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

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리트리 기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

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

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

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

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

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

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

지크페라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

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

드로 함께 할 것이다.



후원회
Orchestra Supporters



KBS교향악단 후원회 예우제도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에뜌드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에뜌드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숙박 제공)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를 위한 스페셜 클래스

VVIP 만찬(음악감독 외) (연1회)

국내연주회 동반(연1회) (2인 교통/숙박 제공)

VIP 만찬(악장, 단원) (연1회)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후원회의 밤 행사 초청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안내 및 단원 인사(연1회)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 발송

연주회 Lecture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초청

교향악단 투어 및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1회)

공통 혜택

등급별 혜택   *이하 등급 전체 혜택 포함

12회*2매

(R석, 연간)

12회*2매

(R석, 연간)

12회*2매

(R석, 연간)

6회*2매

(R석, 연간)

4매

(R석, 연간)

없음

티켓제공

10년

 

5년

 

2년

 

2년

 

1년

1년

기간구분

Symphony

 

Concer to

 

C a n t a t a

 

Nocturne

 

P r e l u d e

E t u d e

공 통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1백만원

1십만원

후원금액
제공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