬
박경훈
신윤수
박한규
김보현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푸리’(박경훈 작곡)
서울산조(박한규 작곡)
사철가(김보현 작곡) 외

CLASSIC

클래식 | 가족

5. 7~8

세종문화회관 어린이 특별 기획공연

미래를 여는 클래식

Sat 11:00 am, 2:00 pm / Sun 2: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Sejong Classic for the Future

R 30,000 S 25,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4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국악관현악이 노래하는 희망과 봄

음악이 주는 놀라운 행복으로 더욱 커져가는 아이들의 꿈과 웃음

봄을 주제로 새로이 작곡한 국악관현악곡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미래의 관객, 어린이들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 기획공연.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음악회다. 국악계를 대표하는 30대 젊은 작곡가
김백찬, 박경훈, 신윤수, 박한규, 김보현이 각자의 음악어법으로 전하는
<봄의 노래>를 들어보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과 흥미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The traditional music orchestral music newly composed under the
theme of spring will be presented by the Seoul Traditional Music
Orchestra. Let’s listen to <The Songs of Spring> delivered with the
individual expressiveness of the young musicians in their 30s including
composers Kim Baek-chan, Park Kyung-hoon, Shin Yoon-su, Park Hankyu and Kim Bo-hyun!

A specially planned performance presented by Sejong Center for its
future audience, the children.
With interesting and diverse programs to satisfy children, it offers a
happy and pleasant experience by allowing children to enjoy music as
part of their daily liv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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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R E A N TR A D ITI O N A L

국악

5. 14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세종음악기행

Sat 5: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Music Travel of the King Sejong
R 30,000 S 20,000 A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외

궁중음악 ‘여민락’ 외

제작진
예술감독 황준연
지휘 진성수

인간 세종대왕, 음악가 세종대왕, 스승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콘서트
지혜로운 ‘세종’을 주제로 한 국악 이야기 콘서트로 세종문화회관 고유
브랜드 시리즈 공연이다. 우리 역사와 우리 음악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보다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정악(궁중음악)을 즐길 수 있다.
As a traditional music story concert under the theme of the wise ‘Sejong’,
it is the Sejong Center’s unique brand series performance. It is also a
stage on which the audience encounters our history and music in an
easy and interesting way with explanations by professionals, allowing the
audience to enjoy court music, which may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14

KO R E A N TR A D ITI O N A L

국악 | 가족

5. 27~28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꿈꾸는 세종 <꿈.꾸.세>

Fri 7:30 pm / Sat 4: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Dreaming Sejong the Great
R 30,000 S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국악관현악 ‘은가비’
국악관현악 ‘123일의 비밀’

제작진
예술감독 유경화

편종편경협주곡
‘소리를 담은 돌’
국악관현악
‘꿈꾸는 소리, 율(律)’
국악관현악‘꿈꾸는 세종’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 창제 업적은 그의 음악작업으로부터 탄생했다?
마에스트로 세종대왕의 음악적 발자취를 찾아나서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지휘자 없는 관현악 연주와 영상을 활용한 신선한 연출로 만들어낸
서울시청소년국악단만의 공연이다.
전통 음악에서만 연주되는 편종과 편경을 새로운 연주 양식으로
작곡하여 현대적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무대로 2014년 창작국악극
대상 ‘최고연주상’에 빛나는 최고의 국악 스토리음악회이다.
This is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Ensemble’s
performance describing the story of a youth going out to discover the
musical traces of maestro King Sejong, which is made by orchestral
music without a conductor through a fresh production utilizing video.
By composing Pyeonjong and Pyeonkyeong, played only in traditional
music in a new play form, it is the best traditional music story concert
and has received the honor of the <Performance Award>, the creative
traditional play grand prize, in 2014, along with a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orchestra.
15

CLASSIC

클래식

세종문화회관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IX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Five Continents, Five Organists

5. 27~28
Fri 7:30 pm / Sat 5: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VIP 90,000 R 70,000 S 50,000 A 3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마이클 엉거
파올로 오레니
제레미 조셉 외
프로그램
오르간 독주곡, 협주곡 외

한국 최초,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 세계의 대표 오르가니스트
2016년, 국내 최초로 5대륙을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세종문화회관은 파이프오르간 시리즈의 아홉 번째 무대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까지 5대륙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을 한데 모아 다채로운
오르간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각 대륙을 대표하는 개성 있는 연주를
비롯하여 대중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오르간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In 2016, organists representing five continents will gather in one pl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Sejong Center is scheduled to present its 9th stage program with the
diverse attractions of organ music by gathering musicians representing five continents:
America, Africa, Oceania, Asia, and Europe. They are preparing for their own
performances as well as an interesting program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It will be a special performance for appreciating the essence of the organ along with
world famous musicians.

16

CLASSIC

클래식

8. 13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썸머클래식

Sat 3:00 pm, 7: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Summer Classics

R 30,000 S 20,000 A 1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해설이 있는 재미있고 시원한 여름 음악회

지휘 김지환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이 여름 휴가철에 선보이는 특별 공연으로

해설 정경영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생상스 오르간 협주곡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1번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브리튼 작곡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처럼 청소년이 꼭
들어봐야 할 클래식을 주로 연주한다. 정경영 교수의 해설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 쉬운 레퍼토리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여행을 떠나보자.
This is a special performance, to be offe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for summer vacation, arranged orchestral performance
for everyone to enjoy. Like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composed by Britten, it mainly offers the classical music that is most
useful for youth to be acquainted with. Let’s take a classical tour with
our family members under the guidance of Prof. Jeong Kyung-young’s
explanation, the fabulous performance of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and the easy reper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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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종어린이시리즈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8. 16~21

Tue~Sun 11:00 am, 3:00 pm
8.16(Tue), 21(Sun) 11시 공연 없음

The Magic Flute Story of Mozart and Mozzarella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30,000 S 25,000  |  공연 횟수: 10회  |  관람 연령: 만 4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예술감독 및 작곡 신동일
극작 및 작사 이현수 외
프로그램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각색한
클래식 음악동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동화
어린이 관객들을 위해 2015년 세종문화회관이 처음으로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둔
클래식 음악극이다. 초연 좌석점유율 97%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여름방학 수많은
어린이들을 들뜨게 했던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가 2016년,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어린이 관객들을 다시 한 번 찾아간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그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야기 친구 모짜렐라가 마술피리를 찾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곡 외에도 모차르트의 다양한
대표곡을 감상할 수 있다.
This is classical musical play, presented by the Sejong Center for children for the first
time, was a big success in 2015. ‘The Magic Flute Story of Mozart and Mozzarella’, which
excited a large number of children and set an amazing record of a 97% seat occupancy
rate at its premiere, will once again be offered in 2016 with some adjustments.
The story is that the genius composer Mozart and his imaginary friend Mozzarella
undertake an adventure of finding a magic flute. Besides Mozart’s opera <Magic Flute>,
the audience can appreciate lots of other Mozart masterpieces as well.
18

KO R E A N TR A D ITI O N A L

국악

9. 8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한양 그리고 서울

Thu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Hanyang and Seoul
R 30,000 S 2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외

국악관현악 ‘그리운 고향’

제작진

국악관현악 ‘서울’
(신동일 작곡) 외

예술감독 황준연  
지휘 진성수

62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울,
역사와 문화의 서울을 음악으로 만나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한양 그리고 서울>은 620년 동안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한양과 서울을 음악으로 만나는 무대로 꾸며진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감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음악을 통해 한양 도성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서울의 빼어난 지세를 노래하며 앞으로의 태평과
다가올 찬란한 역사를 꿈꾸는 시간을 마련한다.
The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Hanyang and
Seoul> decorates Hanyang and Seoul, which was the center of economy
and culture for 620 years, as a stage with music. It reinterprets the
history and culture of Seoul by complying with contemporary emotion
and sings about the excellent geographic shape of beautiful Seoul as well
as the brilliance of Hanyang through music, arranging a time of dreaming
about both coming prosperity and gloriou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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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9. 23~24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청춘가악

Fri 7:30 pm / Sat 5: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A Song in Praise of Youth
R 30,000 S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외
프로그램
공모 후 선정

미래 국악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국악인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기악, 지휘, 작곡, 연희, 무용 등 다방면의 젊은 예술가를 선발해 함께 공연하여
전문연주자로서 기량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준비했다. 지난 3년간 지속하면서 이제는 매년 국악계 젊은 인재들이 기다리는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공연이다. 3월 경 함께 하게 될 예술가 모집
오디션을 치른 후 최종 선발된 5~6인의 예술가와의 협업 작품을 공연으로 올린다.
This was prepared to improve the abilities of a profess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
by the selection of young artists in diverse areas such as instrumental music,
conducting, composition, play acting and dance to broadly inform the brand of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Ensemble. It has continued for three years and
taken the position of a representative audition program for which young musicians in
traditional music wait every year. It will present collaborative works with 5 to 6 artists
selected at the finals following auditions in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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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2016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말러

Sat 5: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Mahler
R 30,000 S 20,000 A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지환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프로그램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외
Mahler Symphony No. 1 ‘Titan’

깊어가는 가을 밤, 거인 말러를 만나다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작에 이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공연이다. 2016년에는 위대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김지환의 지휘로 듣는다.
This is a great composer series performance by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following Beethoven, Brahms, Tchaikovsky and Dvorak. In 2016, Symphony
No.1 ‘Titan’ by the great composer Gustav Mahler will be conducted by Kim Ji-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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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우리 악기의 재발견 ‘Another Dream’
Rediscovery of our musical instruments ‘Another Dream’

12. 20
Tue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30,000 S 2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외
제작진
예술감독 유경화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힘찬 프로젝트! 우리 악기의 숨은 1cm를 찾아주마!
전통을 기반으로 해 새로운 전통을 이뤄내겠다는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의지가 담긴
공연이다. 21세기 사랑받는 국악기로 떠오르는 생황, 철현금 등의 특수 악기 개발과
현대적 국악관현악곡의 실험적 조우를 통해 진화된 국악을 보여준다.
This is a performance with the spirit of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Music Orchestra to accomplish a new tradition based on established tradition. It offers
advanced traditional music through the development of special instruments including
the Sangwhang, which is rising as a lovely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in the 21st
century, and experimenting with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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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12. 27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음악극 <금시조>

Tue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Geumsijo
R 30,000 S 20,000 A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외

국악관현악 ‘고죽의 회상’
국악관현악 ‘상상속의 새’ 등

제작진
예술감독 황준연
지휘 진성수
원작 이문열
대본 김민정
작곡 신동일

이문열의 소설 ‘금시조’가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2014년 초연된 <금시조>가
올해로 세 번째 공연을 준비한다. 한 예술가의 예술혼에 대한 고뇌와
성찰을 다루고 있는 이문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콘서트 형식으로
2016년 더욱 탄탄한 구성력과 음악으로 재탄생한다.
This is a representative brand performa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and <Geumsijo>, which premiered in
2014, is preparing for its third performance. It is reborn based on a more
robust composition and sound in the form of a story concert based on
Lee Moon-yeol’s novel dealing with agony and introspection concerning
the art soul of a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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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송년음악회

로맨틱 콘서트

Wed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Romantic Concert
R 30,000 S 20,000 A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지환
해설 정경영

해설이 함께하는 아주 로맨틱한 송년 클래식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따뜻한 클래식 음악회로 해설과 영상을 통해

프로그램

낭만적인 클래식 선율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객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6년에는
오페라 <라보엠>과 동화 속으로 떠나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음악여행으로 꾸며진다.
정경영 해설로 더욱 따뜻한,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송년 클래식 공연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될 것이다.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로돌포와 미미의 듀엣곡’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등

This is a classical concert that everyone can enjoy at the end of the year. This romantic
music tour into opera < La Boheme> and fairy tales will be performed by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and conducted by Kim Ji-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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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est2016 + Present2017

세종문화회관 송년제야 콘서트
New Year’s Eve Concert

12. 30~31

Fri 8:00 pm / Sat 7:30 pm, 10: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50,000 B 4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예술단
뮤지컬 배우

따뜻하고 낭만적인 한 해의 마지막 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대표 기획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감동의 무대를 마련한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음악회를 기획하여 올해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콘서트가 될 것이다.

한 해를 추억하는 영상 메시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무대

2016년을 추억하고 2017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무대를 마련하여,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 장르별 국내 최고의 출연진이 더해져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을 선사한다.

대중가수

Sejong Center presents a touching stage performance with a planned program to
decorate the end of the year side by side with the audience. On the last day of the year,
it will be a meaningful and beautiful concert wanting to be with the important people in
your life.
By presenting a performance for remembering the passing 2016 and greeting the
approaching 2017, it will deliver an unforgettable and touching time with the musical
grandeur of the orchestra and the nation’s best cast in each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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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해 맞이

2017 세종문화회관 신년음악회
2017 Sejong Center New Year’s Concert

1. 4~5
Wed, Thu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VIP 60,000 R 5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립교향악단(예정)
프로그램
클래식

세종문화회관이 여는 희망의 새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 대표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세종문화회관의 다채롭고 즐거운
신년음악회.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양질의 무대를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2017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This is a diverse and exciting New year’s concert of the Sejong Center with the nation’s
top artists in various fields. Sejong Center is preparing a new premium stage for 2017.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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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합창

MARC H

OCTOBE R

칸타타 <한강>

합창 페스티벌

MAY

NOVE M BE R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The New Way”>

합창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

오페라 <맥베드>

가곡과 아리아의 밤

OPERA
CHORUS

DEC E M BE R

J U LY

합창 명곡 시리즈

오페라 <도요새의 강>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AUGU ST
신나는 콘서트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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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3. 3

서울시합창단

칸타타 <한강>

Thu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Cantata <Hangang River>

R 50,000 S 30,000 A 20,000 B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명엽
서울시합창단 외
제작진
작곡 임준희
대본 탁계석

한강에 얽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 삶 이야기
칸타타 <한강>은 2011년 서울시합창단이 위촉해 탁계석이 쓴 대본을 바탕으로
임준희가 합창곡으로 작곡한 창작곡이다. 한강에 담겨져 있는 민중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과 다양한 빛깔을 통해 투영되는 민족의 얼과 의지, 그리고 미래의
인류애의 상징으로서의 한강의 모습까지를 칸타타라는 형식에 담고자 하였다. 다시
새롭게 다듬어진 2016년 칸타타 <한강>을 통해 한강에 얽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The cantata <Hangang River> is a creative work composed in chorus form by Lim Junhee based on the of Tak Gye-seok perform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in
2011. It is designed to depict the human feelings of the general public contained in the
Hangang River, the spirit and desires of the people reflected through diverse colors,
and the appearance of the Hangang River as a symbol of humanism in the future in the
form of a Cantata. It offers our story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concerning
the Hang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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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 A

오페라

5. 4~8

가정의 달에 보내는 사랑의 선물

오페라 <사랑의 묘약>

Wed~Fri 7:30 pm / Sat, Sun 3: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Opera <L’Elisir d’Amore>

VIP 120,000 R 80,000 S 50,000 A 30,000 B 20,000 | 공연 횟수: 5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예술감독 이건용
연출 크리스티나 페졸리
지휘 민정기

5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발랄한 스토리가 담긴 오페라
사랑을 얻기 위해 떠돌이 약장수에게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마신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이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는 아름다고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에 특유의 우아한 멜로디를 담고 있으며, 이탈리아 당대 최고의
대본가 ‘외젠 스크리브’와 작곡가 ‘도니제티’의 인기작품으로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끊임없이 공연되며 사랑받고 있다.  
This is a beautiful and mysterious love story in which a wandering medicine peddler
confesses his love to a woman who purchases wine from him in order to win his love,
believing it to be a love portion. As a result, they each come to know their true minds
and reach a happy end.
This contains a unique elegant melody set to beautiful, lyrical music, and is a popular
work by Italy’s greatest scripter ‘Eugene Scribe’ and composer ‘Donizetti’. It has been
continuously perfo rmed and loved at opera houses in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tenor aria ‘Una Furtiva Lagrima’, which has been acclaimed by
audiences since its premiere, is widely known through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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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합창

아름다운 우리 노래와 동심으로의 여행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5. 24~25

Children’s Song to Sing Again

Tue~Wed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30,000 S 25,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원학연
연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외  
프로그램
2000년대 동요

전래동요부터 창작동요까지 합창으로 다시 부르는 우리 동요 100년의 역사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3년의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시리즈 공연으로 주옥같은 우리 동요를 시대 순으로 구분하여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편곡 및 창작을 의뢰하여 발표되는 공연이다.
2014년은 전래동요부터 1950년대까지, 2015년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동요를
합창곡으로 재해석하여 발표했으며, 올해는 2000년대 동요를 발굴해 합창곡으로
편곡하고 뮤지컬처럼 엮어 재미있는 형태의 음악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Children’s Song to Sing Again>, a series performance conducted under the 3-year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is presented by committing to the
best composers for arrangement and creation by classifying beautiful children’s songs in
the order of time.
In 2014, it offered children’s songs in the 1950s from traditional songs, and in 2015,
children’s song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y reinterpreting them in a chorus format.
This year, it found children’s songs from the 2000s to be arranged in chorus form and
performed them using an interesting form of music, much like a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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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합창

5. 24~27

서울시합창단 특별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Tue ~Fri 7:3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Lyric Song & Opera Aria

R 30,000 S 20,000 A 10,000  |  공연 횟수: 4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합창단
제작진
예술감독 김명엽
프로그램
다양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서울시합창단 단원들의 4일 4색 콘서트가 펼쳐진다
서울시합창단원들이 독창과 중창으로 구성한 성악음악회로 꾸미는 4일간의 콘서트다.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 가곡 등을 주로 연주하며 각 공연을 서로 다른 레퍼토리와 다른
출연진으로 구성해 4일간 4색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This is a four-day vocal music concert consisting of solos and duets by Seoul
Metropolitan Chorus members. It mainly offers famous operatic arias, vocal music and
the like, and audiences can appreciate four-color performances over a period of four
days with the composition of different repertoire and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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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 A

오페라

7. 28~31

서울시오페라단 현대오페라 시리즈 I

오페라 <도요새의 강>

Thu, Fri 7:30 pm / Sat, Sun 5: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Opera <Curlew River>

R 70,000 S 50,000 A 30,000  |  공연 횟수: 4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예술감독 이건용
연출 이경재
지휘 구모영

20세기 최고의 현대 음악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 작품
1900년 이후 작품 중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로, 최고의 현대 음악가라고
평가받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B. Britten)이 작곡한 작품이다. 벤자민 브리튼이
1950년대에 동양을 여행하면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해 중세 일본의 극 기법과
일본 아악 가가쿠의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의 노예가 되어 여행을 하다가 1년 전에 죽음을 맞이한 소년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This is the most-performed opera since 1900 and was composed by British composer
B.Britten, evaluated as the best contemporary musician. He composed it based on
inspiration gained during his tour to the Orient in the 1950s, where he was influenced
by the Japanese play acting methods and court music of the Middle Ages.
The story begins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who gather to mourn for a boy who
died one year ago while travelling as a slave of a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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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합창

8. 11

서울시합창단 특별연주회

신나는 콘서트

Thu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Exciting Concert

R 50,000 S 30,000 A 20,000 B 10,000  |  관람 연령: 만 4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합창단 외
제작진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합창 콘서트
뮤지컬 넘버, 오페라,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엮어져 독창, 중창,
합창의 다양한 구성으로 재탄생한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합창단의 <신나는 콘서트>는

예술감독 김명엽

풍성한 화음을 자랑하는 합창 위에 영상과 화려한 무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합창

프로그램

콘서트다. 듣기 편하고 익숙한 곡들로 구성하여 합창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감동 가득한 이색 합창 음악회,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는 풍성함이 기대된다.

가곡,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드라마 삽입곡 등
다양한 보컬 음악

This is recreated with a diverse composition of solos, duets and chorus pieces along
with various genres such as musical numbers, opera, jazz and songs.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Exciting Concert> began in 2012 is a chorus concert in a
harmony of choral voices showing off the abundant melody and brilliant stage work
accompanied by videos. It is a unique chorus concert full of touching moments
centering on a chorus consisting of familiar music and is expected to become more
abundant as tim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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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합창

10. 13

서울시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 페스티벌

Thu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Choir Festival

OPER A

오페라

베르디의 비극적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The New Way”
La Traviata

11. 8~13

Tue~Fri 7:30 pm / Sat, Sun 5: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R 230,000 S 170,000 A 130,000 B 90,000 C 50,000 D 30,000
R 50,000 S 30,000 A 20,000 B 10,000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명엽
서울시합창단
시민합창단 외
프로그램
합창 메들리 외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르기
2012년 시작된 서울시합창단의 ‘함께 부르기’ 캠페인 일환으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일반시민들과 서울시합창단이 함께 세종 대극장 무대를 가득 메우는 감동의 합창
음악회다. 캐럴, 우리 민요, 가곡에 이어 2016년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엮어서
메들리로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연주회를 위해 3개월 전 시민 대상으로 합창단원
선발 오디션을 치룬 후 서울시합창단원의 파트별 레슨, 합창 지도를 거쳐 10월 13일
공연한다.  
As part of the ‘Singing together’ campaign begun by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in
2012, it is a touching choral concert in the Sejong Grand Theate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who love singing and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Following
carols, traditional folk songs, and vocal music, in 2016, ‘world folk songs’ will be
performed. For the concert, an audition for selecting members from among the
citizenry was held three months ago, and through lessons on the part of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and choral guidance, the performance will be on Octob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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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횟수: 6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신분의 장벽과 죽음이 갈라놓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연출 헤닝 브록하우스
(Henning Brockhaus) 외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태리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작 <라 트라비아타>가 세종 대극장

주최

무대에 오른다.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오페라로 유명한 합창곡 ‘축배의 노래’를 비롯한 아름다운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뜨거운 감동이 기대된다.

(재)세종문화회관
(사)한국오페라단

<La Traviata>, composed by the world’s beloved Italian composer Verdi, will be held
in the Sejong Grand Theater. Appreciate such masterpieces as ‘Violeta’, deemed
the flower of the social circle, and the ‘Drinking Song’, a chorus famous for being an
opera, with its theme of the sad love story of Alfredo. The warm movement will be
presented by top performers from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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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 A

오페라

셰익스피어와 베르디, 악한 마음의 근원을 보다

오페라 <맥베드>

11. 24~27

Thu, Fri 7:30 pm / Sat, Sun 5:0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Opera <Macbeth>

VIP 120,000 R 80,000 S 50,000 A 30,000 B 20,000 | 공연 횟수: 4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예술감독 이건용

인간의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그 최후
인간의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그 최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의 원작을 작곡가 베르디가 오페라로
재탄생시켰다. 베르디 초기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오페라
<맥베드>는 인간의 잔인함과 욕망을 강렬한 음악으로 표현했다. 개성이 넘치고 극적

CHORUS

합창

12. 15~16

서울시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 명곡 시리즈

Thu, Fri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Masterpiece Chorus Series
R 50,000 S 3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명엽
연주 서울시합창단

클래식 합창의 진수, 그 네 번째 시간
2013년부터 매년 헨델 오라토리오를 연주해온 서울시합창단이 2016년에도 숨겨진
보석과 같은 합창 명곡을 소개한다.
The Seoul Metropolitan Chorus, which has performed Handel oratorios since 2013,
will perform classic chorus in 2016. This concert will be conducted by Myung-yeob Kim.

표현이 뛰어난 작품으로 베르디의 기존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A work showing the unlimited ambition for the power of human beings and its finale,
it was recreated by Verdi into an opera format from the original «Macbeth», one of
Shakespeare’s tragedies. The opera «Macbeth», evaluated as the most excellent of
Verdi’s early works, expressed the cruelty and ambition of human beings with its strong
music. It is full of character and is an excellent dramatic expression that gives new
movement different from other of Verdi’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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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US

합창

조선의 마지막 왕자가 전하는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12. 23~24
Fri 7:30 pm / Sat 3:00 pm

Cantata <Prince and Christmas>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30,000 S 25,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외

조선의 마지막 왕자가 전하는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
<왕자와 크리스마스>는 2010년 초연되어 매해 매진을 기록하며 전문가와 관객들의

작곡 및 대본 이건용

찬사를 받은 가족 음악극으로 2015년 일본 쇼와음악대학에 초청되는 등 그 작품성과
흥행성이 검증된 작품이다. 구한 말 조선의 마지막 왕자가 맞는 성탄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극적 상상력이 잘 조화된 수작이다. 2016년에는 칸타타

초연대본 노선락

형식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제작진
지휘 원학연

<The Prince and Christmas> is a family musical highly acclaimed by both the audience
and professionals with record sellouts every year since its premiere in 2010.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alue and quality by being invited to the Syouwa College of Music. It
is an excellent work that harmonizes historical facts and dramatic imagination based
on the Christmas story experienced by the last prince of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it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cantata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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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무용

MARC H

OCTOBE R

고전극 <헨리 4세  -  왕자와 폴스타프>

춤극 <신시  -  태양의 축제>

APRIL~ MAY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JUNE
여름 빛 붉은 단오
AUGU ST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S E PTE M BE R
창작극 <함익>

PLAY
MUSICAL
DANCE

셰익스피어 인 발레 <스페셜 갈라>
NOVE M BE R
셰익스피어 인 발레 1 <햄릿  -  구속과 해탈 사이>
셰익스피어 인 발레 2 <한여름 밤의 꿈>
DEC E M BE R
뮤지컬 <서울의 달>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JAN UARY
가족음악극 <십이야>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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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AY

연극

시대를 뛰어넘는 본질의 탐구

고전극 <헨리 4 세  -  왕자와 폴스타프>
Classic Stage <Henry IV – Prince and Fallstaff>

3. 29~4. 14

Mon, Wed, Thu, Fri 7:30 pm
Sat 2:00 pm 6:30 pm / Sun 2:00 pm
3.29(Tue)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5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17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극단 외

세계적인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사극 작품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연극 <헨리 4세>는 리처드 2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영국의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헨리 4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셰익스피어의 사극이다. 헨리 4세의 아들 헬 왕자는
극중에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감춘 채 허풍쟁이 궤변가 팔스타프와 어울려 밑바닥
인생을 체험하면서 온갖 기행과 방탕을 일삼는다. 뚱뚱하고 늙은 술고래이자 난봉꾼인

각색 오세혁

팔스타프는 권력의 위선을 통렬히 조롱하다가 헬 왕자가 즉위한 후 버림받는다.

제작진
연출 김광보

Shakespeare’s historical play <Henry IV> is based on the reign of Henry IV, the British
king who seized the throne after killing Richard II. Prince Hal, son of Henry IV, lives
in dissipation and strange behavior that hides an ambition for power and plunges into
an experience of low living through his friendship with Falstaff. A heavy drinker and
libertine, Falstaff, a fat, old man, rudely ridicules the hypocrisy of power but as soon as
Prince Hal ascends to the throne, he is aband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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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뮤지컬

그림형제의 세계명작 백설공주의 재구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Musical <Enchanted the Seven Dwarfs>

4. 22~5. 22
Tue~Thu 11:00 am / Fri 7:30 pm
Sat, Sun 1:00 pm, 4:00 pm
5.5(어린이날) 1:00 pm, 4: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5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38회  |  관람 연령: 만 4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뮤지컬단
제작진
연출 김덕남
작곡 및 음악감독 송시현
극본 윤혜정

숲 속 난쟁이 마을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뮤지컬
매년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양질의 공연을 마련해온 서울시뮤지컬단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로 관객을 다시 찾아간다. 그림 형제의
명작동화 <백설공주> 속 일곱 난쟁이들이 본래는 백설공주를 지키는 기사였는데
마녀의 저주에 걸려 일곱 난쟁이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김덕남 연출, 송시현 작곡, 윤혜정 작가 등 국내 최고의 스태프들과 서울시뮤지컬단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이고 완성도 높은 가족 뮤지컬이다.
The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re, which has presented quality performan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very year, comes to meet the audience with <Seven
Dwarfs under a Spell> during Family Month. It originates from an interesting imagining
of the seven dwarfs from the Brothers Grimm’s <Snow White> originally being knights
but who were transformed into dwarfs under a spell of an evil witch. This fantastic and
well-made children’s musical,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s best staff including
producer Kim Deok-nam and writer Yoon Hye-jeong as well as the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re, is highly anticipated.

45

DA N C E

한국무용

6. 2~5

서울시무용단의 한마당 춤판

여름 빛 붉은 단오

Thu, Fri 8:00 pm / Sat 5:00pm / Sun 3: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Korean Dance Carnival
R 30,000 S 20,000  |  공연 횟수: 4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무용단 외
제작진
예술감독 예인동
연출 김석만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의 춤사위
흥에 겨워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당에서 추는 춤으로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동안 무대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다.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마당춤을 이야기와
함께 엮어 공연한다. 흐트러진 듯 자유로운 춤사위 속에 담긴 우리 전통 춤의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This is one of the dances from yard and is not limited by any special form. Due to its lack
of restriction, there has been little chance of experiencing it on the stage. This hard-tosee dance is presented through stories. Appreciate the true taste of traditional dance
contained in the free dancing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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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뮤지컬

게임기여 안녕! 신나는 우리 동요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8. 12~13
Fri 7:30 pm / Sat 3:00 pm

Summer Vacation at My Grandmother House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30,000 S 25,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외
제작진
예술감독 및 지휘 원학연
작곡 및 대본 노선락

아름다운 우리 동요를 이야기로 엮어 만든 어린이 뮤지컬
동요 뮤지컬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은 아름다운 우리 동요를 뮤지컬 형식으로
엮어 만든 창작 뮤지컬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음악 여행이 될 것이다.  
항상 게임기를 손에 달고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준서가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떠나 시골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부드럽고 따스한 멜로디가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어린이들에게 더욱 좋은
뮤지컬이다.
The musical with children’s song, <Summer Vacation at Grandmother’s House> is a
creative musical of beautiful traditional children’s songs, which will be an interesting and
exciting trip to music for teenagers during summer vacation.
The story is of Jun-Seo, a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who travels to his
grandmother’s house with his game machine on the occasion of summer vacation. As
the beautiful, soft and warm melodies are lyrically expressed, it will be a good musical
for children to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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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AY

연극

9. 30~10. 16

한국 연극의 새로운 활력

창작극 <함익>

Mon, Wed, Thu, Fri 7:30 pm
Sat 2:00 pm 6:30 pm / Sun 2:00 pm

New Play <Ham-ick(Hamlet)>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5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18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극단 외
제작진
작 김은성
연출 김광보

재창작의 귀재 김은성 작가와 스타 연출가 김광보의 만남
고전을 동시대 작품으로 각색하는 능력이 뛰어난 재창작의 귀재, 김은성 작가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2016년 한국을 배경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재벌
2세로 태어난 ‘함익’은 권력과 욕망이 얽혀 있는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적 재미를 모두 잘 표현해내는 스타

DA N C E

한국무용

서울시무용단

춤극 <신시  -  태양의 축제>
SIN-Sl, The Festival of The Sun

10. 27~28
Thu, Fri 7:30 pm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R 50,000 S 30,000 A 20,000 B 1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무용단 외

상생의 땅 신시, 그 생명의 땅에서 일어난 사랑과 춤의 대서사시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한 춤극으로 역사춤극의 대가인 국수호가 안무를 맡아  웅장하고

안무 국수호

장엄한 춤사위가 특징이다.
7천 년 전 하늘의 아들 환웅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서로 싸우던 웅(熊)족과 호(虎)족을
아우르며 화합과 상생의 도시인 신시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연출가 김광보가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어떤 ‘함익’을 그려낼지 주목해보자.

대본 이태권

무용으로 그려낸다.

A genius of re-creation who excels in dramatizing classical work into contemporary
work, writer Kim Eun-seong newly composed Shakespeare’s <Hamlet> in the
backdrop of Korea in 2016. Could scion ‘Ham-ik’ hold onto his beliefs and love in this
time, this place, mingled with power and desire? Let’s see how star producer Kim
Kwang-bo, known for ably expressing artistic completeness and public enjoyment,
describes ‘Ham-ik’ in Korean society.

작곡 김태근

This is a ballet with the motif of the Dangun Mythology, featuring grandiose dance steps
choreographed by Kook Su-ho, a master of historical dance.
The play depicts the story through dance that 7,000 years ago, Hwanwoong, the son of
heaven, descended to earth and embraced the Woong(bear) tribe and Ho(tiger) tribe,
which were fighting against each other, to establish Shinsi, a city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o usher in a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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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예술감독 예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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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N C E

발레

Shakespeare in Ballet Special Gala

셰익스피어 인 발레 <스페셜 갈라>
Shakespeare in Ballet <Special Gala>

10. 28~30

Fri 7:30 pm / Sat 5:00 pm / Sun 3: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5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발레STP협동조합

로미오와 줄리엣,

(유니버셜발레단,

한여름 밤의 꿈,

서울발레시어터,

맥베드 중 하이라이트

와이즈발레단,
이원국발레단,

주최

SEO발레단)

(재)세종문화회관
발레STP협동조합

해설과 함께하는 발레 속 셰익스피어의 모든 것
셰익스피어 타계 400주년을 기념하여 셰익스피어의 주옥같은 명작들이
발레로 재탄생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맥베드>,
<햄릿> 등 명작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To mark the 4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Shakespeare, his
masterpieces are reborn in ballet form. This will be a special opportunity
to appreciate highlights from <Romeo & Juliet>, <A Midsummer Night’s
Dream>, <Macbeth> and <Hamlet> in on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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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11. 4~6

Shakespeare in Ballet 1

햄릿  -  구속과 해탈 사이

Fri 7:30 pm / Sat 5:00 pm / Sun 3:00 pm

Hamlet - Between Restriction and Nirvana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70,000 S 50,000 A 3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제작진

발레STP협동조합

안무 서미숙

(유니버셜발레단,

음악 장석문

서울발레시어터,

무대 하성옥

창작 발레로 만나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햄릿  -    구속과 해탈

이원국발레단,

주최

사이>는 고뇌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전형으로서의 햄릿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복수, 배신감, 사랑, 정체성의 문제 등 현재의 우리 역시
똑같이 겪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연극적 요소와 다양한

SEO발레단)

(재)세종문화회관

음악이 결합된 창작 발레로 서발레단의 서미숙 단장이 안무를 맡는다.

발레STP협동조합

<Hamlet - Between Restriction and Nirvana>, under the motif of
Shakespeare’s <Hamlet>, describes Hamlet as an anguished wanderer
suffering the typical human ills of revenge, a sense of betrayal, love and
identity crises. It is a creative ballet combining both play elements and a
variety of music choreographed by Seo Mi-sook, a director of the SEO
Ballet.

와이즈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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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N C E

발레

11. 11~13

Shakespeare in Ballet 2

한여름 밤의 꿈

Fri 7:30 pm / Sat 5:00 pm / Sun 3: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Midsummer Night’s Dream

R 70,000 S 50,000 A 3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꿈과 환상의 사랑 이야기-모던 창작 발레

출연진

제작진

발레STP협동조합

예술감독 김인희

(유니버셜발레단,

안무 제임스전

서울발레시어터,

조안무 조현경

와이즈발레단,

제작감독 여훈

<한 여름 밤의 꿈>을 모던 창작 발레로 새롭게 선보인다.

주최

서울발레시어터 제임스전 예술감독의 독창적인 안무와 동화적으로
표현된 무대와 의상, 국내 최고 무용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발레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이원국발레단,
SEO발레단)

(재)세종문화회관
발레STP협동조합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으로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The original of <A Midsummer Night’s Dream>, one of the
quintessential Shakespearean plays, is being recreated in different genres
of film, musical and other formats. On this stage, <A Midsummer Night’s
Dream> is newly represented in a creative modern ballet. It will be a
fantastic ballet in harmony under the Seoul Ballet Theater art director
James Jeon’s creative choreography and staging and costumes expressed
in the fairy tale features and enthusiastic passion of the nation’s top
d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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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뮤지컬

드라마 <서울의 달>, 대형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 하다

뮤지컬 <서울의 달>

12. 3~25

Tue~Fri 8:00 pm
Sat 3:00 pm, 7:00 pm / Sun 3:00 pm
(12.3(Sat) 3:00pm, 12.6(Tue) 공연 없음)

Musical <The Moon of Seoul>

세종 대극장 Sejong Grand Theater

VIP 100,000 R 80,000 S 60,000 A 40,000 | 공연 횟수: 22회  |  관람 연령: 만 13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뮤지컬단 외
제작진
연출 노우성
원작 김운경
극본 이다윗

서울에 사는 이들의 우정과 성공에 얽힌 감동 스토리
1994년 화제의 MBC 주말드라마 <서울의 달>을 서울의 대표 뮤지컬로 재구성했다.
남자들의 ‘성공’ 스토리와 여자들의 로망을 녹여낸 우리네 서울살이의 가슴 시린
사랑을 담았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장철웅의 ‘서울 이 곳은’ 등의 당시 히트곡들도
뮤지컬 넘버로 구성되어 감동을 극대화 할 것이다.
The popular MBC weekend drama < Moon of Seoul> is re-configured as a
representative Seoul musical, containing the heartbroken love of living in Seoul through
men’s ‘success’ stories and women’s romances. The hits of the time such as singer
Kim Gun-mo’s ‘Moon of Seoul’ and Jang Chul-woong’s ‘Seoul, Here’ are composed as
musical numbers that maximiz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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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N C E

무용

12. 8~9

서울시무용단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Thu, Fri 7:3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Dance Battle-The Topping
All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내외부 안무자
서울시무용단 외
제작진
예술감독 예인동

한국무용을 토핑하라
서울시무용단 단원들과 외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결합된 신선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무용을 기본으로 한 다채롭고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한국무용의 잠재력을 확인해볼 수 있다.
This offers fresh work that combines different kinds of art media through a
collabor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Dance members and outside artists. It offers
that chance to find the potential of Korean dance through diverse and experimental
stages based on Kore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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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AY

연극

2017.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 2

가족음악극 <십이야>
Play with Music <Twelfth Night>

1. 13~30

Tue~Thu 11:00 am / Fri 7:30 pm / Sat 2:00 pm, 5:00 pm / Sun 2:00 pm
(단, 1.27(Fri) 2:00 pm, 5:00 pm / 1.28(Sat) 5:00 pm
1.29(Sun), 1.30(Mon) 2:00 pm, 5: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R 40,000 S 30,000 A 20,000  |  공연 횟수: 21회  |  관람 연령: 만 4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극단 외

음악극으로 만나는 언어의 마술사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십이야>!
태풍이 휩쓸려 고대국가 일라리아로 휩쓸려 가게 된 쌍둥이 남매의 해프닝을 유쾌하게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려낸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십이야>를 다양한 음악과 풍부한 무대로 선보인다.
원작이 지닌 언어의 마술적 묘미와 향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연극적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다양한 음악과 안무, 다채로운 무대장치로 표현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출 김한내

가족 음악극이다.

제작진
예술감독 김광보

<Twelfth Night> is a Shakespearean romance pleasantly describing the happenings of a
pair of twins, a brother and sister, swept by a typhoon to the ancient country of Ilaiya. It
is made into a musical play for all family members to better appreciate this maste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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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체임버홀
개관
10 주년
SEJONG
CHAMBER
HALL
10th
ANNIVERSARY

APRIL~ MAY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APRIL~ NOVE M BE R
몽블랑과 함께하는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오마주 투 모차르트
OCTOBE R
국악 <실내악 축제>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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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HAMBER HALL 10 th ANNIVERSARY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실내악 클래식 향연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4. 28~5.3
Mon~Fri 7:30 pm
Sat 5:00 pm / Sun 3: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2016 Sejong Chamber Hall
10th Anniversary Performance <Decade>

국내 대표 실내악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향연
세계 최정상급 어쿠스틱 음향을 자랑하는 세종 체임버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가들과 최고의 무대를 꾸민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16년 머스트 씨(Must See)
공연!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2016년
체임버홀에서 연중 시리즈 공연을 준비 중인 마에스트로
임헌정과 첼리스트 양성원을 비롯하여 앙상블오푸스, 디 앙상블,
서울바로크합주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가 무대를 꾸민다.

Sejong Chamber Hall, with its world class acoustic
sound, will make the best venue for Korea's
representative classical musicians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The Must See
performance of 2016, not to be lost by classical lovers!
The performance, to be held a total of 6 times, will
be participated in by maestro Lim Heon-jung, in
preparation for a year-round series at the chamber hall,
cellist Yang Seong-won, the Baroque Orchestra, the
Ensemble Opus and chamber orchestra members from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R 50,000 S 40,000  |  공연 횟수: 6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프로그램

58

4.28(Thu.)

4.29(Fri.)

출연: 양성원, 문익주, 양성식(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오프닝 공연)

출연: 앙상블 오푸스

코다이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4
코다이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Op.7
코다이 - 첼로 소나타 Op.8
Z. Kodály - Sonata for Cello and Piano Op.4
Z. Kodály - Sonata for Violin and Cello Op.7
Z. Kodály - Sonata for Cello Solo Op.8

바흐 - 류재준 파르티타 2번 d단조 BWV1004 중 샤콘느
슈만 -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Op.47
드보르작 - 현악 5중주 3번 Op.97
Bach - Jeajoon Ryu ‘Partita’ No 2 in d minor BWV1004 ‘Chaconne’
R. Schumann - Piano Quartet in E♭ Major Op. 47
A. Dvorak - String Quintet No.3, Op.97

4.30(Sat.)

5.1(Sun.)

출연: 임헌정, 조성현, 박수화(2016 세종체임버 시리즈 오프닝 공연)

출연: 디 앙상블

모차르트 -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K.136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K.314
모차르트 -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K.299     
W.A.Mozart - Divertimento No.1 in D Major K.136
W.A.Mozart - Flute Concerto No.2 in D Major K.314
W.A.Mozart - Flute and Harp Concerto in C Major K.299

라벨 - 현악 4중주 F장조
슈만 -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Op.44
M. Ravel - String Quartet in F Major
R. Schumann - Piano Quintet in E♭ Major Op.44

5.2(Mon.)

5.3(Tue.)

출연: 서울바로크합주단

출연: 챔버 오케스트라(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크리스토프 바흐 - 심포니 d단조
비발디 - 사계
윌리엄 월튼 - 현악 소나타
J. Christoph Fr. Bach - Symphony in d minor for Strings
A. Vivaldi - Four Seasons
William Walton - Sonata for Strings

헨델 - 할보르센 - 파사칼리아
모차르트 -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K.581
브람스 -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Op.115
G.F.handel - Halvorsen - Passcaglia
W.A.Mozart -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J. Brahms -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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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HAMBER HALL 10 th ANNIVERSARY
실내악의 정수를 만나다

몽블랑과 함께하는
양성원의 체임버 스토리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4. 28 / 6. 9~10
8. 25~26 / 11. 6

Yang Sung-won’s Chamber Story with Montblanc

Thu~Fri 7:30 pm / Sun 4: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R 50,000 S 40,000  |  공연 횟수: 6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국내 최고 실내악 전용홀에서 경험하는 원음의 숨결!

프로그램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정교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실내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첼리스트 양성원을 중심으로, 문익주,
양성식, 권혁주, 김정원, 임동혁, 김다미, 모딜리아니 콰르텟,
트리오 오원, 엔리코 파체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완벽한

4.28(Thu.)  |  출연: 양성원, 문익주, 양성식

호흡으로 특별한 6번의 무대를 선보인다.
This is a performance allowing us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attraction of chamber music by expressing each characteristic
and creating delicate harmony. It is offered six times with four
themes on a yearly basis along with top artists from both home
and abroad such as ‘Trio Owon’, ‘Enrico Pace’, and the ‘Modigliani
Quartet’ featuring cellist Yang Sung-won.

출연진
양성원
문익주

코다이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4
코다이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Op.7
코다이 - 첼로 소나타 Op.8
Z. Kodály - Sonata for Cello and Piano Op. 4
Z. Kodály - Sonata for Violin and Cello Op. 7
Z. Kodály - Sonata for Cello Solo Op. 8
6.9(Thu.)
출연: 양성원, 김정원, 권혁주, 김상진, 김은식, 콰르텟 K 외
멘델스존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탄테 D장조 Op.17
멘델스존 -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Op.49
멘델스존 - 현악 8중주 E플랫장조 Op.20
F. Mendelssohn - Variations Concertantes for Cello & Piano in
D Major Op.17
F. Mendelssohn - Piano Trio No.1 in d minor Op.49
F. Mendelssohn - String Octet in E♭ Major Op.20
6.10(Fri.)  |  출연: 양성원, 임동혁, 김다미, Ning Shi 외

양성식

도흐나니 - 현악 3중주 세레나데 Op.10
쇼숑 - 피아노 4중주 A장조 Op.30
브람스 - 피아노 4중주 c단조 Op.60
E. Dohnáni - String Trio Serenade Op.10
E. Chausson - Piano Quartet in A Major Op.30
J. Brahms - Piano Quartet in c minor Op.60

김정원
권혁주
김상진
김은식
콰르텟 K
임동혁
김다미

8.25(Thu.)  |  출연: 양성원, 김상진, 모딜리아니 콰르텟

Ning Shi

모차르트 - 현악 4중주 d단조 K.421
베토벤 - 현악 4중주 6번 Op.18
쇤베르크 - 현악 6중주 ‘정화의 밤’ Op.4
W.A.Mozart - String Quartet in d minor K.421
L.V.Beethoven - String Quartet No.6 Op.18
A.Schoenberg - String Sextet Op.4 ‘Verklärte Nacht’

모딜리아니 콰르텟
트리오 오원
엔리코 파체

8.26(Fri.)  |   출연: 양성원, 트리오 오원
라벨 - 피아노 소나티네
라벨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라벨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벨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M. Ravel - Sonatine for Piano solo
M. Ravel - Sonata for Violin and Cello in C major
M. Ravel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M. Ravel - Trio for Violin, Cello and Piano
11.6(Sun.)  |  출연: 양성원, 엔리코 파체
리스트 - 잊혀진 로망스
리스트 - La Lugubtr Gondola
쇼팽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65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F. Liszt - Romance Oubliée
F. Liszt - La Lugubre Gondola
F. Chopin -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g minor Op.65
S. Rachmaninoff -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g minor O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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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HAMBER HALL 10 th ANNIVERSARY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4. 30 / 6. 25
10. 30 / 11. 19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

오마주 투 모차르트
Homage to Mozart

Sat, Sun 5: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R 50,000 S 40,000  |  공연 횟수: 4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임헌정
연주
세종페스티벌오케스트라
협연 조성현
박수화
김태형
김봄소리
선우예권

지휘자 임헌정과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최정상의 아티스트들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세종체임버시리즈는 해마다 국내 최정상의 아티스트를 상주 음악가로 선정하여
연중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정통 클래식 공연이다. 2015년 첼리스트
양성원에 이어 2016년 세종문화회관이 선정한 아티스트는 마에스트로 임헌정.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클래식 전용홀, 세종 체임버홀에서 임헌정의 지휘 아래
펼쳐질 <2016 세종체임버시리즈>는 ‘오마주 투 모차르트’라는 부제 아래 실내악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선우예권, 김태형, 김봄소리, 조성현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프로그램
4.30(Sat.)

6.25(Sat.)

협연: 플루트 조성현 / 하프 박수화

협연: 피아노 김태형

Divertimento No.1 (K.136) in D Major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Divertimento No.2 (K.137) in B♭ Major
디베르티멘토 2번 B플랫장조

Flute Concerto No.2 in D Major
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Piano Concerto No.20 (K.466) in d minor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Flute & Harp Concerto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Piano Concerto No.26 (K.537) in D Major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10.30(Sun.)

11.19(Sat.)

협연: 바이올린 김봄소리

협연: 피아노 선우예권

Divertimento No.3 (K.138) in F Major
디베르티멘토 3번 F장조

Divertimento No.17 (K.334) in D Major
디베르티멘토 17번 D장조

Violin Concerto No.1 (K.207) in B♭ Major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플랫장조

Piano Concerto No.21 (K.467) in C Major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Violin Concerto No.5 (K.219) in A Major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Piano Concerto No.27 (K.595) in B♭ Major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장조

있는 천재 아티스트들이 악기별 모차르트 협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This is the Sejong Center chamber music series begun in 2015 and a classical
perform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famous classical artists from both 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held in the ‘Sejong Chamber Hall’, an exclusive hall that displays the
best acoustical sound, four times a year. In 2016, it will offer a Mozart concerto with
the chamber orchestra composed of maestro Lim Heon-jeong and Korean Symphony
Orchestra members, the nation’s top pianists and violi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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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HAMBER HALL 10 th ANNIVERSARY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10. 26~28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실내악축제

Wed~Fri 7:30 pm

Korean Tradi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All 2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 외
제작진
예술감독 황준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꾸미는 3일간의 개성 가득한 실내악 축제!
국악실내악 중심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음악회에서 국악의 섬세한 변화와
앙상블의 조화를 맛볼 수 있으며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에 국악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Appreciate the delicate changes of traditional music and the harmony of ensembles
at this concert, which will display a variety of works centering on traditional chamber
music. Experience the fragrance of traditional music to the fullest in the deepening fall
with the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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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네

MATINÉE
MATINÉE FOR
KIDS

JAN UARY~ DEC E M BE R
2016 오페라 마티네
MAY
와우 클래식 앙상블
J U LY~ NOVE M BE R
앙상블 마티네
J U LY~ DEC E M BE R
201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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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TI N É E

마티네

오전 11시에 만나는 오페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2016 오페라 마티네

11:00 a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2016 Opera Matinée

R 30,000 S 20,000  |  공연 횟수: 12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 체임버홀에서
선보이는 ‘오페라 마티네’!

2016 프로그램
일정

작곡가

작품명

오페라를 처음 관람하거나 다소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주요 오페라의 대표

3.15(Tue.)

모차르트

돈 조반니

아리아를 선보인다. 국내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세종체임버홀에서 성악가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함께

4.19(Tue.)

마스카니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5.17(Tue.)

베르디

운명의 힘

6.21(Tue.)

푸치니

마농 레스코

7.19(Tue.)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8.16(Tue.)

치마로사

비밀 결혼

9.20(Tue.)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10.18(Tue.)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11.15(Tue.)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12.20(Tue.)

도니제티

돈 파스콸레

생생한 감동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Opera Matinée’ shown in the chamber hall at 11:00am on
the third Tuesday of every month!
It offers popular opera arias along with easy and
interesting explanations for audience members who are
first-time opera goers or those who feel opera is difficult.
Appreciate a vivid impression as well as the singers’ fine
facial expressions.

2017 프로그램

제작진
예술감독 및 해설 이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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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연출 이경재

일정

작곡가

작품명

연주 오페라 마티네 앙상블 외

1.10(Tue.)

스트라우스 2세

박쥐

2.14(Tue.)

베르디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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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TI N É E

마티네

7. 2 / 9. 3 / 11. 5

주말 클래식 나들이

앙상블 마티네

Sat 1: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Ensemble Matinée

M ATI N É E F O R K I D S

어린이 마티네

눈높이를 낮춘 오페라 하이라이트

201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Opera Gala for Children and Youth

7. 19
12. 20

Tue 3: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All 20,000  |  공연 횟수: 3회  |  관람 연령: 만 5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프로그램

지휘 김지환

하이든 첼로 협주곡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훔멜 트럼펫 협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든 오보에 협주곡
모차르트 플루트과 하프 협주곡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모차르트 세레나데
차이콥스키 세레나데 등

토요일에 다시 만나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앙상블 마티네
다양한 악기들의 협연과 앙상블로 만나는 재미있는 주말 낮 공연으로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김지환 단장이 지휘하며 하이든 첼로 협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훔멜의 트렘펫 협주곡들을 연주된다.
This is a weekend daytime performance with various kinds of instruments
and ensembles conducted by Kim Ji-hwan, director of the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It will offer a Haydn cello concerto,
Mozart violin concerto and Hummel trumpet conc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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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0,000 S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5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제작진
예술감독 이건용
연출 이경재
연주 오페라 마티네 앙상블 외

오후 3시에 만나는 ‘오페라 갈라’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을 위하여 눈높이를 낮춘 오페라 하이라이트 공연이 시작된다.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는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 청소년 관객을 위하여 오페라 장르에 대한 기본 상식과 공연 관람 예절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인 대상의 기존 오페라 마티네 공연과는 차별화된 더 쉽고
재미있는 자막과 해설도 곁들인다.
Opera highlights to satisfy children and teens begin. <Opera Gala for Children and
Youth> to be held during the winter vaca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teens who are first-time opera goers to learn basic common ideas about the
opera genre as well as to cultivate an audience attitude. Easier and more interesting
subtitles and explanations will be added in contrast with the existing opera matinee
performances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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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TI N É E F O R K I D S

어린이 마티네

5. 5 / 5. 21

어린이를 위한 재미난 클래식

와우 클래식 앙상블

Thu, Sat 1:00 pm

세종 체임버홀
Sejong Chamber Hall

Wow Classic Ensemble for Kids
All 20,000  |  공연 횟수: 2회  |  관람 연령: 만 5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지휘 김지환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등

어린이들을 위한 한 낮의 앙상블 콘서트
낮 1시,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실내악 공연이다. 재미난
이야기와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동물의 특징을
음악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생상의 <동물 사육제> 등 귀에 익숙하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클래식 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This is a chamber music performance planned for children to enjoy classical music at
1:00pm. Appreciate familiar classical music contained in textbooks such as Prokofiev’s
<Peter and the Wolf> to encounter interesting stories and pictures, and Saint Saens’
<The Carnival of the Animals>, which vividly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s
through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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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J U N E ~ S E PTE M BE R
호안 미로 전
OCTOBE R ~ DEC E M BE R
미인도취
DEC E M BE R ~ MARC H
훈데르트바서의 그린 시티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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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H I B ITI O N

회화전

자연에서 예술로

6. 26~9. 24

호안 미로 전

10:30 am~8:00 pm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Sejong Museum of Art

Joan Miro

Adult 15,000 Youth 10,000 Child 8,000  |  전시 일수: 91일  |  관람 연령: 전 연령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주)미추홀아트센터
(주)디커뮤니케이션

국내 최대 규모, 스페인 미로재단 최대 규모 전시
호안 미로는 에스파냐의 화가이자 도예가로, 입체주의로 시작하였으나 조형적인
초현실주의로 전환하였다. 그의 작품은 에스파냐 동부의 원시동굴화, 아라비아 문학,
이슬람의 장식, 로코코의 우아한 단축법 등의 요소가 담겨 있다.
스페인의 가장 큰 섬 마요르타에 위치한 호안 미로 마요르카재단은 1981년 호안 미로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스튜디오 및 작품을 기증받아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전시에서
소장품 120여 점을 대거 선보인다.
Joan Miro, Spanish painter and potter, began in cubism but later turned to formative
surrealism. His works contain elements of primitive cave paintings in eastern Spain,
Arabic literature, Islamic decorative elements and rococo elegance. This exhibition
presents a collection amounting to 120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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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H I B ITI O N

회화전

10. 25~12. 4

근현대 시대의 다양한 미인도

미인도취

10:30 am~7:30 pm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Sejong Museum of Art

Portrait of a Beauty

Adult 9,000 Youth 4,000  |  전시 일수: 41일  |  관람 연령: 전 연령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근현대 시대의 다양한 미인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시대별로 달라지는 미인의 기준! 우리 시대 미인은 어떤 모습일지 근현대 작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미인도취의 장을 마련한다. 북한의 미인도 섹션을 마련하여 남과 북의
현재 미인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전시이다.
The standard of beauty changes with the times! What looks like beauty in our time, an
exhibition for beauty seen through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is provided. A
section of North Korean beauty is set to compare the beauty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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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H I B ITI O N

회화전

건축 치료사

훈데르트바서의 그린시티

12. 10~3. 12

Hundertwasser

10:30 am~8:00 pm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Sejong Museum of Art

Adult 15,000 Youth 9,000 Child 7,000  |  전시 일수: 93일  |  관람 연령: 전 연령  |  문의 및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전시 작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주)스타앤컬쳐

오스트리아의 가우디, 훈데르트바서가 온다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1928~2000)는 독특한 예술세계로 현실과 동화, 건축과
자연,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 예술가로 ‘오스트리아의 가우디’라 불리며,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와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건축가로 이번 전시에는
유화 45여 점, 판화 25여 점, 모형 및 설치품 15여 점. 타피스트리 25여 점 사진 및
비디오자료 10여 점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Friedensreich Hundertwasser is an artist who sought to break the boundaries of
reality and fairy tales, architecture and nature, and humans with unique art. He is
called the ‘Austrian Gaudi’ and, with Gustav Klimt and Egon Schiele, he is a Austria’s
representative painter and architect. This exhibition shows a wide range of works from
45 oil paintings, 25 engravings, 15 models and installation works, 25 tapestries and 10
photo and video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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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미술관
Sejo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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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축제
사회공헌

ACADEMY
FESTIVAL
CSR

MARC H ~ DEC E M BE R
세종예술아카데미
천원의 행복 시즌 II <온쉼표>
APRIL~ NOVE M BE R
세종예술시장 <소소>
MAY
세종페스티벌
S E PTE M BE R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 국악단 정기연주회
OCTOBE R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st and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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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A D E M Y

교육

예술을 통한 도심 속 힐링

강좌문의
세종예술아카데미
02-399-1606
academy.sejongpac.or.kr

세종예술아카데미
Sejong Arts Academy

다양한 예술 장르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종예술아카데미는 봄, 가을에
열리는 정규 강좌를 통해 다양한 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깊이
있는 강의 위주의 강좌와 실기 체험 및 예술가 역량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he Sejong Art Academy, run by the Sejong Center, operates a wide
variety of regular art-related lectures held in both spring and fall. Indepth lectures as well as lectures for experiencing practice ar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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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사회공헌

문화예술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 국악단 정기연주회
Sejong Dream Tree Orchestra Concert

9. 10

Sat 5:00 pm

세종 M씨어터
Sejong M Theater

구분

강의 기간

문화예술로 실천하는 희망 나눔

세종예술아카데미 정규 강좌
(감상, 체험 프로그램)

1학기 2016. 3~6
2학기 2016. 9~12

사회 문화 소외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꿈나무오케스트라 & 국악단은

예술가 특별강좌
(예술가 역량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2016.3~12

연1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단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적 경험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석 무료.
The Dream Tree Orchestra & Traditional Music Orchestra run by the
Sejong Center as a wa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music education
to children and teenagers in the neglected class of society and culture
gives an opportunity for experiencing beautiful music and raising dreams
in its members. Admission is free of charge.

83

F E STI VA L

축제

4. 16~11. 5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시장

세종예술시장 <소소>

12:00 pm~6:00 pm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7, 8월 제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
Back area of Sejong Center

Sejong Art Market SOSO

F E STI VA L

축제

4. 30~5. 8

세종문화회관, 예술로 물들다

세종페스티벌 2016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
Outside of Sejong Center

Sejong Festival 2016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로 만끽하는 즐거운 문화, 신나는 예술

세종예술시장 <소소>는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독립출판물, 일러스트, 공예 등 신선한 젊은 예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작은 예술시장이다. 소소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 공연, 야외 예술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곳곳을 활용한 다채로운 무료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세종페스티벌’. 2016년 봄, 가정의 달을 맞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The ‘Sejong Festival’ held by the Sejong Center is a free outdoor
program. Concerts, dances and mime activities are unfolded in the main
stairway and the lobby of the grand theater. In particular, it is a special
festival for appreciating opera and ballet on an outdoor stage.

Sejong Art Market SoSo is an art market held by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the center and the complex cultural space of Korean
culture and art in an effort to foster creative activities of young artists
and designers and mediate a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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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객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음악, 마임 등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온 가족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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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사회공헌

3월~12월

새롭게 시작하는 ‘천원의 행복’시즌 II

온쉼표
Whole Rest Concert

프로그램
월

장소

장소

공연명

7:30 pm

3

22~23일

M씨어터

봄 노래 - 미르테의 꽃

세종 대극장 / 세종 M씨어터 / 세종 체임버홀
꿈의숲 아트센터 / 돈화문국악당

4

26~27일

All 1,000  |  공연 횟수: 23회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3월 초 신청 접수 예정, www.sejongpac.or.kr

체임버홀

세종 체임버홀 10주년 렉쳐 콘서트 - Over the Chamber Music

대극장

신나는 5월, May Funky

꿈의숲 아트센터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피아노포르테, 나의 사랑

5

24일

6

29일

M씨어터

7

26~27일

체임버홀

Jazz it up

8

30~31일

M씨어터

Club Habana

9

27~28일

대극장

뮤지컬 갈라 콘서트

M씨어터

The Motion _ Dance, Dance, Dance

꿈의숲 아트센터

Sapore d’Opera - 오페라의 맛

10

25~26일

돈화문 국악당

한국의 오페라 - 판소리

11

22~23일

체임버홀

오페라 렉쳐 콘서트 - Over the Overture

12

22~23일

체임버홀

예로부터 전해오는 겨울소리

천원으로 만끽하는 예술을 통한 온전한 쉼
천원으로 누리는 천만 시민의 감동, 서울 시민 문화충전 프로젝트
<천원의 행복>은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세종문화회관이 진행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매달 1~2회에 걸쳐 클래식, 국악, 재즈,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수준 높은 공연을 전석 천원에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10년을 맞이하는 천원의 행복은 시즌 II <온쉼표>로 재탄생한다.
세종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등 세종문화회관 내 공연장을 비롯,
연간 2회에 걸쳐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돈화문 국악당에서도 동시 진행하는 “온쉼표 페스티벌”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알찬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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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ppiness of One Thousand Won> is a
social contribution project conducted by the
Sejong Center since 2007 to be a closer presence
with citizens.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an
abundant life for Seoulites by providing a high
level of performance that crosses different genres
such as classical, traditional music, jazz, dance
and others for only one thousand won for all
seats. The <Happiness of One Thousand Won>,
with its 10th anniversary in 2016, will come to
be the happiness of ten million citizens through
happiness and movement with more fruitful
perform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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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쉼표 페스티벌 ① “Family Season”

온쉼표 페스티벌 ② “오페라 - 발레 Season”

CSR

사회공헌

10. 17~23

제3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Tue~Fri 8:00 pm / Sat 14:00, 7:30 pm / Sun 5:00 pm

세종 대극장 등
Sejong Grand Theater etc.

Orchestra for All

All 20,000  |  공연 횟수: 18회(예정)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문의 및 예매: 9월 중순 예매 개시 예정,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www.sejongpac.or.kr

출연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KOAMA)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하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세종문화회관과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KOAMA)가 협력하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의 향연, 제3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가
세종문화회관 3개의 공연장에서 열린다. 시민예술가들이 하나 되어 2015년
창단한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를 비롯해 오디션을 통과한
시민오케스트라들이 그 실력을 뽐내는 10일간의 축제에 관객으로 참여해보자. 관객은
향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단독 공연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뽑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The third feast of the orchestra, in cooperation with the Sejong Center and KOAMA
(Korea Amateur Musicians’ Association), ‘Orchestra for All’ will be held on three
performance stages of the Sejong Center. Let’s visit the 10-day festival that shows off
the abilities of amateur orchestras as well as the grand harmonies of the ‘Seoul Citizen
Philharmonic Orchestra’ established in 2015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artists.
The audience can participate in an evaluation process for selecting an orchestra to
perform at the Sejo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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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소개 Art Groups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대한민국 공연예술 창작의 중심,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Seoul Metropolitan Chorus
Seoul Metropolitan Opera
Seoul Metropolitan Theater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Seoul Metropolitan Youth Ochestra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Music Ensemble

세종문화회관!
9개의 서울시예술단과
500인의 예술가가 함께
최고의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창단하여 2015년 5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

서울시무용단

1974년 창단된 서울시무용단은 예술단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반복적인 자기 물음과 치열한 창작 작업을 해왔다. 지난 30여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둔 현대적인 관현악곡을 개발하고 대중에게 소개하여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년간의 수많은 국내외 공연에서 서울시무용단의 그러한 고심의 흔적과
변모의 기록을 읽을 수 있다. ‘2006, 2007 아시아무대예술제 초청공연’,

미래 관현악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한국 음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타 장르와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 및 빛과 색, 영상 등 기술과의 융복합 작업 등을
통하여 전통 음악의 새로운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K-Classic의
선두주자이자 한국 창작음악의 종가로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24(목)

신춘음악회 <봄의 노래>

7:30 pm

M씨어터

12p

5.14(토)

세종음악기행

5:00 pm

대극장

14p

9.8(목)

한양 그리고 서울

7:30 pm

M씨어터

19p

10.26(수)~28(금) 실내악 축제

7:30 pm

체임버홀 64p

12.27(화)

7:30 pm

음악극 <금시조>

대극장

23p

한국창작춤의 역사를 쓰는
시민의 무용단

‘‘2009 북유럽 순회공연’, ‘2011 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 축전에 초빙되어 우리 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문화
교류에 이바지했다. 서울시무용단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지향하는
무용단으로서 국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무용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목.금 8:00 pm
6.2(목)~5(일)

여름 빛 붉은 단오

토 5:00 pm M씨어터 46p
일 3:00 pm

10.27(목)~28(금) 춤극 <신시  -  태양의 축제>

7:30 pm

12.8(목)~9(금)

7:30 pm M씨어터 54p

우리 춤 배틀  -  더 토핑

대극장

49p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서울시무용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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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된 국내 최초 뮤지컬 단체인 서울시뮤지컬단은 한국 뮤지컬 역사에 있어
서울시뮤지컬단   1961년
가장 오랜 연륜과 전통을 지닌 단체다. 그동안 창작극 발굴 및 무대화로 국내 창작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한국 뮤지컬의
살아있는 역사

뮤지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외국 뮤지컬을 공연하여 국제 문화 트렌드를 한발 앞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초창기
한국 뮤지컬의 선두주자로 뮤지컬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하던 시기 재능 있는 단원을
선발해 뮤지컬 전문 배우로 양성·배출시킴으로써 한국 뮤지컬 발전을 주도해왔으며
한국뮤지컬대상 작품상, 연출상, 미술상, 남우조연상, 안무상, 음악상, 연출상,
신인여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뮤지컬

금 7:30 pm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

M씨어터

45p

토.일.공휴일
1:00 pm, 4:00 pm
화~금 8:00 pm

12.3(토)~25(일)

뮤지컬 <서울의 달>

토 3:00 pm, 7:00 pm

풍부한 음색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시합창단은 1978년 서울시립합창단으로 창단되어 세종문화회관

Seoul Metropolitan Chorus

개관 기념공연인 오페라 <박쥐> (비엔나 오페라단 초청협연)와 제1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약 142회의 정기연주회와

폭넓은 레퍼토리와
아름다운 울림

116회의 특별 공연을 개최하였고 매년 50여회의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하여 풍부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 클래식 합창의 깊이 있는
감동부터 대중을 위한 편안한 합창, 오페라 무대를 통한 오페라 합창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서울시합창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창달에
적극 힘을 기울여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수.목 11:00 pm
4.22(금)~5.22(일)

서울시합창단  

대극장

53p

일 3:00 pm

3.3(목)

칸타타 <한강>

7:30 pm

5.24(화)~27(금)

가곡과 아리아의 밤

7:30 pm

대극장

30p

체임버홀 33p

8.11(목)

신나는 콘서트

7:30 pm

대극장

35p

10.13(목)

합창 페스티벌

7:30 pm

대극장

36p

7:30 pm

M씨어터

39p

12.15(목)~16(금) 합창 명곡 시리즈

 서울시뮤지컬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서울시합창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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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은 그간 고전 오페라는 물론, 국내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국내 대표 오페라 단체로 활동해왔다. 박준상, 장일남의 <춘향전>, 김동진의

서울시극단  

서울시극단은 1997년 우리나라 연극인과 문화계의 기대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로 검증된 작품을 보다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심청>, 최우정의 <연서>, 최근 올린 <달이 물로 걸어오듯> 등 한국 창작 오페라의
제작(초연)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7월에는 현존하는 최초의

고민해왔으며 그에 따라 창작 연극, 세계 고전연극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연극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연극교실’ 운영과 국내 창작환경 개선을

Seoul Metropolitan
Opera

오페라,‘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를 국내 초연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매월 오전
시간대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티네>를 기획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eoul Metropolitan
Theater

한국 오페라의

5.4(수)~8(일)

오페라 <사랑의 묘약>

발판을 구축하다
7.28(목)~31(일)

오페라 <도요새의 강>

11.24(목)~27(일)

오페라 <맥베드>

수~금 7:30 pm
토.일 3:00 pm
목.금 7:30 pm
토.일 5:00 pm
목.금 7:30 pm
토.일 5:00 pm

우리 시대의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대극장

31p

위한 장기적 관점의 창작포럼도 추진해오고 있다.

월.수.목.금 7:30 pm
3.29(화)~4.14(목)

중추적 극단

고전극 <헨리 4세  왕자와 폴스타프>

토 2:00 pm, 6:30 pm M씨어터 44p
일 2:00 pm
월.수.목.금 7:30 pm

M씨어터 34p
9.30(금)~10.16(일)
대극장

토 2:00 pm, 6:30 pm M씨어터 48p

창작극 <함익>

일 2:00 pm

38p

화.수.목 11:00 am / 금 7:30 pm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페라 마티네

11:00 am 체임버홀 68p

7.19 / 12.20(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갈라

3:00 pm 체임버홀

2017. 1.13(금)~30(월)

71p

가족음악극
<십이야>

토 2:00 pm, 5:00pm M씨어터 55p
일 2:00 pm

 서울시오페라단 전 작품(마티네, 어린이 오페라 갈라 제외)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서울시극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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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Seoul Metropolitan
Junior Chorus
노래는 맛있게, 표정은 밝게,

올해로 창단 52주년을 맞이한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964년 창단되어
반세기 동안 160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어린이합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2015년 한·일 양국에서 거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기념식 때 서울과 도쿄 두 도시에서 축하공연단으로 참석하는
등 오랜 전통과 연주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소년소녀합창단
자리매김하였다.

5.24(화)~25(수)

우리 동요 100년
다시 부르기 III

7:30 pm M씨어터

32p

8.12(금)~13(토)

금 7:30 pm
동요 뮤지컬
M씨어터
<외할머니 댁에서의 여름방학> 토 3:00 pm

47p

마음은 즐겁게

12.23(금)~24(토) 칸타타 <왕자와 크리스마스>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1984년 창단하여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이름을 거쳐 현재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단원들은

Seoul Metropolitan
Youth Ochestra

곡과 윤이상과 같은 현대 작품에 대한 도전을 통해 연주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대의
젊은 단원들은 우수한 오케스트라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음악캠프 및

젊은 음악인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클래식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들로, 대중적인 ‘썸머 클래식’을
비롯하여 쇼스타코비치, R. 슈트라우스, 말러, 브루크너 등의 편성이 큰

열정적 하모니

7:30 pm M씨어터 40p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전 작품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8.13(토)

썸머클래식

3:00 pm, 7:00 pm

대극장

17p

10.1(토)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말러>

5:00 pm

대극장

21p

12.28(수)

로맨틱 콘서트

7:30 pm

대극장

24p

5.5(목) / 5.21(토) 와우 클래식 앙상블

1:00 pm 체임버홀 72p

7.2 / 9.3 / 11.5(토) 앙상블 마티네

1:00 pm 체임버홀 70p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전 작품(마티네, 와우 클래식 제외)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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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안내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젊은 음악인의 창조적 감성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은 우리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가장

Seoul Metropolitan Youth
Traditional Music Ensemble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한국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가치 아래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30세 이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단

한국 음악의 미래

TICKET
LOCATION
CONVENIENCE
MEMBERSHIP

첫해인 2005년, 서울시와 몽골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왔으며 2014년에는 제2회 창작국악극대상 시상식에서
<꿈꾸는 세종>으로 ‘최고연주상’을 수상, 빼어난 연주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5.27(금)~28(토)

꿈꾸는 세종

9.23(금)~24(토)

청춘가악

12.20(화)

우리 악기의 재발견
‘Another Dream’

금 7:30 pm
토 4:00 pm
금 7:30 pm
토 5:00 pm

M씨어터

15p

M씨어터 20p

7:30 pm M씨어터 22p

 서울시청소년국악단 패키지 구매 시 40% 할인
 으뜸레퍼토리 패키지
: 9개 서울시예술단의 2016년 대표작을
모아서 관람하는 패키지로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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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리 예 매 할 수 록 , 좋은 좌석!

언제나 당신 가까이 있겠습니다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 02-399-1000

1.

3.

1.

2.

티켓 예매하기

티켓 취소, 변경하기

세종문화회관 오시는 길

세종문화회관 주차 안내

수수료 없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시

- 연중 무휴, 24시간 예매 가능
- 신용카드 및 무통장 입금 결제

- 관람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취소,
변경 가능

1호선: 시청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와서
광화문 방향으로 도보

A.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객 주차요금 할인 적용: 일반 요금 5분당
300원, 세종문화회관 이용객은 할인권 제공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연선택 →
날짜, 시간, 좌석선택 → 결제 → 예매완료

- 관람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세종문화티켓
(02-399-1000)에 전화로 취소, 변경 가능

수수료 없는 세종문화회관 모바일 앱에서 예매하기

방문 및 현장 구매 시

- 연중 무휴, 24시간 예매 가능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종문화회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공연선택 → 결제 → 예매완료

3호선: 경복궁역 하차 → 6번 출구에서
세종대로 방향으로 도보

- 관람일 하루 전까지 오후 5시까지 인포샵 내
세종문화티켓 창구를 방문해서 취소, 변경 가능

할인 대상

할인권 발행

초록버스(지선): 1711, 7016, 7018, 7022, 7212

공연 관람객

4시간권 4천원

※관람일 당일은 티켓의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빨강버스(광역): 1005-1, 5000, 5005, 5500, 5500-1,
5500-2, 7900, 9000, 9401, 9703

전시 관람객

4.

전화로 예매하기
- 연중 무휴, 9:00 am~8:00 pm,
당일 공연의 경우 2시간 전까지 가능

주차 할인권 제공 안내

파랑버스(간선): 103, 150, 401, 402, 406, 700, 704, 707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구글 Play 앱 실행, ‘세종문화회관’
검색 후 설치 / 아이폰: 2016년 1월 중으로 오픈 예정

B. 할인권 소지 관람객은 무인정산기에서 주차료
사전 정산 권장

5호선: 광화문역 하차 → 1, 8번 출구로 나와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보

광화문
●1번 출구

광화문
8번 출구●

티켓 환불 안내

세종 체임버홀

세종 인포샵 방문 예매 및 현장 구매

●

2시간권 2천원 / 4시간권 4천원
(주차할인권 소지자에 한함)

공연·전시 관계자

24시간권 1만5천원  

●

- 공연일 9일 전부터 하루 전 17시까지, 티켓 금액의
1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 세종문화티켓(02-399-1000)으로 전화화기 →
날짜, 시간, 좌석선택 → 결제 → 예매완료

인포샵
M씨어터
세종
M씨어터

기타 편의시설 사용

세종 예인홀

●

- 신용카드 및 무통장 입금 결제

-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 예매 수수료 없음

2시간권 2천원

아카데미 수강생

세종 대극장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 공연 당일은 환불 처리 불가능

세종미술관

- 환불은 예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처리

광화문아띠(B1) ●

●

- 연중 무휴, 9:00 am~8:00 pm
- 중앙계단 위 뜨락에 위치한 인포샵에서 예매 및
구매 가능

●세종로 공원

예매 및 문의

2.

●
정부서울청사

입구●

세종문화티켓
●지하도로

www.sejongpac.or.kr | 02-399-1000

인터파크

티켓 수령하기

www.interpark.com | 02-399-1114~6

미국 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수령: 관람일 당일 세종 인포샵 또는 공연장 로비
티켓박스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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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가는길

세 종 문 화 회 관 편 의시설 안내

품격있는 문화생활 - 세종문화회관 멤버십
가입안내
•인터넷 www.sejongpac.or.kr > 고객센터 > 유료회원안내
•전화 02-399-1198 •방문 세종문화회관 데크프라자 인포샵

1.

3.

1.

상설전시관 세종·충무공이야기

여성/유아

골드 회원

프리미엄 회원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첨단 전시 기법으로 구현한 상설 전시관

수유실

 하 1층 ‘광화문 아띠’
지
여성 화장실 옆 위치

연회비: 5만 | 한 공연당 할인가능 매수: 4매

연회비: 10만 | 한 공연당 할인가능 매수: 6매

파우더룸

대극장 로비 1층, 여성 화장실 옆 위치

아이들 세상

 앙계단 통로에 위치, 399-1593
중
공연시작 30분 전~공연 종료 시까지
공연티켓 소지자에 한해
24개월~7세 아동 위탁 가능

특별 혜택 •공연 및 전시 10~50% 할인(4매)

특별 혜택 •공연 및 전시 10~50% 할인(6매)

•유료회원 티켓 선예매

•유료회원 티켓 선예매

•아카데미 5~10% 할인

•아카데미 5~10% 할인

•제휴업체 할인

•제휴업체 할인

722-7600, 8:00~21:00

•월간지 <문화공간> 무료 정기구독

•월간지 <문화공간> 무료 정기구독

악기센터, 중앙계단 통로 상가

•뉴스레터  /  SMS 발송 서비스

•뉴스레터  /  SMS 발송 서비스

광화문 광장 지하 2층 399-1114~6
화~일 10:00~20:00 월요일 휴관
전시관 내 기념품점, 카페 위치

2.

4.

카페와 레스토랑
예인	예술의정원에 위치, 399-1560
8:30~20:30(일요일 휴무)

기타

빌리엔젤	중앙계단 위, 722-3663

베스트올

편의점, 중앙계단 통로 상가
723-8632, 9:30~22:30

11:30~21:00
광화문 아띠

2.

김충희 프라자 화원, 중앙계단 통로 상가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11:30~22:00
한정식 설가온 733-3276~7
중식당 친니 733-3270~1
이탈리안 식당 라피아짜 733-3274~5
한식당 바심 733-3272~3
쌀국수 Pho77 733-0885
명동칼국수 733-0887

조뮤직

734-0091, 10:00~20:00(일요일 휴무)
자료실

 극장 남측 3층에 위치, 399-1109
대
월요일, 목요일 9:30~17:30
(주 2회 개방)

3.

•공연 최대 할인율 제공
•자체 기획전시 무료 관람(본인)

법인 회원

•자체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무료제공

연회비: 200~600만원 | 할인 매수: 100~500매

•예매티켓 무료등기 서비스
•아메리카노 쿠폰 5매
•가입 기념품 증정
•주차권 제공(2매)

※유료회원의 유효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유료회원 티켓 선예매: 세종문회회관 지정공연에 한함

상설전시관 세종·충무공이야기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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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자랑하는 예술명소,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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