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앤드류 로이드 웨버 기념 콘서트> 4/13(금) 오전 10시 추가 티켓 오픈  

 

공연정보 

 

※ 티켓 오픈 일정: 2018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 공연 기간: 2018년 5월 6일(일) 오후 2시 <오페라의 유령 콘서트> 

 

*일부 좌석은 사전 마감되었습니다. 

*추가 오픈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4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공연 예매가 중단되오니 예매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 연 명: 앤드류 로이드 웨버 기념 콘서트(A Celebration of Andrew Lloyd Webber in Korea)  

공연장르: 콘서트  

공연일정: 5월 2일~5월 6일 *5/3(목) 공연 없음 

*5/2(수)          뮤직 오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콘서트(Music of Andrew Lloyd Webber, the Concert) 

*5/4(금)~5/6(일) 오페라의 유령 콘서트(The Phantom of the Opera, the Concert)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시간: 5/2(수) 3시, 8시  

5/4(금) 8시, 5/5(토) 2시, 6시, 5/6(일) 2시, 6시 

티켓가격: VIP석 15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공연문의: 1577-3363(㈜클립서비스)  

 

할인정보 

스페셜 할인 V/R/S 10%, A/B 20% (4/13~4/19까지 예매 시, 5/6 2시 공연 한정) 

 
공연소개 

 

앤드류 로이드 웨버 기념 콘서트  

A Celebration of Andrew Lloyd Webber in Korea   

 

5.2 뮤직 오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콘서트 

5.4-5.6 오페라의 유령 콘서트  

 

★★★★★ 

<오페라의 유령>, <캣츠>,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전세계 3억 3천만 명을 매혹시킨 거장  

금세기의 모차르트, 뮤지컬의 미다스의 손   

앤드류 로이드 웨버 70주년 기념 세계 각국에서 동시 개최되는 갈라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스페셜 기념 공연' 첫 번째 공연! 
국내외 최정상의 스타 캐스팅, 단 4일간 펼치는 환상 무대! 

 

The Greatest Concert 

거장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2018년, 전세계 관객들을 설레게 할 꿈의 콘서트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 7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올해 동시 개최되는 기념비적인 공연 



세종문화회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개관 40주년 스페셜 기념 공연’  

세계적인 해외 스타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스타 캐스팅  

해외 크리에이티브 팀과 45인조 라이브 오케스트라로 수놓는 불멸의 명곡 

지금까지 없었던 환상의 무대가 단 4일간, 펼쳐집니다. 

------------------------------------------------------------------------------------------------------------------------ 

Music of Andrew Lloyd Webber, the Concert 

뮤직 오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콘서트 

 

Timeless Music  

뮤지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웨버의 30여 곡의 대표곡 셀렉션 

<오페라의 유령>,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에비타> 

국내 첫 공개되는 <선셋 블러바드>, <러브 네버 다이즈> 등  

가슴을 뒤흔들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을 한 자리에! 

 

 Stars of Night   

거장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빛낼 국내외 최정상의 캐스팅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라민 카림루, 웨버의 새로운 뮤즈 <러브 네버 다이즈>의 애나 오번 내한! 

한국 관객의 사랑을 받은 역대 웨버 작품의 주역 

세계 최다 ‘팬텀’ 브래드 리틀, 미국과 한국의 ‘지저스’ 마이클 리 

한국 최초의 영원한 ‘크리스틴’ 김소현, 월드 베스트 클래스의 ‘에비타’, ‘마리아’ 정선아 

뮤지컬 계의 디바 차지연과  ‘팬텀싱어’ 출신의 실력파 배우 

고은성, 기세중, 박유겸, 배두훈, 백형훈, 이충주, 임정모, 조형균 

전세계 <오페라의 유령>에서 활약한 월드 드림 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배우 정영주, 톱 클래스의 안무가 노지현까지 

단 하루 동안의 마법 같은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 

 

The Phantom of the Opera, the Concert 

오페라의 유령 콘서트 

 

브로드웨이 초연 30주년 

 최초 <오페라의 유령> 전곡으로 꾸며지는 갈라 콘서트  

‘오리지널 팬텀’의 감동을 그대로 만난다!  

 

전세계 1억 8천만 명을 매혹시킨 불멸의 명작 

원어로 만나는 ‘오리지널 유령’의 감동 

전세계 최초의 <오페라의 유령> 전곡 갈라 콘서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팬텀’ 라민 카림루 

 <러브 네버 다이즈>의 ‘크리스틴’ 애나 오번  

클래식한 매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라울’ 마이클 리  

역대 참여 배우들 및 실력파 배우들로 꾸며지는 높은 완성도 

효과적인 무대 구성 <오페라의 유령> 한 편을 축약해 보는 것 같은 감동 



 

세기를 넘어 종연을 예측할 수 없는 걸작  

매일 밤 자신의 기록을 깨고 있는 뮤지컬의 살아 있는 신화 

30여 년째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무후무한 명작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 기네스 기록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미궁, 그리고 가면 속 수수께끼의 러브 스토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캐스팅 

[뮤직 오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콘서트] 

라민 카림루(Ramin Karimloo), 애나 오번(Anna O’Byrne) 

브래드 리틀(Brad Little), 마이클 리, 김소현, 정선아 

차지연, 고은성, 기세중, 박유겸, 배두훈, 백형훈, 이충주, 임정모, 조형균 

 

[오페라의 유령 콘서트] 

팬텀: 라민 카림루 

크리스틴: 애나 오번 

라울: 마이클 리 

피르맹: 이안 존 보그 

앙드레: 앤더스 솔먼 

피앙지: 타비소 마세메네 

마담 지리: 정영주 

맥 지리: 노지현 

 

 
기획사정보 

주최: (재)세종문화회관, (주)블루스테이지 

제작: (주)블루스테이지, 에스앤코(주), RUG Ltd. 

공연문의: 1577-3363(㈜클립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