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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매출액(만원) 관객수(명)

124 55 1,736 109,565 14.3% 63,622 19.5% 129 36 1,519 46,677 6.7% 45,825 15.6%

154 91 1,364 470,038 61.2% 139,265 42.7% 116 59 1,217 448,846 64.7% 123,956 42.2%

144 141 148 74,378 9.7% 68,259 20.9% 146 141 156 100,634 14.5% 75,967 25.9%

8 8 17 12,286 1.6% 5,332 1.6% 7 7 19 38,631 5.6% 14,888 5.1%

21 15 106 87,857 11.4% 35,225 10.8% 22 21 80 47,382 6.8% 20,857 7.1%

24 21 71 12,122 1.6% 9,307 2.9% 34 27 88 9,979 1.4% 10,264 3.5%

14 10 21 2,094 0.3% 5,192 1.6% 4 4 10 1,359 0.2% 1,694 0.6%

489 341 3,463 768,343 100.0% 326,202 100.0% 458 295 3,089 693,512 100.0% 293,451 100.0%

7% 16% 12%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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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9 34,284 8,488 4,051 540 10 63,622

0 50,163 31,758 23,274 4,104 265 109,565

0.0% 45.9% 29.0% 21.2% 3.7% 0.2% 100.0%

29,018 41,730 41,726 6,429 13,852 6,510 139,265

0 72,987 144,456 37,178 123,174 92,241 470,038

0.0% 15.5% 30.8% 7.9% 26.2% 19.6% 100.0%

31,957 28,419 6,186 865 471 361 68,259

0 41,057 21,108 4,741 3,658 3,813 74,378

0.0% 55.2% 28.4% 6.4% 4.9% 5.1% 100.0%

1,590 2,613 432 168 200 329 5,332

- 4,108 1,382 940 1604 4251 12,286

0.0% 33.4% 11.2% 7.7% 13.1% 34.6% 100.0%

6,416 13,021 9,802 4,539 1,381 66 35,225

0 18,682 330,801 25,044 10,390 660 87,857

0.0% 21.3% 37.6% 28.5% 11.8% 0.8% 100.0%

2,811 5,131 660 683 22 - 9,307

- 6,493 1,990 3,421 217 - 12,122

0.0% 53.6% 16.4% 28.2% 1.8% 0.0% 100.0%

3,109 2,080 - 2 - 1 5,192

- 2,068 - 11 - 15 2,094

0.0% 98.8% 0.0% 0.5% 0.0% 0.7% 100.0%



앙리할아버지와 나
19.03.15 ~ 
19.05.12

㈜파크컴퍼니 서울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600)

함익
19.04.12 ~ 
19.04.28

서울시극단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609)

비 클래스
19.03.08 ~ 
19.06.23

㈜스탠바이컴퍼니 서울 대학로자유극장 (262)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
춘다

19.04.12 ~ 
19.04.21

극단 수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예술극장 대
극장(504)

제54회 광주시립창극단 정기공연: 흥보
가

19.04.26 ~ 
19.04.27

광주시립창극단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1,722)

SAC CUBE, 추남,미녀
19.04.24 ~ 
19.05.19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241)

어나더 컨트리
19.05.21 ~ 
19.08.11

Page1 서울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600)

보도지침
19.04.26 ~ 
19.07.07

㈜인사이트엔터테
인먼트

서울
티오엠씨어터(구. 문화공간필링) 2관
(249)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Series 4: 늘근 도둑 이야기

19.04.27 ~ 
19.04.28

(재)경주문화재단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원화홀)(331)

앙리할아버지와 나 [군산]
19.05.31 ~ 
19.06.01

군산예술의전당 전북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1,200)



해적
19.03.10 ~ 
19.05.19

MJ Starfish 서울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드림아트센터 2관
더블케이씨어터(210)

더픽션
19.04.13 ~ 
19.06.30

에이치제이컬쳐주
식회사(HJ컬쳐)

서울
티오엠씨어터(구. 문화공간필링) 1관
(335)

지킬앤하이드
18.11.13 ~ 
19.05.19

㈜오디컴퍼니(OD
COMPANY)

서울 샤롯데씨어터 (1,241)

적벽
19.03.22 ~ 
19.05.12

(재)정동극장 서울 정동극장 (282)

록키호러쇼
19.05.17 ~ 
19.07.28

㈜R&Dworks(알
앤디웍스)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702)

제171회 GAC 목요예술무대, SHOwCK 
: THE MUSEUM

19.05.02 ~ 
19.05.05

강동아트센터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850)

메피스토
19.05.25 ~ 
19.07.28

㈜메이커스프로덕
션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1,026)

더 캐슬
19.04.15 ~ 
19.06.30

㈜더블케이 필름
앤 씨어터

서울
예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장) 
1관(406)

신흥무관학교
19.02.27 ~ 
19.04.21

㈜쇼노트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1,026)

나빌레라
19.05.01 ~ 
19.05.12

(재)서울예술단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1,004)



필름콘서트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9.06.01 ~ 
19.06.02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제178회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레미제라블

19.05.13 ~ 
19.05.14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1,722)

디즈니 인 콘서트
19.05.18 ~ 
19.05.19

㈜크레디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게임속의 오케스트라: 마비노기
19.05.03 ~ 
19.05.03

(재)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청소년합창페스티벌
19.05.18 ~ 
19.05.18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1,441)

4월 온쉼표: 4월의 랩소디
19.04.18 ~ 
19.04.19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443)

교향악축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04.19 ~ 
19.04.19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교향악축제, 춘천시립교향악단
19.04.07 ~ 
19.04.07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베토벤 & 브람스 Ⅰ
19.05.31 ~ 
19.05.31

(재)경기도문화의
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제343회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18기념음악회

19.05.18 ~ 
19.05.18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1,722)



베르테르
19.05.01 ~ 
19.05.04

(재)세종문화회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윌리엄 텔
19.05.10 ~ 
19.05.12

(재)국립오페라단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바그
너 갈라

19.06.08 ~ 
19.06.09

(재)국립오페라단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팔리아치
19.04.26 ~ 
19.04.27

(재)대구오페라하
우스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 (1,490)

가족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
기

19.05.26 ~ 
19.05.26

(재)국립오페라단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사랑
의 묘약

19.05.17 ~ 
19.05.19

(사)글로리아 오페
라단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헨젤과 그레텔
19.05.24 ~ 
19.05.25

(재)대구오페라하
우스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 (1,490)

토스카
19.04.30 ~ 
19.04.30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527)

스프링페스티벌, 피노키오
19.04.16 ~ 
19.04.20

대전예술의전당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643)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배비
장전

19.05.24 ~ 
19.05.26

(사)더뮤즈오페라
단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241)



제33회 한국무용제전, 통일을 위한 하나
의 춤-圓 [대극장]

19.04.10 ~ 
19.04.21

(사)한국춤협회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 대
극장(600)

제33회 한국 현대춤 작가12인전
19.03.30 ~ 
19.04.07

(사)한국현대춤협
회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 대
극장(600)

잠자는 숲속의 미녀
19.04.24 ~ 
19.04.28

(재)국립발레단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2,283)

지젤
19.07.19 ~ 
19.07.21

(재)중구문화재단 서울 충무아트센터 대공연장(1,255)

궁: 장녹수전
19.03.15 ~ 
19.12.28

(재)정동극장 서울 정동극장 (282)

제124회 광주시립발레단 정기공연: 라
실피드

19.04.05 ~ 
19.04.07

광주시립발레단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1,722)

19th Laboratory Dance Project
19.04.05 ~ 
19.04.07

Laboratory Dan
ce Project(LDP

무용단)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예술극장 대
극장(504)

놋 N.O.T
19.05.23 ~ 
19.05.24

서울시무용단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백조의 호수 미니콘서트 [광주]
19.05.03 ~ 
19.05.04

광주시립발레단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504)

다크니스 품바
19.03.28 ~ 
19.04.21

모던테이블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 CKL스
테이지(309)



토요명품공연 (우면당)
19.01.05 ~ 
19.12.28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혹 되지 아니하다
19.04.25 ~ 
19.04.27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406)

김영임의 소리孝대공연
19.05.28 ~ 
19.05.28

예술집단 고하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3,022)

그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19.04.11 ~ 
19.04.12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406)

금요공감: 국악으로 전하는 사랑
19.05.03 ~ 
19.11.29

국립국악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당신의 팔자를 살리는 음악
19.05.10 ~ 
19.05.31

(재)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서울 서울돈화문국악당 (138)

김정림의 22st Happy Haegum: 지영
희 음악세계

19.04.09 ~ 
19.04.09

용인전통연희원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제22회 아시아금교류회 정기연주회
19.04.21 ~ 
19.04.21

아시아琴(금) 교
류회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토요상설, 오후 네 시
19.04.13 ~ 
19.11.23

(재)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
경기도문화의전당 흥겨운 극장(국악
당)(426)

이슬기 가야금독주회: 오래된 가야금
19.05.02 ~ 
19.05.02 

서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130)



제120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
주회

19.04.16 ~ 
19.04.16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1,722)

ACL-Korea 국제음악제 콘서트 II
19.04.25 ~ 
19.04.25

(사)한국작곡가협
회 ACL코리아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231)

대동해원
19.05.18 ~ 
19.05.18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1,120)

제736회 전라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남도풍류

19.04.27 ~ 
19.04.27

(재)전라남도문화
관광재단(도립국

악단)
전남 남도소리울림터 (558)

동물의 사육제 & 피터와 늑대
19.07.09 ~ 
19.07.09

(재)마포문화재단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733)

혼을 노래하다
19.04.05 ~ 
19.04.05

계룡문화예술의전
당(계룡공공시설

사업소)
충남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764)

제735회 전라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남도풍류

19.04.20 ~ 
19.04.20

(재)전라남도문화
관광재단(도립국

악단)
전남 남도소리울림터 (558)

문학콘서트 소나기
19.07.31 ~ 
19.07.31

(재)마포문화재단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733)

토요신명, 행복한 국악나무
19.02.02 ~ 
19.04.27

국립부산국악원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276)

Same Same But Different, 시즌 6 바
람의 노래

19.06.20 ~ 
19.06.20

(사)노름마치예술
단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512)



엄마 까투리: 먹구렁이와 생일파티 뮤지컬
19.04.13 ~ 
19.05.19

퍼니플럭스엔터테
인먼트

서울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787)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렛잇고

뮤지컬
19.05.04 ~ 
19.05.05

(재)경주문화재단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화랑
홀)(1,055)

신비아파트 두번째 이야기: 고스트볼
X의 탄생 [전주]

뮤지컬
19.04.27 ~ 
19.04.28

동그라미 그리기 전북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
장(1,493)

로빈슨 크루소 뮤지컬
19.04.13 ~ 
19.06.16

강동아트센터 서울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250)

신비아파트 두번째 이야기: 고스트볼
X의 탄생 [부산]

뮤지컬
19.04.13 ~ 
19.04.14

극단 바위처럼 부산 KBS부산홀 (2,847)

신비아파트 두번째 이야기: 고스트볼
X의 탄생 [창원]

뮤지컬
19.05.04 ~ 
19.05.05

극단 바위처럼 경남 KBS창원홀 (1,807)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파주] 뮤지컬
19.04.02 ~ 
19.04.28

(주)대교 영상사업
본부

경기
아이레벨 트라움벨트 트라움홀
(400)

부평키즈페스티벌, 꽃 피우는 아이 연극
19.05.02 ~ 
19.05.07

(재)인천광역시 부
평구문화재단

인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323)

헬로카봇 시즌4: 찌릿찌릿 전기 대소
동 [광주]

뮤지컬
1905.25 ~ 
1905.26

(주)하늘이엔티 광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1,000)

월드스타 뽀로로 [부산] 뮤지컬
19.05.04 ~ 
19.05.06

㈜KBSN 부산
벡스코 (BEXCO) 오디토리움
(3,197)



앙리할아버지와 나 연극
19.03.15 ~ 
19.05.12

㈜파크컴퍼니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600)

해적 뮤지컬
19.03.10 ~ 
19.05.19

MJ Starfish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드림아트센터 2
관 더블케이씨어터(210)

더픽션 뮤지컬
19.04.13 ~ 
19.06.30

에이치제이컬쳐주식
회사 (HJ컬쳐)

티오엠씨어터(구. 문화공간필링) 1관
(335)

록키호러쇼 뮤지컬
19.05.17 ~ 
19.07.28

(주)R&Dworks(알앤
디웍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702)

더 캐슬 뮤지컬
19.04.15 ~ 
19.06.30

㈜더블케이 필름 앤
씨어터

예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
장) 1관(406)

최후진술 뮤지컬
19.03.16 ~ 
19.06.09

업플레이스
예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
장) 2관(301)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뮤지컬
19.04.09 ~ 
19.06.30

과수원뮤지컬컴퍼니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드림아트센터 1
관(360)

비 클래스 연극
19.03.08 ~ 
19.06.23

㈜스탠바이컴퍼니 대학로자유극장 (262)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뮤지컬
19.04.12 ~ 
19.05.26

(주)아이엠컬처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00)

테레즈 라캥 뮤지컬
19.06.18 ~ 
19.09.01

(주)한다프로덕션
예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
장) 2관(301)



오백에 삼십 [아트포레스트] 연극 ㈜아트플러스씨어터 서울
아트포레스트 아트홀 아트포레스트 아트
홀 1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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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흥신소 1탄 [대학로] 연극 ㈜이엠에프 서울 수상한흥신소전용관(구.큐씨어터) (220)

김종욱 찾기 뮤지컬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CJ E&M), ㈜네오프로덕
션

서울
컬처스페이스 엔유(구. 쁘티첼 씨어터)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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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퇴근 뮤지컬 고스트컴퍼니 서울
예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장) 
3관(구. 수현재씨어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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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타 [명동] 뮤지컬
(주)피엠씨프러덕션(PM

C Production)
서울 명동난타극장 (386)

빨래 뮤지컬 ㈜씨에이치수박 서울
동양예술극장(구. 아트센터K) 1관(네모극
장)(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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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