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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크로스오버 테너 &

뮤지컬배우 박완

1. 뮤지컬
•<겨울연가> <스위니 토드> <바다의 소녀> <노트르담 드 파리>

5. 수상
•제30회 기독교 문화예술대상

<쌍화별곡> <부활 더 골든데이즈> <소프 오페라> <레베카>
<사운드오브뮤직> <명성황후> 등 다수 주연

뮤지컬배우 부분 대상
•글로벌미래창조 공헌대상

•뮤지컬<명성황후>고종황제 역 2008~2018 10여년 활동

문화예술부분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대상

2. 단독콘서트

CROSSOVER TENOR &
MUSICAL ACTOR WAN PARK

방송문화예술부분 뮤지컬 대상

•<박완의 화음(畵音)콘서트>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2015)
•<박완 단독 콘서트>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6)
•<박완 싱글앨범 발매기념 콘서트>여의도 KBS홀 (2017)

6. 교직
•명지대학교 뮤지컬학부, 단국대학교

•<박완과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페스티발>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학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부,

(2018) 등 수 천회 초청 공연

한세대학교 뮤지컬학부 외래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지도교수

3. 국가초청공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제3회 서해수교 기념의날 초청 현충원 KBS>

미국 세인트미션대학교 정교수

•<UN참전용사를 위한 초청공연 “LA한인축제,” MIDWAY,
UCLA ROYCEHALL 미국 초청 KBS>
•<6.25 기념 초청 공연 잠실실내체육관 KBS> 등 수십 회 초청

7. 월드스타와 공연
•막 심 므라비차(MAKSIM MRVICA)와

•<2019 Memorial Day (메모리얼 데이)>미국국가행사 워싱턴
미 정부 초청
•<2019 싱가포르 World CEO summit Form 제8대 UN

듀오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일 디보(IL DIVO)내한공연 예술감독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오 콘서트 초청

전 반기문 사무총장 초청공연
4. 앨범
•<천년의 약속> <사랑의 꿈> <내 영혼 바람되어> <아리랑> <날아>
싱글 앨범
•<천년의 약속>정규앨범 발매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중 <명성황후> ‘고종황제’ 역으로만 10여년째 대극장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뮤지컬배우 박완!
자신의 이름을 건 <박완 단독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여의도KBS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을 전석 매진 시키며, 관객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는 또 다른 이름! 크로스오버 테너, 팝페라 테너 박완!
대한민국 국가행사 초청과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미국 국가행사 워싱턴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
정부가 초청을 하였으며, 전 세계 평화의 대표자 제8대 UN 전 반기문 총장의 초청으로 최근 싱가포르에서 초청공연으로 대 활약
하고 있는 박완 을 만나본다.
Wan Park!
A musical actress who meets the audience on the stage of the grand theater for more than 10 years with the role of ‘The
Empress’ ‘King Gojong’ in the representative musical of Korea.
<Wan Park Solo Concert> with his nam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Yeouido KBS Hall,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are sold out, and another name that meets the audience steadily! Crossover Tenor, Popera Tenor Wan Park!
Invi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ven by the US Government Memorial Day in Washington,
the country’s most famous US national event, recently invited by the 8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president of
the world peace Meet Wan Park who is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gu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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