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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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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공연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정장을 갖추고 공연 분위기를 멋지게 하는 것은
언제든 좋은 일이지만, 정장 착용이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연은 무대 위로 영어 자막이 나갑니다.

시즌

유명한 오페라 히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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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7 월 10 일 ~ 10 월 26 일

아이다
베르디
장엄한 삼각관계와 역사속 전쟁 이야기.
바닥부터 천장까지 LED 판넬로 된 인상깊고 싶감나는 세트로 제작됩니다.
다음을 좋아한다면 보세요: 벤허와 같은 역사적 서사, 멋진 의상, 기술적인 묘기
2020 년 6 월 25 일 ~ 8 월 10 일

로베르토 드브뢰
도니제티
엘리자베스틑 그녀의 나라와 이 은밀한 왕족 드라마 속 그녀의 사랑 중 선택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신하 중 하나인 로베르토 데버루에게 임무를 맡겨 아일랜드로 보낸다. 그녀의 명령에 거역하며, 그는 아일랜드 반란군과 평화를
조성한다.그녀의 질투심 많은 조언자들은 시기를 잡아 그를 반역죄로 처형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데버루를 사랑하기에 그의
사형 집행 영장에 사인할 것에 저항한다. 튜터스와 울프 홀과 같은 애로틱한 로맨스 스토리 또는 더 크라운과 같은 왕족 드라마
또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20 년 6 월 30 일 ~ 7 월 16 일

유대 여인
알레비
레이첼은 젊고 아름다운 유대인이다.
레오폴은 부자이며 크리스찬이고 이미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는 레이첼과 불륜을 시작하기 위해 그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은
사랑에 빠진다.비밀, 관계 그리고 격렬한 종교적 대립은 아주 큰 비극을 초래한다.
잘 꾸며진 프랑스 오페라, 사랑과 박해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20 년 7 월 14 일 ~ 8 월 7 일

예브게니 오네긴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의 로맨틱안 음악과 어우러진 청춘 사랑, 후회, 기억에 관한 아름다운 오페라.타티아나는 어리고 순진하다. 그녀는
소설을 읽고 문학 영웅을 꿈꾸며 하루를 보낸다. 그녀가 그녀의 동생 올가의 약혼자 렌스키의 친구 예브게니 오네긴을
만날때까지. 첫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발레, 짝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세트와 의상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20 년 7 월 25 일 ~ 8 월 8 일

더 라이트 인 더 피아차
게틀
르네 플레밍이 이 황홀한 1950 년대 플로렌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연을 맡는다. 마가렛과 그녀의 딸 클라라는 나른한
1950 년대 여름의 프로렌스에 대해 궁금증에 빠진다. 클라라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몽상가 파브리치오에게 떨어졌을 때
로맨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클라라는 보이는 것과 같이 않았고 곧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 있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뮤지컬 극장, 이탈리아, 스타 연기자, 호화로운 50 년대 의상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20 년 8 월 14 일 ~ 8 월 22 일

피들러 온 더 루프
스타인, 보크, 하닉, 프리드먼
테비와 그의 가족의 언어로 공연된 사랑받는 뮤지컬, 2019 년 브로드웨이의 돌풍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뮤지컬이 새롭게
제작됩니다.
‘이프 아이 월 어 리치 맨’과 같은 히트송, 희망을 주는 사랑과 가족, 이디시어를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2020 년 9 월 3 일 ~ 10 월 3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