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연 명 | 뮤지컬 “시카고”- 울산공연
공 연 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일시 | 2016년 2월 19일(금) ~ 21일(일)

금요일 7시30분 / 토요일 3시, 7시30분 / 일요일 2시, 6시30분
티켓가격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회원 20%, 단체(20인이상) 20%, 장애인/국가유공자 30%)

예매문의 |   052-275-9623  www.ucac.or.kr
관람등급 | 만 15세이상 관람가(고등학생이상권장)
러닝타임 | 150분(인터미션 20분포함)
주      최 |   울산광역시
주      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좋은날음악기획
후      원 |   울산MBC

INFORMATION

BROADWAY’S ALL-TIME KILLER HIT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

전세계 34개국, 2,900만명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

기획공연 뮤지컬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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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개

뮤지컬 <시카고>-울산공연

한국 공연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낸 2014년 영광의 멤버들이

다시 뭉쳤다. 

2016 뮤지컬 <시카고> 한국 캐스트 공연 

벨마 켈리 역에 최정원 그리고 록시 하트 역에 아이비 

빌리 플린 역에 이종혁, 성기윤 

마마 모튼 역에 전수경, 김경선 

에이 모스 역에 류창우 

그리고 김준태, 최성대, 서만석, 차정현, 전호준, 강동주, 유철

호, 김시영, 백현주, 김소이, 최은주, 이수현, 방미홍, 연보라, 하

혜민, 김지은 그리고 2009년부터 함께 한 <시카고> 오케스트라! 

시카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대한민국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 12번째 무대에 오르다. 

2000년, 2001년 세종문화회관 3800석 전석 매진의 신화 

2004년 ~ 2014년 평균 객석점유율 85% 

2003년, 2015년 오리지널팀 내한 

인순이, 최정원, 김지현, 옥주현, 아이비, 이하늬, 남경주, 허준

호, 성기윤, 전수경 등 국내 최강 배우들 참여 

WORLD STEADY SELLER MUSICAL CHICAGO

423개 이상의 도시에서 2,200만명 이상 관람한 뮤지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일본, 포르투갈, 멕시코, 러시

아,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등 34개국, 423개 이상의 도시,

26,532회 이상 공연, 2,200만명이 넘는 관람객 동원 

THE #1 LONGEST-RUNNING AMERICAN MUSICAL IN BROAD-

WAY HISTORY

19년 동안 미국 브로드웨이를 점령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 

The History OF Musical

1996년 11월 14일 -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공연 

1997년 6월 1일 - 토니상 6개 부문 수상 

1997년 11월 18일 - 웨스트엔드 리바이벌 공연 

1998년 2월 15일 - 로렌스 올리비에 2개 부문 수상 

1998년 2월 25일 -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수상 

2002년 12월 27일 - 영화 시카고 개봉 

2006년 9월 14일 -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제치고 브로드웨이

에서 8번째 롱런 공연으로 등극 

2014년 12월 - 뮤지컬 <캣츠>를 제치고 브로드웨이에서 2번째

롱런 공연으로 등극

아이비 (록시) 이종혁 (빌리) 최수정 (벨마) 전수경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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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용기와 재능이 만나 노래한 15년, 

이제 새로운 비전을 펼친다.

리처드 용재 오닐 ‘My Way’

공 연 명 | 리처드 용재 오닐 콘서트 <My Way>
공 연 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공연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8시 
티켓가격 | 미정
예매문의 |   052-275-9623  www.ucac.or.kr

INFORMATION

기획공연 2016 리처드용재오닐콘서트“MY WAY”













시립예술단 공연 울산시립무용단 ‘비나리’

일      시 : 2016년 2월 26일(금)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미정
관람등급 : 만 5세이상 관람가

공연정보

울 산 시 립 무 용 단  

예술감독 / 김상덕 

김미자 이선숙 박미서

특별출연 / 오정해 특별출연 / 남상일 특별출연 / 조갑용 

서순화 김소영

특/별/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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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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