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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대전전통나래관

대전창작센터

대청문화전시관

롯데갤러리

모리스갤러리

문화공간주차 갤러리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서구문화원 전시실

시농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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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불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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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갤러리

유성문화원 전시실

이공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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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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2904

862-2221

288-2790

627-7517

625-8384

270-8600

270-8500

270-4431

480-1080

270-8333

220-0510

010-6325-5760

520-5452

534-6228

488-5474

226-3861

253-8300

221-0045

1599-9210

070-4267-6881

482-4463

629-6363

824-1318

823-3915

1644-4325

252-0887

010-5711-3612

282-2116

256-3684

821-8081

867-3751

480-1622

010-5471-7089

580-9000

821-1880

270-7483

270-8387 

270-8354

270-8363

270-8374

270-8538

이달의 추천공연

전시장 공연장

2022.6.10.(금) 19:30-11.(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대전MBC 주관 _ 대전시립무용단

문의 _ 042-270-8373~4 ※ 8세 이상 입장 가능

대전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2022.6.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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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즈시리즈6

저음의 유혹

因緣-가족사진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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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관람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ulture CAleNDAr

1 2 3 4
김건주 클라리넷 독주회
17:00 예당 앙상블홀

~  06.30 살아있는 전망대  
[THE LIVING OBSERVATORY, 2021] 
엑스포타워 42F

제18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아노 동문음악회
19:30 예당 앙상블홀
대전문학관 문학콘서트 [이병률의 시적 여행]
19:00 대전문학관 야외문학관
피아니스트 박세환의 Sentimental Recital
19:30 아트브릿지
공연 JSFA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  06.08 어승용 개인전 

대전중구문화원 2전시실

시립교향악단 챔버시리즈 2 [컬러플 세레나데]
19:30 예당 앙상블홀
대전예고 제20회 한국음악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큰마당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헬멧 : 메이사의 노래]
19:30 예당 아트홀
공연 JSFA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뮤직콘서트 - 베토벤에서 비틀즈까지
일 : 3, 9, 10, 16, 17, 23, 24, 30
시 : 09:00, 11:00 / 대전평생학습관

제27회 한밭국악전국대회
10:00 국악원 큰마당, 작은마당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헬멧 : 메이사의 노래]
14:00, 19:00 예당 아트홀
뮤지컬 [팥죽할멈과 호랑이] - 극단씨앗
15:00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별관)
연주자를 만나다 [Tenor 권순찬]
17:00 플랜에이 B홀
이한진밴드공연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5 6 7 8 9 10 11
제27회 한밭국악전국대회
10:00 국악원 큰마당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헬멧 : 메이사의 노래]
14:00, 19:00 예당 아트홀

제26회 JMC피아노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피아노로 들려주는 이야기 - 동행Ⅰ]
17:00 예당 앙상블홀

김병현 클래식기타 리사이틀
17:00 플랜에이 B홀

~  06.28 아트랩대전 [이서경]  
이응노미술관

대전 신포니에타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앙상블홀

~  06.12 한국서가협회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 1~8

[온라인] MC 김경훈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제9회 클래시모필하모닉 정기연주회
[Baroque to Romantic]
19:30 예당 앙상블홀

피아니스트 이정아 리사이틀
17:00 아트브릿지

명인산조의 밤 [산조와 시나위 & 대풍류] 1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시립교향악단 디스커버리시리즈 8
[비르투오소 데뷔 콘서트]
19:30 예당 앙상블홀

명인산조의 밤 [산조와 시나위 & 대풍류] 2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6.15 시나브로 전 
대전중구문화원 1,2 전시실

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因緣(인연) - 가족사진]
19:30 예당 아트홀

잠들기전, 심야극장Ⅰ[김정원x임동혁]
22:00 예당 앙상블홀

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因緣(인연) - 가족사진]
17:00 예당 아트홀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라이브 가족뮤지컬 [피터팬]
13:00, 15:00, 17:00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이수정 오르간 기획연주 시리즈1 [환희]
17:00 예당 앙상블홀

12 13 14 15 16 17 18
라이브 가족뮤지컬 [피터팬]
11:00, 14:00, 16:00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나비야 청산가자
15: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제2회 앙상블톤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유망단체초청연주회 [위로]
17:00 예당 앙상블홀
유벨톤 기획연주 시리즈2 
[헌정음악회 - 영웅을 기리며]
19:00 예당 아트홀

아침을 여느 클래식 6월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원휘]
11:00 예당 앙상블홀
제26회 다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아트홀
~  06.26 공예품대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 1~4  
(6.20 휴관)

~  06.26 MOVE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 6  
(6.20 휴관)

[온라인] Sop 고진아 & Ten 김병진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올댓첼로 앙상블 [K-Music Festa]
19:30 예당 앙상블홀

황성순 피아노 독주회
20: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오페라 [리골레또] 렉처콘서트
19:30 예당 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윤유경 독주회
[협주곡 시리즈 : 모차르트]
19:30 예당 앙상블홀

창작가무극 [굿 세워라 금순아]
19:30 국악원 큰마당

~  06.22 보문미전 초대작가상 수상자전 
대전중구문화원 2전시실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6
[저음의 유혹]
19:30 예당 아트홀

소리북과 가야금병창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소프라노 정진옥 뮤직쇼
19:30 국악원 큰마당

김양은 클라리넷 독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가족뮤지컬 [미니특공대 : 애니멀트론]
11:00, 14:00, 16:30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인형극 [달라도 괜찮아] - 색동회
15:00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별관)
리사이틀 & 앙상블 시리즈 Ⅲ [피아니스트 유자 왕]
17:00 예당 아트홀
해설이 있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00 예당 앙상블홀
소프라노 오주연 독창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19 20 21 22 23 24 25
가족뮤지컬 [미니특공대 : 애니멀트론]
11:00, 14:00, 16:30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손명희 피아노 독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바이올리니스트 서병걸 제자 연주회
17:00 아트브릿지

6.25전쟁 제72주년 Korea 힐링 호국 콘서트
[잊혀진 우리의 영웅 학도병]
19:00 국악원 큰마당

코리안 색소폰 오케스트라
19:00 대전중구문화원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무용단
19:30 동구청 12층 대강당
스페이스연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아트홀
제13회 뮤엔피아노퀸텟 정기연주회
[QUINTET, OPERA]
19:30 예당 앙상블홀
엘피스콰르텟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제6회 A.H.C.P 라이징스타 콘서트 [피아노 최보경]
19:30 아트브릿지

[온라인] 피아니스트 최유미의 프로포즈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2022년 호국음악회]
19:30 예당 아트홀
자스무지쿠스 정기연주회 [스윙시대]
19:30 예당 앙상블홀
전수회관 월간상설공연 [굿(㖌) 보러가자] 
19:30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제6회 A.H.C.P 라이징스타 콘서트 [소프라노 손정민]
19:30 아트브릿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교향악단
19:30 동구청 12층 대강당
시립합창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평화]
19:30 예당 아트홀
2022 인문학콘서트 [발레무용가 윤혜진]
15:00 예당 앙상블홀
프로젝트 국악대전 [한채연 서도소리 초청 공연]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제6회 A.H.C.P 라이징스타 콘서트 [바이올린 최진영]
19:30 아트브릿지

레이어스 클래식 라이브 콘서트 2022
19:30 예당 아트홀
에듀스아트 특별기획 [Second Movement]
19:30 예당 앙상블홀
대전보훈오케스트라 [호국 보훈 콘서트]
19:30 국악원 큰마당
피우리기획연주Ⅱ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제6회 A.H.C.P 라이징스타 콘서트 [바리톤 유진백]
19:30 아트브릿지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제27회 청흥 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그 여름 붉은 꽃]
16:00 국악원 큰마당
제34회 대덕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예당 아트홀
에덴피아노 정기연주회
17:00 아트브릿지
앙상블위드 제18회 정기연주회
20:00 예당 앙상블홀

26 27 28 29 30
윤일수 피아노 독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타악그룹 판타지의 풍류산방 취樂벼樂
17:00 대전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
리모앙상블 정기연주회 [The Horror Classic]
19:00 예당 앙상블홀
최은성 & 김지연 듀오 리사이틀
19:30 아트브릿지

강영이 피아노 독주회
20: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합창단
19:30 동구청 12층 대강당
시립교향악단 [해피클래식 1]
11:00 대덕구문화원
I NT Live [시라노 드베르주라크]
19:30 예당 앙상블홀
정가악회 [탈춤은 탈춤]
19:30 국악원 큰마당

시립교향악단 [해피클래식 2]
11:00 중구문화원
[온라인] 가수 윤영신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버블아티스트 MC선호 [시간여행자]
19:00 대전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
제10회 한국리스트협회 대전충남지부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앙상블홀
맥키스오페라 [뻔뻔한 클래식]
19:30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연정국악단
19:30 동구청 12층 대강당
시립교향악단 [해피클래식 3]
11:00 유성구문화원
푸치니 아리아의 밤
19:30 국악원 작은마당
TJB 27주년 기념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9:30 예당 아트홀
유병혜 첼로 리사이틀 [Freundschaft, 우정]
19:30 예당 앙상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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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과 이어지는 전시

~ 06.05. 김명아 캘리 시화전 [수밋들연가]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1
~ 06.05. 느낌이데아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2
~ 06.05. 김원정 사진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4
~ 06.05. 송인호 개인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전시실7~8

5월과 이어지는 공연

~ 06.04.  연극 [계먹자-계란을 먹을수 있는 자격] 소극장마당 평일 19:30, 주말 16:00
~ 06.19.  연극 [헬로우 미스 미스터] 아신극장 2관 화~금 19:30, 토,일 15:00, 18:00 (6.1, 6.6 15:00, 18:00 / 6.7, 매주 월 공연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