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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과학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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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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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대전전통나래관

대전창작센터

대청문화전시관

롯데갤러리

모리스갤러리

문화공간주차 갤러리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서구문화원 전시실

시농갤러리

시청갤러리

아트센터 쿠

여진불교미술관

오원화랑

우연갤러리

유성문화원 전시실

이공갤러리

이응노미술관

중구문화원 전시실

카페나무 갤러리

테미예술창작센터

테미오래

플랜에이 A홀

한국족보박물관

한남대학교 미술전시관

한밭도서관 전시실

화폐박물관 갤러리

현대갤러리

홀스톤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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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대강당

골프존조이마루 아트홀

관저문예회관

대덕문예회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청 하늘마당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평생학습관

드림아트홀

배재대 21세기관

상상아트홀

서구문화원

소극장 고도

소극장 마당

소극장 커튼콜

아신극장

아트그라운드 플래닌

아트브릿지

우송예술회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문화원

이수아트홀

이음아트홀

인터플레이

작은극장 다함

중구문화원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백마홀

클라라하우스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플랜에이 A, B홀

한국효문화진흥원

한밭대학교 아트홀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대전시립연정국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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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추천공연

전시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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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1.(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주관 _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문의 _ 042-270-8373~4 ※ 8세 이상 입장 가능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2022.5.27.(금) 19:3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대전MBC 주관 _ 대전시립교향악단

문의 _ 042-270-8382~8 ※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5

브루크너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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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042-270-8332   artdj.kr@gmail.com   www.artdj.kr

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042-270-8332  artdj.kr@gmail.com   www.artdj.kr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관람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ulture CAleNDAr

1 2 3 4 5 6 7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14:00, 17:00 예당 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권진하 귀국 독주회
16:00 예당 앙상블홀

다비트 라일란트 & 양인모 
[프랑스 메츠 국립오케스트라] 
19:30 예당 아트홀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19:30 관저문예회관

~  5.31 레드엘갤러리 소장전 
RedL갤러리

~  7.3 이응노미술관 어린이 체험전 
[색색 쓱쓱 깔깔] 
이응노미술관

시립무용단 찾아가는 공연
[남도 소고춤 외]
19:00 관저문예회관

연극 [에스메의 여름]
19:30 예당 앙상블홀

어린이날 가족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11:00, 14:00 국악원 큰마당
연극 [에스메의 여름]
11:00, 15:00 예당 앙상블홀
연극 [초보목수와 목각인형]  
11:00, 14:00 아트그라운드
 디즈니 인 콘서트 17:00 예당 아트홀
대전 어린이청소년 연극축제
13:00 작은극장 다함
제3회 대전·세종 어린이 음악제
13:00 플랜에이 B홀

조수미의 비엔나 왈츠 & 폴카
19:30 예당 아트홀

제35회 대전아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동물의 사육제’와 생활클래식]
19:30 예당 앙상블홀

피아니스트 이지영 리사이틀
[베토벤 아벤트]
19:30 국악원 작은마당

뮤지컬쇼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14:00, 16:30 국악원 큰마당

소프라노 고진아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을 노래하다]
17:00 예당 앙상블홀

인형극 [호랑이와 도둑놈]
-공연자 애기똥풀
15:00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별관)

8 9 10 11 12 13 14
뮤지컬쇼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14:00 국악원 큰마당

2022년 목원대학교 동문음악회
17:00 예당 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찬양 귀국 리사이틀
19:00 예당 앙상블홀

2022 아침을 여는 클래식 5월
[아벨 콰르텟]
11:00 예당 앙상블홀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최종호 밴드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 5.20 정의철 개인전  
플랜에이 A홀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시리즈 6
[수통골 음악회]
19:30 한밭대학교 아트홀

뮤지컬 [넌센스]
19:30 예당 아트홀

~ 5.18 2전-명인회 
대전중구문화원

국립무용단 [새날]
19:30 국악원 큰마당

뮤지컬 [넌센스]
19:30 예당 아트홀

연극 [홍도: 슬퍼도 울지않아]
19:30 예당 앙상블홀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국립무용단 [새날]
15:00 국악원 큰마당

연극 [홍도: 슬퍼도 울지않아]
14:00, 17:00 예당 앙상블홀

15 16 17 18 19 20 21
연극 [홍도: 슬퍼도 울지않아]
14:00, 17:00 예당 앙상블홀

시립교향악단 DPO 클로즈업 1
19:30 국악원 작은마당

2022 대전현대음악제 제30회
[청년작곡가의 밤]
19:30 예당 앙상블홀

[온라인] 송민숙의 춤새락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2022 대전현대음악제 제30회
[위촉 작품 발표회]
19:30 예당 앙상블홀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시리즈 7
[영 아티스트 콘서트]
19:30 예당 앙상블홀
소프라노 정다은 독창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연극 [계먹자]
19:30 관저문예회관
뮤직콘서트 - 베토벤에서 비틀즈까지 
일시 : 19, 20, 26, 27 
시간 : 09:00, 11:00 대전평생학습관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Bravo My Life]
19:30 예당 앙상블홀

시립연정국악단 제 182회 정기공연
[성악의 밤]
19:30 국악원 큰마당

연극 [계먹자]
19:30 관저문예회관

시립청소년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17:00 예당 아트홀
제26회 2022 '琴' 노래
15:00 국악원 작은마당
2022 DJAC 청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1
[봄 필 무렵 넌...]
17:00 예당 앙상블홀
연극 [계먹자] 16:00 관저문예회관
이정애 무용단 16:00 대전중구문화원
~ 5.30 정철 개인전 플랜에이 A홀

22 23 24 25 26 27 28
림스타악기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큰마당

제8회 포유뮤직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챔발리스트 김희경 초청연주회
17:00 아트브릿지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 리사이틀
19:00 예당 앙상블홀

모다페 in 대전 [스파크 플레이스]
19:30 예당 앙상블홀

[온라인] 바흐 콜래기움 앙상블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 토리스
11:00 국악원 작은마당

안디무지크의 Russian Symphony 
Series Ⅱ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9:30 예당 아트홀

[앙상블 첼리콤비의 톡(talk) 튀는 콘서트]
19:30 예당 앙상블홀

2022 인문학콘서트 [연극배우 윤석화]
15:00 예당 앙상블홀

2022 전통시리즈 [판소리 다섯마당]
박성환 적벽가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충남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 콘서트
19:30 예당 아트홀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5
[브루크너 로맨틱]
19:30 예당 아트홀

양새미 첼로 귀국독주회
19:30 예당 앙상블홀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16:30 국악원 큰마당

소프라노 신수정 독창회
14:00 예당 앙상블홀

김근화 바이올린 리사이틀
20:00 예당 앙상블홀

29 30 31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14:00 국악원 큰마당

대전 클라리넷 콰이어 2022 정기연주회
19:00 예당 앙상블홀

오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앙상블홀

●시립예술단 ●음악 ●공연 및 기타 ●전시 ●학생문화예술관람지원 참여작품   약자
예   당 : 대전예술의전당
국악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4월과 이어지는 전시

~ 05.15. 신소장품 2021展 대전시립미술관

~ 05.15. 제19회 이동훈 미술상展 대전시립미술관 5전시실

~ 05.15.  불보다 뜨겁게 바람보다 서늘하게(현대공예)展  
대전시립미술관 1전시실, 2전시실

4월과 이어지는 공연

~ 05.08. 연극 [오나의귀신님] 아신극장 1관 화~금 19:30, 토,일 15:00,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