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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ASIA CULTURE CENTER THEATER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입니다. ACC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Research)-창작(Creation)-
제작(Production)의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화합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지향 합니다. ACC에서 수집한 
연구물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은 1년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전시, 공연, 교육, 축제, 
기타행사)로 펼쳐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0월에 설립한
아시아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제작·유통의 플랫폼
ACC 예술극장(ACC Theater)은 ‘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예술극장에서는 장르와 대상, 공간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제작 공연’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공연’,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초청공연’등을 진행합니다. ACC의 공연들은 총 3개의
극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최대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여러 형태의 공연을 시도할 수 있는
‘극장1’과 일반 프로시니엄 공연장으로 연극, 무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2’, 
그리고 안락한 분위기의 반원 형태 공연장인 
‘어린이극장’이 있습니다. 
작은 동심원 ‘광주’에서 시작하여 한국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Window of Asian Culture towards the World
The Asia Culture Center (ACC) is an international 
art and culture exchange organization where the 
cultural assets of Asia are recreated into new cultural 
content through the process of research, creation and 
production. The ACC traces its origin to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is today entrusted 
with the mission of upholding the values embodied 
in the historic event, human rights and peace, 
through the arts. Officially opened on November 25, 
2015 after ten years of Construction, the ACC is a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 which consists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Archive & Research, 
Arts & Creation Technology, Theater and Children’s 
Center.

Asia Culture Center Content Creation and 
Management: Asia Culture Institute
Founded in October, 2015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Asia Culture Institute is the 
primary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ontent at the Asia Culture Center. 
Established as a semi-state-owned enterprise, 
the ACI is tasked with cultural promotion,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the development of Asian 
cultural creativity and diversity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sian culture-related content. 

Platform for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ontemporary Asian performance art
The ACC Theater aims to serve as a key platform 
for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erformance art with “Asia” as its core theme. 
The ACC Theater hosts “creative-development 
performances” that transcend defined genres, 
audiences and spaces to drive the future of the 
performing arts; “regular performances” that can be 
enjoyed by audiences of any and all backgrounds; 
and “invitational performances” that present high-
quality performance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pute. Performances at the ACC take place in four 
theaters: Theater 1, Korea’s largest convertible black-
box performance hall that can host a wide range of 
performances; Theater 2, a proscenium venue for 
theater, dance and classical music performances; 
and the Children’s Theater, a cosy semi-circular 
performance venue. The ACC Theater aims to leverage 
its solid foundation in Gwangju to expand across 
Korea, Asia and the globe as an international art hub 
that can promote collaboration and coexistence with 
the entire world while driving change and aspiring for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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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제작 공연
R.E.X 
R.E.X : Return, Eternal, X-factor

4.19~20 / 12.24~25
레드 올랜더스 Red Oleanders
Rabindranath Tagore’s play <Red Oleanders>

4.20~21
나는 광주에 없었다 
I Was Not At Gwangju

5.4~6
드 곤 킹
Dragon King

7.26~27
시간을 칠하는 사람
The Man Who Paints Time

10.16~20
LED 모듈 공연개발 프로젝트 <NO TITLE>
NO TITLE

11.28

ACC 지역 협력 프로그램
ACC 예술대학 협력 프로그램
ACC Art College Program

6월 중
ACC 시민오케스트라
ACC Citizen’s Orchestra

11.17

ACC Performances

라파우 블레하츠&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Rafał Blechacz & Kim Bomsori Duo Concert

2.16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리사이틀
Rudolf Buchbinder Piano Recital

5.8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
Singapore Chinese Orchestra

5.10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Recital

6.11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 Concert

9.6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Ray Chen Violin Recital

11.1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11.15

Super Classic

ACC 빅도어 시네마
ACC Big Door Cinema

5.18~19 / 7.5~6 / 9.12~13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ACC World Music Festival

8.15~17

Outdoor Performance

ACC Brunch Concert

김남윤×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 댓 챔버
“All That Chamber” with Kim Nam-yun X Korean Soloists

2.27
문태국×한지호 클래식한 ‘봄’
“Spring” by Moon Tae-guk X Han Chi-ho

3.13
배두훈×억스(AUX) ‘엣지 오브 뮤직’
“Edge of Music” by Bae Doo-hoon X AUX

3.27
서일영×안남근의 댄서 하우스 
“Dancer House” by Seo Il-yeong X Ahn Nam-geun

4.10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불편하지 않은’
“Not Uncomfortable” by modern dance artist Ahn Eun-mi

4.24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북한 가곡, 
평화의 노래가 되다
“North Korean Songs Bringing Peace” by pianist and 

North Korean defector Kim Cheol-woong 

5.29
서울발레시어터의 무브즈
“MOVES” by Seoul Ballet Theatre

6.12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더 라스트 로맨스’
“The Last Romance” by flautist Choi Na-gyeong

6.26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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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어린이 우수 초청 공연

쿵짝쿵짝 뮤직트레인
Music Train

5.25~26 
부다페스트 퍼펫 시어터 <세븐 헤디드 페어리> 
Budapest Puppet Theatre <The Seven Headed Fairy>

7.20~21
씨어터 페로 <애스톤 스톤> 
Teater Pero <Aston’s Stones>

7.27~28
라이카 시어터 <온 더 로드>
Laika <On the Road>

8.3~4

ACC 어린이 창제작 공연	
달아난 수염
Running Beard

2.2~3 / 8.17~18
용감한 탄티
A Brave Tanty

3.16~17 / 9.12~13
우산도둑
The Umbrella Thief

4.13~14 / 10.12~13
보이야르의 노래
The Song of Boyar

6.15~16 / 11.23~24
새해는 어떤 계절에 시작될까?
What season will the New Year Begin?

7.13~14 / 12.14~15

ACC Kids

마에스트로 서희태의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Classics: The More You Know” by Maestro Seo Hui-tae

7.10
입과손스튜디오의 창작판소리 ‘스토리 인 아시아’ 
“Story in Asia”, a creative pansori performance 

by Mouth and Hand Studio

7.31
이경선×서울 비르투오지 쳄버 오케스트라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Adagio for Strings” by Lee Gyeong-seon X 

Seoul Virtuosi Chamber Orchestra

8.14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Buenos Aires, Tango!” by bandoneonist Go Sang-ji

8.28 
재즈 디바 말로×하모니카 마스터 전제덕 
‘가을의 재즈산책’
“Autumn Jazz Walk” by jazz diva MALO and 

master harmonicist Jeon Jae-deok

9.25 
음악평론가 배순탁의 내 머리 속의 모던 팝
“Modern Pop in My Head” by music critic Bae Sun-tak

10.30
뮤지컬배우 김호영의 희열의 맛
“The Relish of Ecstasy” by musical actor Kim Ho-yeong

11.27

ACC Brunch Concert

20
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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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
R.E.X : Return, Eternal, X-factor

한반도 고대 신화, 현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드라마틱한 부활을 통해 
신 고전판타지의 탄생을 알리다! 
<R.E.X>는 기존의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무대화 작업에 따른 극장 
공연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 공간 전체를 하나의 사이트로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장소특정몰입형(Site Specific Immersive Theater) 
공연이다. <R.E.X>에 등장하는 15명의 슈퍼 히어로들은 기존 아시아 
신화에 있던 캐릭터들에서 복원되었고, 각 캐릭터가 지닌 능력과 
무술에 환상적인 무대 메커니즘과 독창적인 미디어아트를 더해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객석과 무대라는 이분법적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드라마틱한 연기와 한국 전통 곡예, 마샬아츠, 
아크로바틱, 플라잉 와이어 연기를 통해 마법 같은 장면 전환이 관객 
눈앞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시놉시스
아주 먼 고대 한반도의 땅, 인간 세상을 지배한 수명장자가 하늘 
세상과 전쟁을 일으킨다. 이에 천지왕은 막강한 하늘 군사를 앞세워 
수명장자를 제압한 뒤, 육신은 멸하고 혼은 흑빛 쇠우리에 봉인해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 버린다. 이후 한반도 땅에는 ‘흑빛 쇠우리를 
차지하는 자, 인간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이 떠돌게 되는데…

DATE / TIME

쇼케이스 4.19(금) 19:30
4.20(토) 14:00, 17:30
시범공연 12.24(화) 19:30
12.25(수) 15:00, 19:00
Showcase Apr. 19(Fri.) 19:30 
Apr. 20(Sat.) 14:00, 17:30
Preview Dec. 24(Tues) 19:30 
Dec. 25(Wed.) 15:00, 19:00
VENUE

극장1 Theater1
AGE FOR ADMITTANCE

6세 이상 Age 6 and above
TICKET

쇼케이스 무료 
Showcase Free admission
시범공연 전석 77,000 
PRODUCTION

㈜쇼앤아츠(총연출 : 한경아)
Show and Arts
(director : Han Kyungah)

Korean mythology meets ACC’s global killer content showcase and 
cutting-edge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the creators of <Scent of Thousand's Year>, 
the theme performanc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performance draws from the mythology of the Korean peninsula 
to combine traditional acrobatics, martial arts and dramatic wire-
flying acting with cutting-edg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formance 
technologies to herald the birth of a new killer content for the ACC. 

Synopsis
In ancient Korea, Sumyeongjangja who ruled the land began a war 
with the heavenly realm, and king of the sky Cheonjiwang summons 
his powerful army to defeat Sumyeongjangja and imprisons him in a 
black iron cage in the deepest part of the world.
Meanwhile, Cheongdung, once a heavenly maiden but reborn has 
human due to ill fortune mistakenly lays her hands on the iron 
prison of Sumyeongjangja.

ACC 
제작 공연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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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4.20(토)~21(일) 15:00
Apr. 20(Sat.)~21(Sun.) 15:00
VENUE

극장2 Theater2
AGE FOR ADMITTANCE

14세 이상 Age 14 and above
TICKET

R 30,000
S 15,000
PRODUCTION

프로젝트 내친김에
(연출 : 김정, 각색 : 고연옥)
Project While
(Director : Kim Jung, 
Adapter : Ko Yeonok)

레드 올랜더스 
Red Oleanders
Rabindranath Tagore’s play <Red Oleanders>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상징희곡, 100년 전 근대문명의 비판적 성찰 
메시지. 주목 받는 젊은 연출가 ‘김정’이 펼쳐내는 몸의 연극
<레드 올랜더스>는 ‘조심, 주의, 경고’라는 꽃말과 같이 독성이 강한 
꽃으로, 타고르는 길을 걷다 철더미 사이를 뚫고 피어 올라온 붉은 꽃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어, ‘죽음’과 ‘아름다움’을 모두 연상시키는 강렬한 
꽃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았다. 근대 문명의 시스템 안에 갇혀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광부들과 사회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갈망하였기에 맞이한 역설적인 죽음을 그려낸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00년 전의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메시지는 시간차를 뛰어넘어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김정’에 의해 동시대 감각으로 새롭게 쓰인다.
단편적인 대사 전달에서 벗어나 대사의 상징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익살스러운 표정, 과장된 움직임, 유쾌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한다. 
관객들은 인간 군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자유를 향한 설렘과 
기다림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다. 

Contextural play by the great Indian poet Tagore; a critical message 
levied against modern civilization from a century ago
A theater of motions unfurled by Kim Jung, one of today's most-
watched young directors
As implied by their symbolism of “caution, warning, prudence”,
<Red Oleanders> are flowers that conceal powerful poison. 
The poet Tagore was inspired by a flower he witnessed fighting its 
way through a pile of discarded scrap iron to bloom to infuse the 
image of a dazzling flower associated with both “death” and “beauty” 
into his work. Tagore weaves a tale of miners trapped in the rigid 
system of modern civilization and losing their humanity, and the 
paradox of the death they encounter as they desire the freedom of 
escaping from the suffocation of the social network.
The issues raised in this work are no less relevant today. A message 
of criticism and introspection posed a century ago against modern 
civilization transcends time to become re-composed in contemporary 
sensibilities by Kim Jung, one of today's most prominent and 
promising young theatrical directors.  

ACC 
제작 공연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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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주에 없었다 
I Was Not At Gwangju

우리가 사랑했던 것, 헛됨은 없어라 – 1980.5.27. 이정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2020년 5·18 40주년을 계기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 운동의 전모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낸다. 관객 몰입형 공연(Immersive 
Theater)방식으로 제작되어 관객들 스스로가 역사를 그리고 작품을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May 1980, Gwangju, I was not there...a return back into the story of
that fateful month
Travel back to Gwangju in May, 1980 in a performance of 
“immersive theater” with audience participation. A performance 
dedicated to all the citizens of Gwangju who fought for democracy 
on May 18, refusing to break despite being forced into complete 
isolation; a meaningful and memorable evening inviting audience 
members to cry out once agin for democratic peace.

시놉시스
1980년 5월, 광주의 한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숙녀에서 다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얼굴은 점점 잊히고 
이제 더는 오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한편, 무대 위에서는 그해 5월의 
순간들이 재현되고,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그해 5월, 오빠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한 아이에게서 잊혀가는 오빠의 얼굴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얼굴이 아님을. 그리하여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게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남을 숭고한 얼굴들을. 이 극은 그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노니는 한 편의 위령가(慰靈歌)다.

Synopsis
May, 1980. Some among us were there, but almost all of us were absent. 
Few even knew anything about what was happening there. For ten days from 
May 18 to 27, Gwangju was akin to an island, isolated both physically and 
in our minds. Most of us were not in Gwangju then, and thus have incurred 
a great debt to those who were.

DATE / TIME

5.4(토)~6(월) 17:00
May 4(Sat.)~6(Mon.) 17:00
VENUE

극장1 Theater1
AGE FOR ADMITTANCE

14세 이상 Age 14 and above
TICKET

전석 20,000
PRODUCTION

㈜아이엠컬처(제작 : 정인석) 
극공작소 마방진(연출 : 고선웅)
I'm culture
(Director : Jung Inseok)
Theatre Mabangjin
(Director : Go Sunwong)

ACC 
제작 공연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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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곤 킹
Dragon King

애니메이션, 판소리, 라이브 퍼포먼스의 만남! 
하이브리드 수궁가 <드 곤 킹>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水宮歌)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판소리, 소리꾼과 배우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공연!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더해 색다른 시도를 통해 
애니메이션 음악극이라는 획기적인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연출가 양정웅, 영화 ‘암살’ 
‘곡성’의 음악감독이자 전방위적 음악가 장영규 등 국내 최정상의 
제작진들이 총 출동하고 최고의 소리꾼 안이호가 함께 한다.

A convergence of animation, pansori and live performance! 
Hybrid Sugungga <Dragon King>
Sugungga, one of the five stories of pansori, is recreated with 
the sensibilit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hybrid 
performance with a convergence between digital animation, 
pansori and the live performances of singers and actors, the 
story is reinterpreted and relabeled as the “Dragon King” to 
present a brand-new work of art. The performance will be 
overseen by some of Korea’s top production talent including 
Director Yang Jeong-woong, who direct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all-around musician Jang Yeong-gyu who recently served as 
musical director for films such as “Assassination” and “The 
Wailing”, as well as Korea's top pansori singer Ahn Yi-ho.

DATE

7.26(금) 19:30 / 7.27(토) 15:00, 19:00
Jul. 26(Fri.) 19:30 / Jul. 27(Sat.) 15:00, 19:00
VENUE

극장2 Theater2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50,000
S 30,000
PRODUCTION

극단 여행자(연출 : 양정웅, 음악감독 : 장영규, 애니메이션 : TY 스튜디오)
Theatre Traveler(Director : Yang  Jungwong, 
Music Directer : Jang Youngkyu, Animation : TY Studio)

ACC 
제작 공연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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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11.28(목)
Nov. 28(Thu.)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미정 TBA
TICKET

미정 TBA
PRODUCTION

창작그룹 노니(연출 : 김경희)
Creative Group NONI
(Director : Kim Kyunghee)

시간을 칠하는 사람
The Man Who Paints Time

2018 ACC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간을 짓는 건축가’를 
공연화 하였다. 1930년 준공된 전남도청은 붉은 벽돌로 세워졌는데 
1946년 미군정 시기에 미국의 백악관처럼 흰색으로 칠해진 후 현재까지 
이어진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숱한 광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 도청을 중심으로 시대별 사건과 사연들이 음악극으로 펼쳐진다. 

“The Architect Who Builds Time”, the winner of the 2018 “Tell the 
Story of Gwangju” ACC Creative Story Content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turned into a performance. Built of red brick in 1930, the 
provincial office of Jeollanam-do was painted white like the American 
White House in 1946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still remains that color today. Witness to 
the history of Gwangju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today, the 
provincial office is the centerpiece of a musical presentation of major 
historical events and personal stories. 

DATE

10.16(수)~20(일)
Oct. 16(Wed.)~20(Sun.)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전석 20,000
PRODUCTION

하땅세(연출 : 윤시중)
Theatre Haddangsae
(Director : Yoon Sijoong)

LED 모듈 공연개발 프로젝트 
<NO TITLE>
NO TITLE

4차산업 신기술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형태 융합공연 개발 프로젝트
LED 적층 모듈, 광통신, 프로젝션 솔루션 개발 등 4차 산업기술을  
공연에 연동시키는 융복합공연 개발 프로젝트이다. 
LED 디스플레이를 큐브형태로 제작, 적층·무선제어, 무대장치와 
상호작용 등을 통해 신개발 소재들의 상용화를 위한 주요한 테스트로써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본다.

Development of New Formal Convergence Perform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New Technology in the Quadratic Industry
This project is a convergence performance development project that 
links 4th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LED layer module, optical 
communication, and project solution to performance. 
Experiment with new possibilities of performance as a major test 
for commercialization of new development materials through the 
production of LED displays in cube form, layering and radio control, 
and stage equipment and interaction.

ACC 
제작 공연 
No.5

ACC 
제작 공연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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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예술대학 협력 프로그램
ACC Art Colle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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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시민오케스트라
ACC Citizen's Orchestra

ACC의 동반자이자 소비자가 될 지역 예술대학 유망주들을 위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
2018년에 이어, 지역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ACC 공연장 등을 
지원함으로서 미래 문화예술 창작을 이끌어 갈 예비 예술인들에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
<베토벤, 그 찬란한 슬픔의 울림 - 4대의 피아노로 듣는 교향곡> (06.13)

· �군산대학교 음악학과 �
<앙상블 파라메터 기획연주회 : Best of Best> (06.14)

·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패션쇼�
 <A Palette of 34 People> (06.14) 

·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ENSEMBLE “CHROMA” 연주회> (06.15)
·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Singer’s Night> (06.20)
·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학과 <로미오＆줄리엣(가제)> (06.22)
· �동신대학교 공연전시기획학과 �
<Project : Tikitaka_start with 공전기> (06.23)

Creativity support program for tomorrow’s stars in area art colleges 
who will be both the partners and consumers of the ACC
Following the 2018 program for performance development and 
venue support, the 2019 program aims to partner with area art 
colleges that will serve both as the partners and consumers of ACC 
performance art, ultimately assisting local artistic talent that will 
form the core of tomorrow's cultural and artistic creation.

DATE

6월 중 
June, 2019
VENUE

극장1, 극장2
Theater 1, Theater 2
TICKET

무료 Free admission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의상
THEATER, MUSICAL, DANCE, MUSIC, COSTUME

DATE / TIME

극장2
11.12(화) 성악 연주회 19:30
11.13(수) 피아노 연주회 19:30
11.14(목) 관현악 연주회 19:30
11.15(금) 창작곡 연주회 19:30
11.16(토) 생활음악 연주회① 15:00
11.16(토) 실용음악 연주회 19:30
극장1
11.17(일) ACC 시민오케스트라 17:00

Theater 2
Nov. 12(Tue.) 
Vocal concert 19:30
Nov. 13(Wed.) 
Piano concert 19:30
Nov. 14(Thur.) 
Orchestral concert 19:30
Nov. 15(Fri.) 
Original music concert 19:30
Nov. 16(Sat.) 
Music in Life concert ① 15:00
Nov. 16(Sat.) 
Music in the Arts and 
Media concert 19:30
Theater 1
Nov. 17(Sun.) 
ACC Citizen’s Orchester 17:00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무료 Free admission

ACC 시민오케스트라 IN 광주 음악제!
올해는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지원 프로젝트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광주 음악협회와 ACC가 음악제를 
공동 기획한다. 클래식, 재즈, 뮤지컬, 오페라등 다양한 공연 장르와 
합창, 챔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 위 공연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음악회를 
이끌어가는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와 더불어 한때 
무대 위에 연주자를 꿈꾸던 분들 또는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던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디션과 연습을 통해 ACC에서 광주 음악제를 개최한다.

ACC Citizen’s Orchester at the Gwangju Music Festival!
The Gwangju Music Association and the ACC will jointly organize a 
music festival as part of a project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o create a festival 
for local artists and performers. The festival will feature a wide 
range of performances in all genres including classical music, 
jazz, musicals and opera by choirs, chamber orchestras and full 
orchestras. Espousing to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s on stage 
to watch, the festival will be held concurrently with the ACC “dust 
off your instruments” projec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eople 
who once dreamed of performing on stage or local musicians 
looking for a chance to present their talent to a wide audience, 
through a program that will include auditions and practice sessions 
for a chance to perform at the ACC for the Gwangju Music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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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Big Door Cinema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ACC World Music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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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어린이 공연제작 
공모 사업
ACC Children's 
Performance Production 
Project

2018 참여형 어린이 공연제작 지원사업에 이은 두 번째로 
어린이 공연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작 단체를 선발, 인큐베이팅을 거쳐 9월 말 
어린이극장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이게 된다. 

This is the second year of the ACC Children's 
Performance Production Project following the 2018 
Project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participating 
children's performances. In order to create a children's 
performanc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mote 
children's performances, outstanding creative 
organizations are selected and supported through the 
incubation process. The showcase will be presented at 
various venues of the ACC in late September.

<ACC 젊은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은 
공연예술 창작자들의 창작, 연구, 교류를 지원한다. 
3개월 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을 개발하여,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이게 된다.

ACC Young Creator Incubation in Performing Arts 
supports the creators of theatre and performing 
arts in their creative work, research and networking, 
Beneficiaries of this program are given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experimental and challenging works and to 
have a showcase in ACC theater on October 2019.

ACC 
공연예술 창작자 
인큐베이팅
The ACC Theater 
Repertory Developmen 
Projec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은 어린이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어린이극장 기획대관을 추진한다. 
선정된 공연단체는 극장 무료대관, 장비 지원, 일부 진행비 
및 홍보비 등이 지원되며, 작품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극장 무대에 오른다. 

ACC Young Creator Incubation in Performing Arts 
supports the creators of theatre and performing 
arts in their creative work, research and networking, 
Beneficiaries of this program are given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experimental and challenging works and to 
have a showcase in ACC theater on November 2019.

ACC 
어린이극장 
기획대관 
공모 사업
The ACC Theater 
Repertory Developme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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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빅도어시네마
ACC Big Door Cinema

ACC 빅도어 시네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빅도어(Big 
Door)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야외 영화상영 프로그램이다. 
예술극장의 개폐가 가능한 빅도어를 활용하여 야외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영화와 공연을 제공하며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밤을 다양한 공연과 
영화들로 가득 채운다. 빅도어 시네마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ACC Big Door Cinema is an outdoor cinematic experience program 
offered through the Big Door's large outdoor screen at the ACC 
Theater. Using the retractable Big Door of the theater, films and 
performances can be presented in an outdoor setting for a unique 
urban camping experience. Films and performances fill the nights at 
the ACC from Spring to Autumn. The Big Door Cinema Program is 
provided free of charge. 

DATE / TIME

5.18(토)~19(일) 20:00
7.5(금)~6(토) 20:00
9.12(목)~13(금) 19:30 
May 18(Sat.)~19(Sun.) 20:00
Jul. 5(Fri.)~6(Sat.) 20:00
Sep. 12(Thur.)~13(Fri.) 19:30
VENUE

극장1 야외무대 
Theater 1 Outdoor Stage
TICKET

무료 Free admission

영화 FILM

ACC May Peace FestivalMAY

5.18(토) 	 2019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페스티벌 
� 오프닝 공연 ‘나의 조국’ 실황 상영
5.19(일) � ‘레미제라블’ 25주년 공연실황

May 18(Sat.) Cinematic presentation of <My Country>,

 opening performance of the 2019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ay 19(Sun.) Les Misérables in Concert: The 25th Anniversary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 ‘프라하의 봄’에 개최되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축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의 개막을 알리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My 
Country>의 공연 실황(5/18 토요일)과 1985년 오리지널 초연 
공연으로 최고의 뮤지컬로 인정받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의 25주년 기념 특별 공연 실황(5/19 일요일)을 
ACC 예술극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본다.

Bedřich Smetana's <My Country>, the opening performance of 

the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ommemorating 

the historic Prague Spring that continues to symbolize freedom 

and democracy (May 18, Saturday) and a special performance 

of the musical <Les Misérable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one of the world's top musicals that debuted in 1985 (May 19, 

Sunday) will be presented on the big screen at the ACC Theater. 

고전 영화 특집 
Classic Cinema Special

JULY

7.5(금)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공연 ‘청춘의 십자로’
7.6(토) �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 (Special Guest : 바버렛츠)

Jul. 5(Fri.) 100 Years of Korean Film special screening of 

 <Crossroads of Youth>

Jul. 6(Sat.) <Singin' in the Rain> 

 (special guest: The Barberettes)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영화 복원작 중 가장 
오래된 영화 ‘청춘의 십자로’, 그 시대의 방식과 유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성영화 변사극 ‘청춘의 십자로’> 
공연(7/5 금요일), 뮤지컬 영화로 사랑받으며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을 탄생시킨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스페셜 게스트 
‘바버렛츠’의 공연(7/6 토요일)과 상영하며 국립아시아전당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Celebrating a century of Korean cinema, a special modern-day 

interpretation of the oldest restored Korean film <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presented in the form of a silent-film narrated 

feature (July 5, Friday) and the much-beloved musical film that 

gave rise to countless plays and musicals <Singin' in the Rain>, 

featuring special musical guests “The Barberettes” (July 6, 

Saturday) will make the summer nights at the ACC shine bright.

추석특집, 재즈와 함께하는 영화
Chuseok Special: Cinema with Jazz

SEPTEMBER

9.12(목)	 영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브라보! 재즈 라이프’
9.13(금) � 영화 ‘위플래쉬(Whiplash)’ 
� (Special Guest : 위플래쉬 프로젝트 밴드)

Sep. 12(Thur.)  Talk concert with cinema: <Bravo! Jazz Life>

Sep. 13(Fri.) <Whiplash>

  (special guest: The Whiplash Project Band)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하는 재즈 영화 콘서트!
한국의 재즈를 이끌었던 재즈 1세대와 만남. 재즈 1세대 기록 
<다큐 영화 ‘브라보 재즈 라이프’>를 영화감독 남무성과 영화 
출연자 재즈 1세대 밴드와 함께 토크 콘서트로 만나는 시간,
영화 라라랜드로 유명세를 치른 영화감독 데미언 셔젤의 화려한 
데뷔작 <영화 ‘위플래쉬’ Whiplash>, 영화 내내 숨 막힐 듯한 
전율의 100분! 영화 종료 후 위플래쉬 프로젝트 밴드의 공연으로 
그 감동을 이어간다.

The program will feature a chance to meet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Jazz pioneers in a talk concert presentation of the documentary 

feature <Bravo Jazz Life> accompanied by director Nam Mu-seong and 

the first-generation Jazz musicians featured in the film (September 12, 

Thursday), and a presentation of La La Land-director Damien Chazelle's 

debut work <Whiplash> for 100 minutes of film packed with intense 

drama, which will be followed by a performance of the Whiplash Project 

Band that will keep aflame the unforgettable cinematic experience. 



26 27

AC
C 

야
외

 프
로

그
램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ACC World Music Festival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여름을 화려하게 수놓는 세계음악의 축제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8월 여름에 펼쳐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야외축제이다. 
세계 각국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각양각색의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음악 축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역에서 개최한다. 
젊은 층의 관객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야외축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만나볼 수 있다.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Asia Culture Center, the ACC World 
Music Festival is the ACC's main outdoor event that takes place at 
the height of the summer months in August.
An opportunity to meet a kaleidescope of music rooted in 
traditional and folk music from around the world, the festival 
is held across the entire Asia Culture Center venue. An outdoor 
festival in an urban setting for all audiences of every age, the 
festival is held over three days from August 15 to 17.

DATE

8.15(목)~8.17(토) 
Aug. 15(Thur.)~17(Sat.) 
VENU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Asia Culture Center
TICKET

무료 Free admission

축제 FESTIVAL

· 로비 라카토시(헝가리) Roby Lakatos(Hungary)

· �엘 아미르 플라멩코 메디테라네오 앙상블(스페인) �
‘El Amir’ Flamenco Mediterráneo Ensemble(Spain)

· 조안나 왕(대만) Joanna Wang(Taiwan)

· 힌디 자히라(모로코) Hindi Zahra(Morocco)

· 알리레자 고르바니(이란) Alireza Ghorbani(Iran)

· 사라 꼬레이아(포르투갈) Sara Correia(Portugal)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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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SUPER
CLASSIC
라파우 블레하츠&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Rafał Blechacz & Kim Bomsori Duo Concert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리사이틀
Rudolf Buchbinder Piano Recital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
Singapore Chinese Orchestra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Recital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 Concert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Ray Chen Violin Recital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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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슈퍼클래식 공연 관람 티켓 1장 소지자 
Discount for holder of one (1) 2019 Super Classics performance ticket  

2019 슈퍼클래식 공연 관람 티켓 2장 소지자
Discount for holder of two (2) 2019 Super Classics performance ticket   

2019 슈퍼클래식 공연 관람 티켓 3장 소지자 
Discount for holder of three (3) 2019 Super Classics performance ticket  

R 60,000 / S 40,000 / A 20,000

R 50,000 / S 30,000 / A 10,000

R 40,000 / S 20,000 / A 10,000

* 3장 이상은 할인율 동일  * 공연 당일 해당 티켓을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할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Identical discount for three or more tickets  *  All tickets must be shown and presented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discounted amounts must be paid if previous tickets are absent

ACC 슈퍼 클래식 연계 할인 ACC Super Classics Loyal Patron Discount Progra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는 2019년 독창적인 제작 프로젝트와 더불어 클래식 
대중화를 위한 ACC 클래식 공연 브랜드 ‘슈퍼클래식’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 뿐 아니라 주목받는 차세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이번 2019 슈퍼클래식 라인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n addition to creative production projects for 2019, the Asia Culture Center Theater is 
proud to present the “Super Classics”, the ACC’s classical performance brand, 
aimed at further popularizing the classics among the general public. 
Please follow our schedule closely for our 2019 Super Classics lineup that includes 
not only world-leading classical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but some of the world’s 
most notable next-generation artists. 

Ticket� R 70,000 / S 50,000 / A 30,000
연간패키지 티켓 � 50% 할인
	 50% discount�

R 420,000  210,000
S 300,000  150,000
A 180,000  90,000 

Annual ticke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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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5.8(수) 19:30 
May 8(Wed.) 19:30
VENUE

극장2 Theater 2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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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우 블레하츠 & 
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Rafał Blechacz & Kim Bomsori Duo Concert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인 쇼팽콩쿠르의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만났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2018년 7월 베를린에서 듀오 녹음을 하고, 
2019년 1월에 DG에 발매된 앨범 전곡을 연주한다. 모차르트,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두 연주자의 완벽한 호흡으로 
들을 수 기회.

Winner of the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Rafał Blechacz 
meets Korea’s top next-generation virtuoso violinist Kim Bomsori.
The performance will include the entire duo album recorded in July, 
2018 in Berlin by the two musicians and released by Deutsche 
Grammophon in January, 2019, an opportunity to hear the violin 
sonatas of Mozart, Fauré, Debussy and Szymanowski in stunningly 
flawless harmony.

DATE / TIME

2.16(토) 17:00 
Feb. 16(Sat.) 17:00 
VENUE

극장2 Theater 2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클래식 CLASSIC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리사이틀
Rudolf Buchbinder Piano Recital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가 연주하는 오리지널 베토벤을 만나는 기회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는 오늘날 가장 전설적인 
연주자이자 베토벤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번 공연은 부흐빈더가 직접 
엄선한 베토벤 소나타 베스트 프로그램으로『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0번, 13번, 8번 ‘비창’, 25번 그리고 23번 ‘열정’』을 통해 때로는 꿈결 
같은 선율로,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으로,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성으로 오리지널 베토벤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A chance to meet Beethoven in original glory, performed by the 
greatest Beethoven specialist
Austrian pianist Rudolf Buchbinder is one of today's most legendary 
classical performers and an expert of Beethoven. This performance 
features a Beethoven Sonata program personally selected by 
Buchbinder that sometimes creates a dream-world, then a tragic 
implosion of the heavens, and then again a maelstrom of sensibilities 
through Beethoven's Piano Sonatas No. 10, No. 13, No. 8 “Sonata 
Pathétique”, No. 25 and No. 23 “Appassionata” that will give 
audience members a chance to experience the original Beethoven.

클래식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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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6.11(화) 19:30
June 11(Tues.) 19:30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Recital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스타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의 듀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스타 중 한명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2019년도 국내 데뷔 15주년을 맞아 클래식 계에서 
가장 지적인 피아니스트로 각광 받는 제레미 덴크와 함께 찾아온다.

Korea’s most beloved classical music star
A duo performance by Richard Yongjae O’Neill and Jeremy Denk
One of the most beloved artists among Korean music fans, 
Richard Yongjae O'Neill will return to Korea in 2019 to celebrate 
the 15th anniversary of his Korean debut with Jeremy Denk, 
regarded as one of today's most cerebral pianists. 

클래식 CLASSIC

AC
C 

슈
퍼

클
래

식
 N

o.
3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
Singapore Chinese Orchestra

5월의 광주 정신을 이어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제
북한가곡전문소프라노 전월선,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5월 평화 음악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세계 초연작 ‘평화의 
아시아’를 통일 대금으로 연주하는 뜻깊은 시간. 아시아의 창 ACC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나보자.

Musical performance with a message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that continues the legacy of the May Gwangju Movement
A May musical performance of peace delivered by North Korean 
song soprano Jeon Wol-seon and the Singapore Chinese Orchestra
A meaningful event that will feature the world premier of "Peaceful 
Asia" composed by Lee Geon-yong, a messenger of peace through 
his music, and performed by the “unification daegeum”. The world 
will delight in a beautiful harmony delivered through the ACC, 
the window of Asia.

DATE / TIME

5.10(금) 19:30 
May 10(Fri.) 19:30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무료 Free admission

클래식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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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트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nner Concert

수식이 필요없는 왕관의 권위!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951년부터 지금까지 67년째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비의 엘리자베스폰 비텔스바흐의 이름을 딴 
콩쿠르로 벨기에 내에서는 대회 그 이상의 국가 행사이다. 젊고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세계 클래식 팬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는 콩쿠르의 2019년 위너 콘서트를 마침내 광주에서 개최한다.

The prestige of a crown that needs no explanation! Queen Elisabeth 
Competition,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concours
Held annually for 67 years since 1951, the Queen Elisabeth 
Competition is a musical competition named after Queen Elisabeth 
of Belgium and one of that nation’s most prestigious events, 
musical or non-musical. The 2019 winners’ concert, a showcase 
of some of the world's top career-starting musicians produced by 
the competition and thurst in the limelight of global classical music 
fans, will at last be held in the city of Gwangju!

DATE / TIME

9.6(금) 19:30
Sep. 6(Fri.) 19:30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클래식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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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11.1(금) 19:30 
Nov. 1(Fri.) 19:30
VENUE

극장2 Theater 2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Ray Chen Violin Recital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현재 젊고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틀이 즐비한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레이 첸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이후 
점차적으로 독보적인 실력과 존재감을 키어왔다. 현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은 연주자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주요 
무대에 초대받고 있다. 국내 관객들과도 꾸준한 음악적 소통을 해온 그가 
2019년 11월 다시 한번 영 비르투오지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Ray Chen, today’s most powerful young violinist
Widely regarded as a stand-out musician among today’s numerous 
young and talented violinists, Ray Chen has continued to nurture 
his unmatched skills and stage presence since winning the Queen 
Elisabeth Competition. Today, he is regarded as a performer that 
has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form, and is invited 
to stages across the world. No stranger to Korean fans with whom 
he has long engaged through his music, he returns to Korea in 
November of 2019 to show again why he is regarded as a top young 
virtuoso.

클래식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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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체코의 민족적 선율이 선사하는 감동!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체코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체코의 
혼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지휘자 레오스 스바로프스키, 그리고 2016년 
퀸 엘리바제스 콩쿠르 1위를 수성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열정의 피아니스트 루카스 본드라첵과 함께 광주에 온다. 고전음악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는 물론 체코 작곡가의 음악을 주 
무기로 세계에 체코 음악의 위상을 알리고 있는 이들의 무대를 만나보자.

A moving performance of distinctly Czech harmonies!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The orchestra that represents the Czech Republic, the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will come to Gwangju led by Leoš Svárovský, 
the conductor who elevates the soul of Czechia to high art, and 
featuring Lukáš Vondráček, the passionate pianist who debuted 
stunningly in 2016 as the winner of that year's Queen Elisabeth 
Competition. The performance will feature a wide-ranging repertoire 
from classical to modern music by an orchestra that is spearheading 
the global rise of Czech music. 

DATE / TIME

11.15(금) 19:30
Nov. 15(Fri.) 19:30
VENUE

극장1 Theater 1
AGE FOR ADMITTANCE

8세 이상 Age 8 and above
TICKET

R 70,000 
S 50,000 
A 30,000

클래식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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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M

11AM

첫 번째 
이야기 

3.13

두 번째 
이야기

김남윤×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 댓 챔버
“All That Chamber” 
with Kim Nam-yun X Korean Soloists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대모 김남윤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인들로 구성된 코리안 솔로이스츠. 챔버 
앙상블의 세련되고 정교한 음악과 김남윤의 
해설이 어우러져 감미로운 현의 감수성에 
빠져드는 시간.

Featuring artistic director Kim Nam-yun, 
the godmother of Korea’s violinists and the 
Korean Soloists composed of Korea’s top 
musicians who shape the country’s classical 
music scene, the refined and elegant music 
of a chamber ensemble is combined with 
Kim’s commentary to engage the audience 
into the delight of the string.

문태국×한지호
클래식한 ‘봄’
“Spring” 
by Moon Tae-guk X Han Chi-ho

아시아 최초 2014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과 ARD 콩크르에서 
1위 없는 2위 “피아니스트 한지호” 젊고 
뛰어난 감각적인 음악인, 차세대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클래식 팬덤을 사로잡은 듀오의 
리사이틀.

Cellist Moon Tae-guk, the first Asian winner of 
the Pablo Casals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in 2014, and pianist Han Chi-ho, second-prize 
winner (famously with no 1st place prize) of the 
ARD Music Competition will perform a recital 
featuring the duo that represents young and 
talented emotive musicians, winning the hearts of 
classical music fans as tomorrow's leading artists.

ACC브런치콘서트는 2016년 첫 공연 이후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적인 공연 시리즈입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예술 토크 
콘서트로서, 쉽고 재미있게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공연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019 ACC 브런치콘서트는 특별히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더욱 풍성하게, 열다섯 회 동안 펼쳐집니다.

Now in its fourth year following the inaugural performance in 2016, the ACC 
Brunch Concert is one of the Asia Culture Center's leading concert series. 
Combining sweet music and real stories, Brunch Concerts provide comfort 
and healing to citizens in the form of artistic talk concerts that are easy and 
approachable. After the concert, audience members enjoy coffee and simple 
snacks and share their favorite moments. The 2019 ACC Brunch Concert 
will feature fifteen events in a wide range of genres, with special features to 
commemorate the 2019 Gwangju World Aquatics Championships.

공연일정� 마지막 수요일(2월~11월) 
� 두 번째 수요일(3월, 4월, 6월, 7월, 8월) 오전 11시

티켓가격� 일반석 25,000 / 사이드석 10,000 
� (※ 연간패키지 티켓 : 375,000원  300,000원 / 20% 할인) 

Schedule last Wednesdays(February to November)

 second Wednesdays(March, April, June, July, August) 11:00 am

Ticket General admission 25,000 / side section 10,000 

 (※ Annual ticket package : 375,000  300,000 / 20%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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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가 안은미의 
‘불편하지 않은’
“Not Uncomfortable” 
by modern dance artist Ahn Eun-mi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기획한 땐스 시리즈 중 
저신장 장애인과 함께 하는 대심(大心)땐스. 
신체적 ‘길이’에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춤으로써 보여주는 무대.

A part of the “Ddance” series by Modern 
dancer Ahn Eun-mi, this presentation 
matches the artist with a short-statured 
dancer with a disability, a powerful 
performance of human potential that can 
transcend a mere difference in physical 
height.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북한 가곡, 평화의 노래가 되다
“North Korean Songs Bringing Peace” 
by pianist and North Korean defector Kim Cheol-woong

‘꿈의 피아니스트’, ‘희망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영화 같은 스토리와 분단 이전 
모두가 함께 불렀던 우리 가곡을 통해 평화를 
노래한다.

Widely hailed as “the pianist of dreams” 
and “the pianist that plays and expresses 
hope”, the North Korean defector Kim 
Cheol-woong sings of peace by sharing his 
motion picture-worthy personal story and 
Korean songs that were sung across the 
peninsula before war tore it in two. 

4.24

다섯 번째 
이야기

5.29

여섯 번째 
이야기

배두훈×억스(AUX) 
‘엣지 오브 뮤직’
“Edge of Music” 
by Bae Doo-hoon X AUX

음악 예능 프로그램 팬텀싱어2 우승자이자 
뮤지컬 배우 배두훈과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퓨전국악밴드 억스(AUX)가 
퓨전 국악을 기반으로 클래식과 뮤지컬 등의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시간.

Musical actor and winner of the singing 
reality show Phantom Singer 2 Bae Du-hoon 
and AUX, the fusion band that won the 
21c Korean Music Project, come together 
to present a wide range of classical music 
and musical numbers inspired by fusion 
traditional gugak. 

서일영×안남근의 
댄서 하우스 
“Dancer House” 
by Seo Il-yeong X Ahn Nam-geun

스트릿 댄서 서일영과 현대무용수 안남근의 
댄서 하우스.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 
공연으로 무용수의 집이란 주제로 
두 무용수의 춤 이야기,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시대 춤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젊은 예술가들의 몸짓과 말짓을 생생하게 
만나보자.

Street dancer Seo Il-yeong and modern 
dance artist Ahn Nam-geun present Dancer 
House, a story of two dancers and their art 
and life. Here is a chance to witness the 
motions and words of two trend-setting 
dance artists. 

3.27

4.10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11AM11AM

11AM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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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 서희태의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Classics: The More You Know” 
by Maestro Seo Hui-tae

클래식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휘자 겸 예술감독 
서희태의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이야기.

Conductor and artistic director Seo Hui-
tae, who has been working tirelessly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ublic and 
the classics, will help you learn more than 
you ever thought you could about classical 
music and art. 

입과손스튜디오의 창작판소리 
‘스토리 인 아시아’ 
“Story in Asia”, a creative pansori performance 
by Mouth and Hand Studio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창작판소리 ‘입과손스튜디오’의 재치 있고 
유쾌한 판소리를 통해 국악에 대한 감수성이 
한 뼘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

The witty and amusing pansori of the 
“Mouth and Hand Studio”, known to create 
art with the mouths of pansori singers and 
expert hands of pansori drummers, will 
provide a chance to enhance the charming 
appeal and further one's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7.10

아홉 번째 
이야기

7.31

열 번째 
이야기

ACC 제작 Produced by ACC

6.12

6.26

일곱 번째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서울발레시어터의 
무브즈
“MOVES” 
by Seoul Ballet Theatre

1995년 창단 후 24년간 고전 발레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모던 및 컨템퍼러리 
발레를 넘나들며 100여 편의 독창적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서울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창작발레의 놀라운 매력.

Founded 1995, the Seoul Ballet Theater 
has been keeping alive the traditions of 
classical ballet for the past 24 years while 
weaving effortlessly through modern and 
contemporary ballet, presenting over 100 
creative pieces that will be highlighted for 
the day’s special talk concert performance.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더 라스트 로맨스’
“The Last Romance” 
by flautist Choi Na-gyeong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초의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로 선발된 ‘첫’,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내며 목관연주자로써 
세계 무대의 포문을 연 작은 거인 플루티스트 
최나경의 비엔나 레퍼토리.

Korea's first principal flute for the Vienna 
Symphony, the event showcases Choi 
Na-gyeong's vienna repertoire that has 
bestowed upon her numerous titles of “first” 
and “only” and continues to allow her to 
remain as one of the world's top flautists. 

11AM11AM

11AM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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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디바 말로×하모니카 마스터 전제덕 
‘가을의 재즈산책’
“Autumn Jazz Walk” by jazz diva MALO and 
master harmonicist Jeon Jae-deok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대모 김남윤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인들로 구성된 코리안 솔로이스츠. 
챔버 앙상블의 세련되고 정교한 음악과 
김남윤의 해설이 어우러져 감미로운 현의 
감수성에 빠져드는 시간.

At the apex of Korean jazz vocalists and 
widely regarded as the most artistic as well 
as most Korean jazz vocalist, MALO will 
join the harmonica that transcending jazz, 
fusion, Latin, soul and pop of harpist Jeon 
Jae-deok for a stroll through a leafy autumn 
day. 

음악평론가 배순탁의 
내 머리 속의 모던 팝
“Modern Pop in My Head” 
by music critic Bae Sun-tak

국내 최장수 팝음악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음악작가이자, 음악평론가, 
영화음악 해설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배순탁의 
팝 이야기.

The story of pop music by Bae Sun-tak, the 
writer of Korea's longest-running pop music 
program “Bae Cheol-su’s Music Camp” 
as well as a renown music critic and a 
commentator of cinema music.

9.25

열세 번째 
이야기

10.30

열네 번째
이야기

8.14

8.28

열한 번째 
이야기

열두 번째 
이야기

이경선×서울 비르투오지 쳄버 오케스트라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Adagio for Strings” by Lee Gyeong-seon X 
Seoul Virtuosi Chamber Orchestra

한국인 최초 워싱턴 국제 콩쿠르 1위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그가 이끄는 ‘서울 비르투오지 쳄버 
오케스트라’의 K클래식의 진수.

Violinist Lee Gyeong-seon, the first Korean 
to place 1st in the Washington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well as the winner of 
numerous musical competitions, and her 
Seoul Virtuosi Chamber Orchester will 
present the essence of K-classics.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Buenos Aires, Tango!” 
by bandoneonist Go Sang-ji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로도 명성이 높은 고상지가 ‘탱고의 
영혼’ 반도네온의 매혹적인 음색으로 
안내한다.

Korea’s most famous bandoneonist and 
leading composer Go Sang-ji guides the 
audience into the alluring world of the 
bandoneon. 

11AM11AM

11AM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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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어린이 창제작 공연
ACC CHILDREN’S CREATIVE PERFORMANCE

달아난 수염
Running Beard

용감한 탄티
A Brave Tanty

우산도둑
The Umbrella Thief

보이야르의 노래
The Song of Boyar

새해는 어떤 계절에 시작될까?
What season will the New Year Begin?

ACC 어린이 우수 초청 공연
ACC CHILDREN’S OUTSTANDING PERFORMANCE INVITATIONAL

쿵짝쿵짝 뮤직트레인
Music Train

부다페스트 퍼펫 시어터 <세븐 헤디드 페어리> 
Budapest Puppet Theatre <The Seven Headed Fairy>

씨어터 페로 <애스톤 스톤> 
Teater Pero <Aston’s Stones>

라이카 시어터 <온 더 로드>
Laika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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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배우 김호영의 
희열의 맛
“The Relish of Ecstasy” 
by musical actor Kim Ho-yeong

뮤지컬 배우이자 라디오 MC 등 종횡무진하고 
있는 멀티엔터테이너 김호영. 그가 들려주는 
무대 뒤 이야기와 뮤지컬 넘버를 들을 수 있는 
시간.

Musical actor, radio DJ and holder of 
numerous other titles, multi-entertainer 
Kim Ho-yeong tells behind-the-stage stories 
while delighting the audience with musical 
numbers. 

11.27

열다섯 번째 
이야기

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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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난 수염
Running Beard

<달아난 수염(Running beard)>은 스리랑카 동화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제작한 공연으로, 지혜로운 바분할아버지의 계속해서 자라나는 
수염과 생쥐 그리고 소녀 라투메니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체 놀이, 오브제 등 다양한 연극적 요소를 통해 기발한 상상과 
재치 가득한 신기한 세계로 초대한다.

“Running Beard” is a creative performance based on a Sri Lankan 
children's tale, of the wise Grandpa Baboon whose beard begins 
to grow out of control, a mouse, and a girl named Ratu Menikah. 
Physical play, various objets and other theatrical elements will 
guide young audience members to a fabulous world of imagination 
and wit!

DATE / TIME

2.2(토)~3(일) 11:00, 15:00
8.17(토)~18(일) 11:00, 15:00
Feb. 2(Sat.)~3(Sun.) 11:00, 15:00
Aug. 17(Sat.)~18(Sun.) 11:00, 15:00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36개월 이상 36 months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극단 무릎베개
Lap Pillow Theatre Company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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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3.16(토)~17(일) 11:00, 15:00
9.12(목)~13(금) 11:00, 15:00
Mar.16(Sat.)~17(Sun.) 11:00, 15:00
Sep.12(Thur.)~13(Fri.) 11:00, 15:00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36개월 이상 36 months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극단 파랑새
Parangsae Theater Company

용감한 탄티
A Brave Tanty

방글라데시 민담을 소재로한 공연으로, 말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말의 알을 찾아 나서는 아빠 ‘탄티’의 
엉뚱 발랄한 여정이 시작된다.

A performance based on a Bangladeshi folk tale, the whimsical 
journey of Tanty takes him on a quest to find a horse's egg for his 
son whose biggest wish in the world is to ride a horse to school!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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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도둑
The Umbrella Thief

스리랑카의 세계적인 작가 시빌 웨타신하(Sybil Wettasinghe)의 
동명의 그림 동화 <우산도둑> 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관객참여형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세 친구의 만화 
같은 움직임, 슬랩스틱, 장난스런 마임들, 인형놀이 그리고 이야기꾼의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마치 친구들끼리의 ‘소꿉놀이’를 
보는듯 할 것이다. 좌충우돌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An audience-participation storytelling performance will 
recreate The Umbrella Thief by the world-renown Sri Lankan writer 
and illustrator Sybil Wettasinghe for the entire family. Cartoon-like 
movements of the three friends, slapstick gags and funny mimes, 
puppeteering and narrative storytelling will swirl together as if 
watching friends playing house. Seeing the friends romp and revel 
allows us to also think about wha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in 
life are.

DATE / TIME

4.13(토)~14(일) 11:00, 15:00
10.12(토)~13(일) 11:00, 15:00
Apr. 13(Sat.)~14(Sun.) 11:00, 15:00
Oct. 12(Sat.)~13 (Sun.) 11:00, 15:00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36개월 이상 36 months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스튜디오 나나다시
Studio Nanadas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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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TIME

6.15(토)~16(일) 11:00, 15:00
11.23(토)~24(일) 11:00, 15:00
Jun. 15(Sat.)~16(Sun.) 11:00, 15:00
Nov. 23(Sat.)~24(Sun.) 11:00, 15:00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7세 이상 Age 7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극단 올리브와 찐콩
Olive & Jjinkong

보이야르의 노래
The Song of Boyar

보이야르의 노래(The Song of Boyar)는 방글라데시 소녀가 자신의 
마을에 생긴 난민촌의 로힝야 소녀를 만나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을 
통해 낯선 존재, 나와 다른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남의 과정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보이야르는 로힝야어로 ‘바람’이라는 뜻 입니다.

In the Song of Boyar, the story of a Bangladeshi girl meeting a girl 
of the Rohingya people living in a refugee camp that has sprung 
up in her village and breaking down barriers poses a question 
on whether “I can exist with others different than myself” and 
narrates a tale from the eyes of children.
* Boyar means “wind” in the Rohingya language.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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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어떤 계절에 시작될까?
What season will the New Year Begin?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명절 ‘나우리스’에 얽힌 재미난 
옛 이야기로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계절을 인형과 오브제, 
마술로 표현한다.

Delightful tales about Nauryz, the biggest holiday in the central 
Asian nation of Kazakhstan, creates a dramatic expression of the 
four seasons from the eyes of children using dolls, objets and 
magic.

DATE / TIME

7.13(토)~14(일) 11:00, 15:00
12.14(토)~15(일)11:00, 15:00
Jul. 13(Sat.)~14(Sun.) 11:00, 15:00
Dec. 14(Sat.)~15(Sun.) 11:00, 15:00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5세 이상 Age 5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극단 푸른해
Theatre Puleunhae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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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5.25(토)~26(일) 
May. 25(Sat.)~26(Sun.)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AGE FOR ADMITTANCE

36개월 이상 36 months and above
TICKET

10,000
PRODUCTION

부암뮤직소사이어티
Buam Music Society

쿵짝쿵짝 뮤직트레인
Music Train

고전파 거장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음악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접하게 하는 클래식 음악 교육극! 
동화같은 이야기와 전문 연주자들의 100% 라이브 연주의 생동감이 
더해져 직접 보고, 듣고, 즐기며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음악교육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 공연이다.

The masterpieces of Mozart, Beethoven and Haydn, presented as 
a fun and educational introduction to the greats of classical music 
to younger audiences! Captivating storytelling accompanied by 
100% live performances by classical musicians will enable young 
audience members to see, hear and enjoy a performance that will 
both teach them about music as well as foster a lifetime of passion 
for music and the arts!

음악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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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퍼펫 시어터 
<세븐 헤디드 페어리> 
Budapest Puppet Theatre <The Seven Headed Fairy>

2019 한-헝가리 수교30주년 기념공연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전통과 규모를 갖춘 헝가리를 대표하는 
인형극단 부다페스트 퍼펫 시어터의 <세븐 헤디드 페어리>가 한국의 
어린이들을 만난다. 호박 머리의 뒤틀린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못생긴 영웅이 
일곱 머리 요정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통해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에서 위대한 면모를 갖춰가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20세기 대표 
헝가리 스토리텔러 라자르 어빈과 현대음악 작곡가 라솔로 사리가 참여한 
공연으로, 세 명의 인형극 배우들은 다양한 인형극 기술과 리듬감 있는 
단어와 멜로디를 통해 서사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2019 Special Commemoratory Performance of 30 years of Korea-
Hungary Diplomatic Relations
Celebrating 70 years since its foundation this year, the Budapest 
Puppet Theatre, Hungary's top puppet theater, will meet the children 
of Korea through its performance of <The Seven Headed Fairy>. 
Through the quest of a hero born ugly and deformed with a pumpkin 
head, various stories are told to the audience. The highlight of the 
performance is watching the three puppeteers present three different 
rhythms and melodies to present their character in unique ways.

DATE

7.20(토)~21(일) 
Jul.20(Sat.)~21(Sun.)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TICKET

미정 TBD
PRODUCTION

부다페스트 퍼펫 시어터
Budapest Puppet Theatre

인형극 PUPPET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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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7.27(토)~28(일) 
Jul.27(Sat.)~28(Sun.)
VENUE

어린이극장 ACC Playhouse
TICKET

미정 TBD
PRODUCTION

씨어터 페로
Teater Pero

씨어터 페로 <애스톤 스톤> 
Teater Pero <Aston's Stones>

2019 한-스웨덴 수교60주년 기념공연
애스톤 스톤은 작고 활발한 강아지 애스톤이 자신이 찾은 돌멩이를 
엄마처럼 돌보고 싶어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으로, 
작은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공연을 선두 하는 스웨덴에서 찾아온 공연인 만큼 언어를 
뛰어넘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울림과 행복을 스며들게 
할 것이다.

2019 Special Commemoratory Performance of 60 years of Korea-
Sweden Diplomatic Relations
Tiny and energetic puppy Aston wants to take home and care for 
a small pebble that he finds, through which audiences can begin 
to discover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small things in life. 
The performance is sure to resonate warmly in the heart and 
impart a real sense of happiness.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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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시어터 <온 더 로드>
Laika <On the Road>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그곳을 집으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뿌리내릴 집을 찾아 평생 떠돌아다닌다. 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온 더 로드>는 각각의 음표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쌓여서 한 편의 음악을 완성하듯, 상자와 기타, 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훌륭한 비주얼과 활기찬 에너지로 공연이 꾸려진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집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For some people, wherever they find themselves is home. Others 
wander in search of a place they can finally settle down and take 
root. But what, exactly, is “home”?
Just as individual notes come together to create harmony and 
eventually become music, <On the Road> is composed of 
individual elements with stunning visuals and lively dance that 
create a rich composition.

DATE

8.3(토)~4(일) 
Aug. 3(Sat.)~4(Sun.)
VENUE

극장2 Theater 2
TICKET

미정 TBD
PRODUCTION

라이카 시어터
Laika Theatre Company

어린이극 CHILDREN’S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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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

MATION

ACC 예술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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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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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투어
ACC Tour

ACC 컬처숍
ACC Culture Shop

ACC 극
장

 안
내

A
SIA

 C
U

LTU
R

E
 C

E
N

TE
R

 TH
E

A
TE

R



58 59

ACC 예술극장
ACC Theaters

아시아 공연예술의 창·제작, 유통 플랫폼으로서 ACC 공연들이 국제적 허브로 발돋움 할 공간이다. 
극장1은 한 면에 빅도어(Big Door)를 열어 실내외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가변형 블랙박스(Black Box) 형태의 공연장이다. 제작진의 창의적인 기획에 따라 프로시니엄 
극장부터 L자 로드, T자 콘서트, 원형 아레나 형태의 극장까지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하나의 공간을 2분할, 3분할로 나누어 개별 작품으로 독립 운영할 수도 
있다. 실내 객석 수는 1,056석까지 가변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빅도어를 열어 무대와 객석을 
야외로 확장할 수 있다.

극장1 Theater 1

최대 좌석수 : 총 1,056석 1,056 seats

원형 형태 Arena Stage 3분할 무대 Tertiary Stage

프로시니엄 돌출 무대 Protruding Procenium Stage 빅도어 야외 무대 Bigdoor Outside Stage

While ACC Theater productions serve as a platform for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sia’s performing art productions, ACC Theater 1 takes on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hub for

art and cultural exchange. The largest black-box theater in the country, ACC Theater 1 has in

place a flexible layout and structure to accommodate creative ideas from the production staff,

transforming from a proscenium theater to an L-shaped thrust stage, and from a T-shaped

concert stage to an arena theater. One of the theater’s four walls (Big Door) opens and closes

to extend the theater to the outdoor space. It is also possible to divide the theater space into

two or three independent spaces and stage different performances simultaneously. The indoor

seating section accommodates up to 1,056 people, and the stage area and the seating section

can be extended to the outdoor space when the Big Door is open.

ACC 예술극장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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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로시니엄 공연장으로 연극, 무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표적인 예로 ACC 브런치 콘서트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극장2에서 만날 수 있다.

극장2 Theater 2

Featuring a typical proscenium stage, ACC Theater 2 is great for staging diverse genres of 

performing art productions such as plays, dance performances and classical music concerts.

ACC Brunch Concert is held at 11am as part of the “Day with Culture” event hosted every 

last Wednesday of the month.

좌석수 : 총 512석 512 seats

객석이 무대를 품고 있는 130석 규모의 반원 형태의 어린이 전용 공연장이다. 계단식 객석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 볼 수 있으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극장 Playhouse

This semi-circular arena theater is used exclusively 

for children’s productions and accommodates up to 

130 audience members on its step seats, allowing 

parents to seat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the stage area and the 

seating section.

좌석수 : 최대 130석 130 seats

ACC 무빙 시어터는 ACC에서 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무대 트럭이다.
차량 길이 12.5m, 무대 크기 9.86 X 5m 사이즈로 밴드 공연부터 소규모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가능한 이동형 무대다. 기본 음향시설과 조명시스템, LED 전광판이 탑재되어 있어 
무빙 시어터만으로도 기본적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움직이는 ACC 예술극장이다.

무빙 시어터 Moving Theater

The ACC Moving Theater is the largest moving stage truck built by the ACC.

The vehicle is 12.5 meters long and has a stage size of 9.5x5 meters, and it is a 

moving version of the stage. It is possible to performance to band from small orchestra 

performances. With basic sound facilities, lighting systems, and LED display panels,

this is a moving ACC art theater where you can perform basic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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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s Information

* 티켓 권종별 할인과 할인 쿠폰의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는 현장 발권 또는 입장 시 제시해 주셔야 하며 미지참 시 할인적용이 불가(차액 지불)합니다.

할인 안내 Discount Information

구분 할인내용 할인율 할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5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유료전시 입장객

문화패스 만7세 ~ 만24세

예술인 패스 예술인 본인
(예술인패스카드 또는 카드신청 내역)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결제자 (매수 제한 없음)

문화복지할인

경로 할인 만65세 이상 본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1인 2매까지)

국가유공자 유공자증 소지자 (1인 2매까지)

단체 단체할인

20%
10인 이상

특별할인 ACC 릴레이 전당 유료 티켓 소지자
(1인 2매 / 관람전일부터 6개월 이내)

예매 안내 Ticket Booking

예매방법 운영시간 예매 마감시간 결제수단

인터넷 예매
www.acc.go.kr

24시간
관람일 전날 17시까지 신용카드

전화 예매
1899 -5566

09:00~17:00
* 연중무휴 1월 1일 휴무

현장 예매
10:00~17:00
* �공연의 경우, 공연시작 전�

1시간전부터 운영

잔여석에 한하여
공연시작 전까지 구매 가능 신용카드 / 현금

개관 시간
매주 화 - 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매주 수·토요일 연장 운영 
10:00~19:00
* �아시아문화광장은 08:00~22:00 운영�

공연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원장� 이기표

콘텐츠사업본부장 직무대리 정승재

공연기획팀장� 조정호

공연기획팀원� 오채환 김미경 최혜영 이한준 

� 오수환 김종원 이은지 이병언 

하우스 매니저� 김지인 박수진

무대기술팀장� 양필주

무대기술차장� 윤광덕

무대감독� 신지혜 임종민 정동균

음향감독� 나인권 박지연 백민준

조명감독� 이광득 범서인

무대진행� 박성용 김진만 김평강 가도균

음향진행� 황승욱 김왕민 정인범 김주희 송상훈

조명진행� 박지은 정영록 윤효영 이성호 이가현

기타 정보
홈페이지 
www.acc.go.kr
문의 (콜센터) 
1899-5566

SNS
 facebook.com/asiaculturecenter
 blog.naver.com/asiaculturecenter
 twitter.com/WeloveACC
 instagram.com/asiaculturecenter

아시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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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전당 내·외부 건축물 
곳곳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건립에 대한 역사적, 개괄적 이야기와 함께 전당을 구성하고있는 
5개원 안과 밖을 드나드는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어는 기본/특별 두가지 종류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당투어
ACC Tour

참여비용 무료
운영 시간 10:30 / 13:00 / 14:30 / 16:00  *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17:30 추가 운영

안내언어
· 한국어/영어/수어
· �외국어/수어 해설신청은 최소 방문 일주일 전 이메일 문의 및 신청 → 담당자 검토 후 확정 메일 통보�

(영어/수어 양식다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

예약방법
· 온라인 및 현장접수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예약 가능)
· 전화 예약 불가
· 희망일 하루 전까지 접수 가능

* 시간당 참여 가능인원은 최대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현장 예약 모두 선착순 마감됩니다.

* 10인 이상 단체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

기본코스 (약 60분)

특별코스 (약 40분)

· �ACC투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코스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방문자센터 → 민주평화교류원 → 어린이문화원 
→ 문화정보원 →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 �2018년 3월 2일부터 기본코스 내에 �
“공공미술 투어” 코스가 상시 운영됩니다.�
(매일 16:00)

최정화(Heaveny Heaven) → 백승우(Sevendays) → 왕두(Victory!) 

→ 마탈리 크라셋 (Reflexcity) → 이불(무제), 최정화(Ancestral 

Landscapes, Normal Scape) → 우고 론디노네(ACC Magic Mountain)

· �ACC를 봄/여름/가을/겨울별로 �
각기 다르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방문자센터 → 민주평화교류원(은목서) →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 → 옥상 공원(하늘마당, 미디어월) → 
문화정보원(대나무 정원) → 문화창조원 → 예술극장 (열린마당)

봄 3-5월 매주 토 14:30 ACC산책 전당의 조경(꽃·나무) 해설과 함께하는 ACC투어
30명

여름 6-8월 매주 토 
14:30, 17:30 ACC라잇나잇 아시아 음식.음료와 함께하는 ACC투어 

※문화창조원 B2 오픈테라스 공간

가을 9-11월 매주 수·토 17:30 ACCIn-Library 문화정보원 특별열람실에서 ‘필사하기’체험과 함께하는 ACC투어 20명

겨울 12-2월 매주 수 17:30 ACC백스테이지투어 전당의 백스테이지공간(창제작센터, 예술극장 내부) 관람과 
함께하는 ACC투어 15명

ACC만의 특성을 살려 제작된 ACC기념품, 콘텐츠 연계상품, 
아시아와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상품 등을 판매합니다.ACC 컬처숍

ACC Culture Shop

영업시간
10:00~18:00 (일, 화, 목, 금) / 10:00~19:00 (수, 토) / 매주 월요일 휴관

위치
민주평화교류원 지하 3층(문화광장 안쪽 정보원 맞은편)  문의 062-229-0787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대중교통 안내
버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역
지하철� 문화전당역 3, 4번 출구
KTX·SRT� 광주송정역(호남선) → 광주송정역(지하철) → 문화전당역(지하철)
고속버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주차장 정보
주차장 A� 예술극장 1 & 2
주차장 B� 어린이극장
부설주차장� 대형버스 / 승용차 주차가능

오시는 길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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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38 Munhawjeondang-ro, Dong-gu, Gwangju, Republic of korea

+82-1899-5566 | www.acc.go.kr | performance@ac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