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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취지

장르 세분류

연극
배우가 각본에 따라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
- 연극, 음악극, 마당극(마당놀이), 인형극, 창극, 마임

뮤지컬
현대화된 음악극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한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대규모 종합 무대 예술
- 뮤지컬(뮤지컬콘서트, 매직컬), 악극, 가무극, 넌버벌 퍼포먼스(미디어)

클래식
서양의 고전음악 및 해외 전통음악
- 기악(가곡), 성악(오라토리오), 월드뮤직(서양 외 해외 전통악기), 재즈

오페라 모든 대사를 성악으로 표현하며 무대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무대 예술

무용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 현대무용, 한국무용(한국전통무용), 발레

국악
‘한국음악’의 준말로서, 한국에 뿌리를 둔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
- 기악, 성악(소리꾼이 한 명인 판소리, 민요 등), 연희/혼합(풍물, 연희, 농악, 판굿 등)

복합 두 가지 이상 장르가 혼합된 공연

※ 데이터 기준일시: 2018년 2월 20일(화) 16:00

장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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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기준 해당 월의 공연통계와 장
르 및 특성별 예매율 박스오피스(상위 10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향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수집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공연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항목을 점진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매율 박스오피스는 유료 관객수 기준이며, 개별 공연의 매출액은 제공하지 않습
니다.

•문의사항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정보분석팀으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 02-2098-2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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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뮤지컬 흥행 키워드

• [문학]

올해 개막하는 대형 뮤지컬은 문학 원작의 작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대형뮤지컬 총

19개 중 과반수가 넘는 10개 공연이 문학 원작이며, 그 중 9개 공연은 라이선스, 1개 공

연은 초연창작. 뮤지컬 기획사 관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이 무대 구현도 쉬워서

제작자들이 선호하며, 문학 애호가도 극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어 흥행성공확률이 높

다”고.

• [라이선스]

오리지널/라이선스/창작 중 라이선스가 13개 작품으로 대부분의 공연을 차지함. 또한

재공연의 비중이 높아 초연 라이선스는 3개, 초연창작은 1개에 그침.

• [드라마]

내용면으로는 쇼뮤지컬보다 비극 · 감동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가 다수. (한국경제, 1.5.)

• [재공연]

창작을 중심이었던 지난 해와 달리 ‘작품성’과 ‘흥행성’을 검증받은 재공연이 많을 예정. 

(이데일리, 1.2.)

2018년 주목할 발레, 비교하며 보는 ‘지젤’

•국립발레단은 3월 말(3월 21-2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니버설발레단은 4월

초(4월 6-15일,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 일주일 간격으로 ‘지젤’을 공연함. 이는

연말 레퍼토리 ‘호두까기인형’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인 일.

• 국립발레단은 파트리스 바르(전 파리오페라발레단 부예술감독)가 재안무한 버전. 선이

굵고 드라마틱한 연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

• 유니버설발레단은 장코라이·쥘 페로가 안무한 1985년 한국초연 버전. 우아하면서도 아

기자기한 원작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 (이데일리, 01.1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월간리포트 (2018. 01월)Ⅰ. 공연계 주요 뉴스클리핑

5

주요 공연장들의 눈여겨볼 공연들

• LG아트센터

연간 판매분 중 약 7,000석은 고정 관객들로 자리잡힐 정도로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는 LG아트센터는 ‘컨템포러리 작품’을 을 엄선하여 선보이는 극장. 올 해는 마이

클 키간-돌란의 현대무용극 ‘백조의 호수’, ‘아트서커스 ‘보스드림즈’ 등 실험적이고

현대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 (서울경제, 1.25.)

•국립극단

블랙리스트파문 이후로 한국 연극과 국립극단에 치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밝히며, 국립극단의 연극이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겠다는 각오로

총 18개의 연극 기획 예정.

•남산예술센터

해마다 ‘동시대성’이라는 주제로 창작극들을 선보여왔던것처럼, 올해도 ‘한국사회

를 둘러싼 이슈와 현상’, ‘한국소설을 무대로 넓히는 작업’으로서 총 7개의 연극 기

획 예정. (경향신문, 1.26.)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총 56개 517회 공연, 전시를 기획. 예술단의 공연, 야외축제, 

전시, ‘그랜드오페라갈라’, 창작무용극 ‘카르멘’, 오페라 ‘투란도트’, 조수미콘서트, 선

우예권&뮌헨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세종포에버’, ‘세종음악기행’, ‘서울뮤

직위크’, ‘디즈니 인 콘서트’, ‘라바야데르’, ‘옥상밭 고추는 왜’, ‘그 개’, ‘브라보 마이

러브’, ‘원더풀 라이프’ 등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을 아우르며 대중적/실험적이

고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선보여질 예정.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맞아 ‘축제Festival’이라는 주제로 클래식음악,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의 공연전시를 기획. 사라 장 등이 연주하는 ‘개관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

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정경화&조성진 듀오 콘서트’, ‘교향악축제’, ‘대학오케스

트라축제’, ’11시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라운지’, 연극 ‘인형의 집’, ‘별이 빛

나는 밤에’, ‘어둠상자’, ‘빅토리아의 100번째 생일’, ‘피노키오’, 뮤지컬 ‘웃는 남자’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선보여질 예정. (스포츠서울,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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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별 통계

장르

2018년 01월 전년동기 (2017년 01월)

개막
편수

상연
횟수

매출액
(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명)

관객
점유율

개막
편수

상연
횟수

매출액
(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명)

관객
점유율

연극 38 1,745 50,867 9.7% 56,387 23.7% 64 2,173 114,308 29.8% 76,947 33.2%

뮤지컬 59 1,596 415,856 79.0% 130,816 54.9% 52 1,688 220,159 57.4% 100,141 43.2%

클래식
오페라

81 87 39,912 7.6% 33,650 14.1% 99 113 37,311 9.7% 41,424 17.9%

무용 9 27 2,028 0.4% 3,140 1.3% 10 47 2,948 0.8% 1,756 0.8%

국악
복합

18 115 17,844 3.4% 14,348 6.0% 24 63 8,973 2.3% 11,285 4.9%

합계 205 3,570 526,510 100% 238,341 100% 249 4,084 383,702 100% 231,553 100%

전년대비
증감률*

-18% -13% 37% - 3% -

[ 표 1 장르별 통계 ][ 표 1 장르별 통계 ]

[ 그림 1 장르별 매출액·관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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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복합

매출액(만원) 관객수(명)

* 현 증감률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유입 데이터에 한해 산출된 수치이며, 전체 공연시장의 성장률과는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Ⅱ. 공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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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5

0 0

400,836

14,632 387

56,385

0 0

123,359

7,414 43

-1,000

99,000

199,000

299,000

399,000

499,000

연극(국내) 연극(해외라이선스) 연극(해외오리지널) 뮤지컬(국내) 뮤지컬(해외라이선스) 뮤지컬(해외오리지널)

매출액(만원) 관객수(명)

2. 창작구분별 통계

장르 창작구분 개막편수 상연횟수 매출액(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명)
관객

점유율

연극

국내 38 1,727 508,654,200 100.0% 56,385 100.0%

해외

라이선스 0 0 0 0.0% 0 0.0%

오리지널 0 0 0 0.0% 0 0.0%

합계 38 1,727 508,654,200 100% 56,385 100%

뮤지컬

국내 56 1,521 4,008,366,600 96.4% 123,359 94.3%

해외

라이선스 3 65 146,321,700 3.5% 7,414 5.7%

오리지널 0 8 3,879,000 0.1% 43 0.0%

합계 59 1,594 4,158,567,300 100% 130,816 100%

[ 표 1 장르별 통계 ][ 표 2 창작구분별 통계 ]

[ 그림 2 창작구분별 매출액·관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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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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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복합

10만원이상

7만원이상~10만원미만

5만원이상~7만원미만

3만원이상~5만원미만

3만원미만

3. 가격대별 통계

구분 3만원미만
3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
7만원미만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합계

연극

관객수 30,056 1,509 103 0 0 31,668

매출액 453,105,500 50,322,300 5,250,400 0 0 508,678,200

매출액 비중 89.1% 9.9% 1.0% 0.0% 0.0% 100%

뮤지컬

관객수 31,967 21,485 9,811 14,838 7,245 85,346

매출액 563,049,950 841,814,650 571,330,400 1,313,201,200 855,171,100 4,144,567,300

매출액 비중 13.6% 20.3% 13.8% 31.7% 20.6% 100%

클래식
오페라

관객수 7,253 2,892 1,113 517 815 12,590

매출액 120,304,500 96,846,500 58,834,000 40,368,000 82,776,000 399,129,000

매출액 비중 30.2% 24.3% 14.7% 10.1% 20.7% 100%

무용

발레

관객수 1,491 25 0 0 1 1,517

매출액 19,249,000 750,000 0 0 288,000 20,287,000

매출액 비중 94.9% 3.7% 0.0% 0.0% 1.4% 100%

국악
복합

관객수 6,557 2,030 491 0 0 9,078

매출액 91,054,600 62,730,000 24,660,000 0 0 178,444,600

매출액 비중 51.0% 35.2% 13.8% 0.0% 0.0% 100%

[ 표 1 장르별 통계 ][ 표 3 가격대별 통계 ]

[ 그림 3 가격대별 티켓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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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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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별 상위 10위

1) 연극

9

순위 공연명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한 여름 밤의 꿈
18.01.05 ~ 
18.01.28

서울시극단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609)

2 더 헬멧: Room‘s Vol.1
17.12.19 ~ 
18.03.04

㈜아이엠컬처 서울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158)

3 3월의 눈
18.02.07 ~ 
18.03.11

(재)국립극단 서울 국립극단 [명동] 명동예술극장(558)

4 발렌타인 데이
17.12.23 ~ 
18.01.14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241)

5 서툰살인
18.01.30 ~ 
18.09.26

공연예술집단 노
는이

서울 대학로 스카이씨어터 (160)

6 경남 창녕군 길곡면
17.12.15 ~ 
18.01.21

극단 산수유 서울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151)

7 가지
18.02.21 ~ 
18.03.18

(재)국립극단 서울
국립극단 [용산] 백성희장민호극장
(190)

8 경식아 사랑해
17.11.09 ~ 
18.02.11

㈜애스터 서울
JTN 아트홀(구. 대학로예술마당) JTN 
아트홀 1관(230)

9 춘향실록
18.02.08 ~ 
18.02.09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406)

10 앙리할아버지와 나 [대전]
18.05.04 ~ 
18.05.05

대전예술의전당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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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별 상위 10위

2) 뮤지컬

10

순위 공연명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빌리 엘리어트
17.11.28 ~ 
18.05.07

㈜신시컴퍼니 서울 디큐브아트센터 디큐브씨어터(1,242)

2 킹키부츠
18.01.31 ~ 
18.04.01

씨제이이앤엠 주
식회사(CJ E&M)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1,766)

3 판타지아
17.12.02 ~ 
18.02.08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HJ컬쳐)

서울 극장용 (805)

4 팬레터
17.11.10 ~ 
18.02.04

㈜라이브엔터테
인먼트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452)

5 빈센트 반 고흐
17.11.04 ~ 
18.01.28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HJ컬쳐)

서울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325)

6
헬로카봇 시즌3: 우당탕탕 집짓기 대

작전 [서울]
18.01.06 ~ 
18.02.04

㈜하쿠나마타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1,082)

7 삼총사
18.03.16 ~ 
18.05.27

㈜킹앤아이컴퍼
니

서울 한전아트센터 (999)

8 여신님이 보고 계셔
17.09.26 ~ 
18.01.21

클립서비스 서울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600)

9 에드거 앨런 포
17.11.17 ~ 
18.02.04

㈜쇼미디어그룹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1,026)

10 캣츠
18.01.28 ~ 
18.02.18

클립서비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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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월간리포트 (2018. 01월)

1. 장르별 상위 10위

3) 클래식/오페라

11

순위 공연명 구분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제7회 청소년 겨울방학 팡팡 해설

음악회
클래식

18.01.20 ~ 
18.01.20

(사)티앤비엔터테
인먼트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2 사라 장과 17인의 비르투오지 클래식
18.02.13 ~ 
18.02.13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3 아이다 오페라
18.01.26 ~ 
18.01.26

(재)대구오페라하
우스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 (1,490)

4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실

내악
클래식

18.01.06 ~ 
18.12.15

KT 서울 KT체임버홀 (403)

5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5월) 클래식
18.05.19 ~ 
18.05.19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6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6월) 클래식
18.06.16 ~ 
18.06.16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7 제8회 아리수가곡제 클래식
18.01.13 ~ 
18.01.13

㈜서울문화사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443)

8 신년음악회 클래식
18.01.19 ~ 
18.01.19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9 미은화 귀국 독주회 클래식
18.01.21 ~ 
18.01.21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443)

10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2월)
클래식

18.02.08 ~ 
18.02.08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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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별 상위 10위

4) 무용

12

순위 공연명 구분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스페셜 갈라 발레
18.03.02 ~ 
18.03.04

(재)유니버설문화
재단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2 안나 카레니나 발레
18.03.02 ~ 
18.03.04

㈜마스트미디어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1,546)

3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빨간구두 무용
18.01.26 ~ 
18.01.26

(재)안산문화재단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1,368)

4 향연 [예술의전당] 무용
18.06.06 ~ 
18.06.09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5
차세대열전 2017!, 숨은가족찾기

／CAVE
무용

18.01.20 ~ 
18.01.21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서울
공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132)

6 창작산실, 오셀로와 이아고 무용
18.01.12 ~ 
18.01.14

천하제일탈공작소 서울
공연예술센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110)

7 창작산실, 가상리스트 무용
18.01.12 ~ 
18.01.14

원댄스프로젝트그
룹

서울
공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132)

8 창작산실, 미아 무용
18.02.23 ~ 
18.03.04

극단 두 서울
공연예술센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110)

9 보스 드림즈 [대전] 무용
18.03.30 ~ 
18.03.31

대전예술의전당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1,546)

10 경기공연예술페스타, Don't Do 무용
18.01.24 ~ 
18.01.24

(재)안산문화재단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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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르별 상위 10위

5) 국악/복합

13

순위 공연명 구분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심청이 온다 국악
17.12.08 ~ 
18.02.18

국립극장 서울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
(627)

2 신년 국악 한마당 국악
18.01.16 ~ 
18.01.17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3 수어지교3, 판소리 국악
17.12.13 ~ 
18.02.10

(재)세종문화회관
돈화문국악당

서울 서울돈화문국악당 (138)

4 설맞이 대공연 복합
18.02.16 ~ 
18.02.17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406)

5
문화가 있는 날 SAC 아티스트 라

운지 (2월)
국악

18.02.28 ~ 
18.02.28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600)

6 토요명품공연 (우면당) 국악
18.01.06 ~ 
18.12.29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7 The Moon 국악
18.01.19 ~ 
18.01.19

World Culture Ne
tworks (WCN)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443)

8 한국의 문화유산 복합
18.02.07 ~ 
18.02.08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9 종묘제례악 국악
18.01.30 ~ 
18.01.30

(재)세종시문화재
단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870)

10
창작산실, 아리랑, 삶의 노래: 흩어

진 사람들 2
국악

18.01.12 ~ 
18.01.13

(사)정가악회 서울
공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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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순위 공연명 구분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한 여름 밤의 꿈 연극
18.01.05 ~ 
18.01.28

서울시극단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609)

2 판타지아 뮤지컬
17.12.02 ~ 
18.02.08

에이치제이컬쳐주
식회사 (HJ컬쳐)

서울 극장용 (805)

3
헬로카봇 시즌3: 우당탕탕 집짓기

대작전 [서울]
뮤지컬

18.01.06 ~ 
18.02.04

㈜하쿠나마타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1,082)

4 캐리 X 엘리 러브콘서트 [부산] 뮤지컬
18.02.10 ~ 
18.02.11

극단 바위처럼 부산 KBS부산홀 (2,847)

5 엄마 까투리 [순천] 뮤지컬
18.02.03 ~ 
18.02.04

㈜MPLUS(엠플러
스)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950)

6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부산] 뮤지컬
18.02.02 ~ 
18.02.04

극단 바위처럼 부산 신세계 문화홀 [센텀시티] (450)

7
시크릿 쥬쥬 시즌3: 오디션편 [성

남]
뮤지컬

18.02.03 ~ 
18.02.04

오름기획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808)

8 신비아파트 [부산] 뮤지컬
18.03.24 ~ 
18.03.25

극단 바위처럼 부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06)

9 코코몽: 꼼짝마 바이러스 [청주] 뮤지컬
18.02.03 ~ 
18.02.04

㈜MPLUS(엠플러
스)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1,493)

10 엉뚱발랄 콩순이: 드래곤편 [안산] 뮤지컬
18.02.24 ~ 
18.02.25

극단 바위처럼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686)

2. 특성별 상위 10위

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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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특성별 상위 10위

2) 대학로

순위 공연명 구분
공연
기간

기획
제작사

공연시설(좌석수)

1 더 헬멧: Room‘s Vol.1 연극
17.12.19 ~ 
18.03.04

㈜아이엠컬처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158)

2 팬레터 뮤지컬
17.11.10 ~ 
18.02.04

㈜라이브엔터테
인먼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452)

3 여신님이 보고 계셔 뮤지컬
17.09.26 ~ 
18.01.21

클립서비스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600)

4 올슉업 뮤지컬
17.11.24 ~ 
18.02.11

㈜킹앤아이컴퍼
니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702)

5 난쟁이들 뮤지컬
17.11.26 ~ 
18.02.11

㈜피엠씨프로덕
션(PMC Produc

tion)

티오엠씨어터(구. 문화공간필링) 1관
(335)

6 존 도우 뮤지컬
18.03.01 ~ 
18.04.22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HJ컬

쳐)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702)

7 서툰살인 연극
18.01.30 ~ 
18.09.26

공연예술집단
노는이

대학로 스카이씨어터 (160)

8 경남 창녕군 길곡면 연극
17.12.15 ~ 
18.01.21

극단 산수유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151)

9 경식아 사랑해 연극
17.11.09 ~ 
18.02.11

㈜애스터
JTN 아트홀(구. 대학로예술마당) JTN 
아트홀 1관(230)

10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연극
17.12.29 ~ 
18.01.06

(재)서울문화재
단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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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별 상위 10위

순위 공연명 구분
기획

제작사
지역 공연시설(좌석수)

1 연극 작업의 정석 1탄 연극 ㈜네오프로덕션 서울 순위아트홀1관 [대학로] (221)

2 김종욱 찾기 뮤지컬 ㈜네오프로덕션 서울 쁘티첼 씨어터 (314)

3 쉬어매드니스 [대학로] 연극 콘텐츠박스 서울
콘텐츠박스(구. 르메이에르 씨어터) 
(193)

4 극적인 하룻밤 연극 악어컴퍼니 서울 바탕골소극장 (200)

5 빨래 뮤지컬 ㈜씨에이치수박 서울
동양예술극장(구. 아트센터K) 1관(네모
극장)(240)

6 룸넘버13 [서울] 연극 콘텐츠박스 서울
대학로스타시티 콘텐츠룸(구 마리카1
관)(209)

7 오백에 삼십 연극 극단 돼지 서울
미마지아트센터 풀빛극장(오아시스극
장)(109)

8 죽여주는 이야기 연극 ㈜삼형제엔터테인먼트 서울 삼형제극장(환상극장) (100)

9 연애하기 좋은 날 연극 ㈜팀플레이예술기획 서울
대학로 아트홀 1관(구. 서울문화예술대
학교 대학로 극장) (102)

10 난타 [명동] 뮤지컬
㈜피엠씨프로덕션(PM

C Production)
서울 명동난타극장 (386)

3)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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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매율 박스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