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추천공연

2022.7.9.(토) 19:0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전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주관 _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문의 _ 042-270-8373~4 ※ 8세 이상 입장 가능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창단 40주년 기념

2022.7.15.(금) 19:3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대전 MBC 주관 _ 대전시립교향악단

문의 _ 042-270-8382~8 ※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7

제임스 저드의

월튼 교향곡 제1번

1982,
함께 또 같이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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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 SPACE

DTC 아트센터

DMA 아트센터

ibs 과학문화센터

KBS 대전방송총국 갤러리

redL 갤러리

갤러리 C

갤러리 고트빈

갤러리 이안

갤러리 포토클래스

관저문예회관

국립중앙과학관

남철미술관

노은아트리브로

대덕문예회관

대전MBC 갤러리M

대전갤러리(대전평생학습관)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문학관

대전선사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시민대학 단재관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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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7954

620-0512

270-7337

878-8229

470-7105

622-1669

070-7450-0088

867-6510

220-5959

632-0990

288-2790

601-7894

525-2097

601-6612

627-7517

330-3114

220-0514

270-6303

626-5021

270-8640

602-3200

270-8600

250-2777

480-1080

636-8008

270-7390

932-0311

601-2828

867-7009

254-5954

625-8384

488-5474

826-2300

270-4358

864-2248

934-8466

489-8778

221-7185

823-3915

242-2020

611-9821

256-3684

010-4028-6107

253-9810

335-5701

010-5471-7089

582-4445

629-8069

270-7486

870-1400

254-7978

010-8405-1141

KAIST 대강당

L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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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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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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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 Culture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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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교향악단 [해피클래식 4]
11:00 동구문화원
4인4색, 사랑의 파노라마 with 엘렉톤
19:30 국악원 작은마당
TJB 27주년 기념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9:30 예당 아트홀
피아니스트 김병희 리사이틀
[Innerlich 내면의 : 고유한 본래의]
19:30 아트브릿지
~  07.10 도학회 개인전 

플랜에이 A홀

시립무용단 대전 UCLG 총회 D-100 기념 축하공연
19:30 한빛탑 광장
TJB 27주년 기념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4:00, 19:00 예당 아트홀
리틀엔젤스예술단 초청공연 [천사들의 비상]
17:00 국악원 큰마당
피아니스트 윤초원 렉쳐 리사이틀
17:00 국악원 작은마당
가야금앙상블 금자씨 [with 금자씨]
18: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3 4 5 6 7 8 9
바이올리니스트 오진주 리사이틀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솔앙상블 정기연주회 [345 희망]
19:00 국악원 큰마당

카르마앙상블 
[박도일 오하슬 피아노 듀엣 리사이틀]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이두리 반주 리사이틀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7.10 캘리그라피 붓향  
[글씨와 예술 그 이야기]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6~7

[온라인] 현악트리오 [블레싱앙상블]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테너 서필 독창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보이스앙상블 베르떼 제2회 정기연주회 [여인2]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7.08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위대한 동행 마리퀴리] 
11:00, 14:00 한남대 서의필홀

시립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창단 40주년기념 [1982, 함께 또 같이]
17:00 국악원 큰마당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Grand [처음]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10 11 12 13 14 15 16
Five앙상블 창단연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코리안색소폰 오케스트라
19:00 대전중구문화원

~  07.20 이지영 전 
플랜에이 A홀

제7회 대전오라토리오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7.17 충남대학교 회화과 한국화 전공  
[묵필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4~7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_시립합창단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정연실댄무용단
19:30 대전중구문화원

시립연정국악단
[전통음악 전곡 시리즈_별곡·관악영산회상]
19:30 국악원 큰마당

재즈베이시스트 오구일 East Village Waltz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7.16 1부전시_수채화, 판화, 디자인, 조소, 공예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7
[제임스 저드의 월튼 교향곡 제1번]
19:30 국악원 큰마당

정재윤과 제자들 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11:00, 14:00, 16: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에덴피아노 제4회 정기연주회
15:00 플랜에이 B홀
헤이락 [신나는 국악여행]
15:00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 2층 강당
Salon de Lumiere
17:00 국악원 작은마당
피우리 연주회
19:00 아트브릿지

17 18 19 20 21 22 23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30, 14:00, 16:00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우리들의 성장음악회
15:00 아트브릿지
콰르텟이즈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앙상블 솔리데오 연주회
17:00 플랜에이 B홀
~  07.19 2부전시_한국화, 양화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벨칸토오페라앙상블 2022 여름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7.24 송암서학회전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5~7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국악앙상블 [너울]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  07.24 아트그라운드페스타 
일시 : 20~23일 19:00, 24일 15:00 
아트그라운드 플래닌 

~  07.22 3부전시_서예, 문인화, 전서각, 캘리그라피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시립교향악단 마티네콘서트 3
11:00 국악원 작은마당

[명고 박근영의 소리북 세계]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시립합창단 가족음악회 [Best of Musical]
19:30 국악원 큰마당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극단 모락 정기공연
15: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뮤게 첼로 앙상블 여름 콘서트
[Between Green and Blue]
17:00 아트브릿지

~  07.25 초대작가전 
대전중구문화원

24 25 26 27 28 29 30
유서진의 [The Delicious Piano]
17:00 국악원 작은마당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12:30 [주]에네스지

이미지 & 박지은 듀오 리사이틀
19:30 아트브릿지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11:50 ETRI 대강당
[온라인] 청년아티스트 첼로 김혜미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k - 브런치콘서트 [우.아.한_박경소]
11:00 국악원 작은마당
로페스타 집시콘서트
19:00 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
대전시무형문화재 살풀이 [전통춤의 향연]
19:30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12:20 국방과학연구원
시립무용단 한여름밤 댄스페스티벌
20:00 시립미술관 분수대 특설무대
판소리 다섯마당 [방수미_수궁가(박초월제)]
19:30 국악원 작은마당
~  08.03 임명철 개인전 

대전중구문화원 2전시실
~  08.25 [계속 살아야한다] 

플랜에이 A홀

시립교향악단 DPO 클로즈업 2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시립무용단 한여름밤 댄스페스티벌
20:00 시립미술관 분수대 특설무대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16:00 국악원 큰마당

시립무용단 한여름밤 댄스페스티벌
20:00 시립미술관 분수대 특설무대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국악원 큰마당
에코 [울림이 있는 가족음악회]
15:00 한밭도서관 문화사랑방 2층 강당
다현악회 제17회 정기연주회
[多玄, 새로이 입히다]
17:00 국악원 작은마당
듀오소피오나 정기연주회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31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11:00, 14:00, 16:00 국악원 큰마당

트리오 라피네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작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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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과 이어지는 전시

~ 07.03. 어린이 체험전 [색색 쓱쓱 깔깔] 이응노미술관

~ 07.17. 페르소나 : 나 아닌 모든 나展 대전창작센터

~ 07.10 정정엽 개인전_여자는 길을 좋아한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동양장 B1, 동양장 window 

~ 07.25. 보문미술대전 대전중구문화원 1,2전시실

~ 07.31. 콜렉티브 지구숨숨 [마주하는 바다] 대전아트센터

~ 08.01. 신황제 展 RedL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