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 들르지 않는다면 완전한 시드니 관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시드니 최고의 관광지를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 

 오페라 하우스 로비에서 시드니 항을 관망하면서 샴페인 음미.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에서 선택. 

대부분의 공연은 오후 7 시 30 분에 시작해서 간격을 두고 2-3 시간씩 진행됩니다. 

의상 코드는 없습니다. 

季节

라 보엠 푸치니

1930 년대, 어망과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가득한 

베를린의 어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리지널 

보헤미안 러브스토리. 두 쌍의 연인이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오페라가 끝날 때쯤이면 

‘사랑으로 충분한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슬픈 이야기, 유명한 멜로디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3 월 2 일 ~ 1 월 2 일 

 

투란도트 푸치니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의 사랑을 좇는 왕자, 그들을 

둘러싼 수수께끼와 음모로 가득 찬 명품 오페라. 멋진 

안무와 이 시대 최고의 오페라 음악, ‘아무도 잠들지 

말라’로 유명합니다. 

 

발레, 유명한 음악, 이국적인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1 월 15 일 ~ 3 월 30 일 



 
 

 

 

보체크 베르크

시각 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는 20 세기 오페라 

명작을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예술, 오페라, 연극이 

혼합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컨템퍼러리 아트, 획기적인 오페라, 스토리텔링이 

있는 연극을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1 월 25 일 ~ 2 월 15 일 

베르테르 마스네

짝사랑에 대한 최고의 로맨틱 오페라. 순수한 열정과 

멋진 보이스. 

 

강렬한 로맨스, 화려한 음악, 고딕풍의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2 월 22 일 ~ 3 월 11 일 

살로메 슈트라우스

욕망, 폭력, 종교적인 열정이 한데 녹아 있는 

흥미진진한 짧은 오페라. 인간 본성의 추악한 면을 

보여줍니다. 

 

왕좌의 게임과 같은 피투성이의 역사 드라마, 

스펙터클한 댄스, 강렬한 연기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3 월 6 일 ~ 3 월 26 일 

최고 히트 오페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걸어 오면서 최고 히트 

오페라들의 콘서트에서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Opera Australia)의 스타들과 만나세요.  

이 여유로운 콘서트들은 시드니 하버로 해가 저무는 

여름과 겨울 오후에 열리며, 약 90 분정도 

소요됩니다.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비제, 푸치니, 로씨니, 베르디의 

유명한 아리아를 들으세요.  



 
 

 

 

  

 

 

 

시드니 항구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야외 선상 무대에서 펼쳐지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트렌디한 바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석양을 

배경으로 잔을 들어 건배를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 

흥미진진한 쇼, 라이브 오케스트라,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훈훈한 저녁 공기를 즐겨보세요. 

 

“올해의 문화 행사” – 포브스

2019 년 월 일 월 일

 

나비 부인 푸치니

미 해병과 결혼한 일본 게이샤의 이야기를 다룬 

가슴 아프도록 아름답고 슬픈 로맨스, 세계 최고의 

러브스토리. 디지털 LED 셋을 도입해 과감하고 

새로운 제작 방식. 

 

미스 사이공과 같은 감상적인 스토리, 훌륭한 무대 

세트, 의상을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월 일 월 일

안나 볼레나 도니제티
헨리 8 세와 앤 불린에 대한 역사 드라마. 멋진 

도니체티의 음악이 함께 합니다. 

 

‘튜더 왕조’와 같은 연애사극, 역사 드라마, 아름다운 

멜로디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월 일 월 일

휘틀리 카츠 체르닌과 플레밍
호주 아티스트 브렛 휘틀리의 재능과 어려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전혀 새로운 호주 오페라. 

 

새로운 작품, 브렛 휘틀리의 그림,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월 일 월 일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아름다운 시대 배경과 의상과 함께 하인이 

주인능가하는 다운튼 애비 스타일의 코미디.  

모차르트의 클래식 코미디가 위트있는 말과 

매력적인 음악으로 수세기 동안 관객을 즐겁게 

해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상하 관계의 이야기, 정교한 시대 의상과 세트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월 일 월 일

랭스로의 여행 로시니

유명한 가수들로 구성된 출연진과 함께라면 

양말을 벗고 즐겨도 괜찮습니다. 이 즐거운 작품은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아트 히스토리, 정교한 농담, 인상적인 노래를 

좋아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2019 년 월 일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