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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추천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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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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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585

전시장 공연장

2022.11.5.(토) 17:0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주최 _ 대전광역시, 대전 MBC 주관 _ 대전시립교향악단

문의 _ 042-270-8382~8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11

2022. 11.15.(화), 17.(목), 22.(화), 24.(목) 19:30
대전대흥초등학교 대흥관

주최 _ 대전광역시                주관 _ 대전시립예술단·대전대흥초등학교

문의 _ 042-270-8327, 8332  ※ 누구나 관람 가능한 무료공연(선착순 350명)

2022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화목한
문화산책 

낭만에서
신고전까지



1 2 3 4 5
서구 소리새여성합창단 제31회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큰마당
~    11.10 임형선 展 

플랜에이 A홀
~  11.30 엄수현 展 

RedL 갤러리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피아니스트 이범진]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보컬앙상블안젤라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제10회 대전무용예술가전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세가지의 시선으로 음악을 그리다_한중록]
19:30 아트브릿지
~  11.9 이성배 展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1, 2
~  11.9 DJAC 展 

이공갤러리

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_협주곡의 밤 [젊은국악]
19:30 국악원 큰마당
DOH 앙상블 정기연주회 [Variation]
19:30 국악원 작은마당
국립극단 [스카팽]
19:30 예당 앙상블홀
[세가지의 시선으로 음악을 그리다_영조이야기]
19:30 아트브릿지
~  11.15 2022 아티언스 대전 결과보고전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1~  8
~  12.04 연극[차사강림] 

아신극장 (화~  금 19:30 / 토,일 15:00, 18:00)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즈 11 
[낭만에서 신고전까지]
17:00 국악원 큰마당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11:00, 14:00, 16: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김미숙 심청가 완창발표회
14:00 국악원 작은마당
국립극단 [스카팽]
15:00 예당 앙상블홀
타악마을 다스름
13:00 대전중구문화원
라온보이즈 정기연주회
15: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세가지의 시선으로 음악을 그리다_사도세자이야기]
17:00 아트브릿지

8 9 10 11
6 7 아침을 여는 클래식 11월 

[송지원x이한나x이정란x정재원]
11:00 예당 앙상블홀
제2회 보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큰마당
앙상블 H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시립청소년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19:00 죽동초등학교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클래식 보컬 Two men's]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강다은 흥보가 첫 독주회
19:00 국악원 작은마당
김수연 피아노 독주회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시립교향악단 DPO 클로즈업 4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오페라 [토스카]
19:30 예당 아트홀
음악극 [행복한 왕자]
19:30 예당 앙상블홀
임영신의 춤누리
19:00 대전중구문화원
~  11.16 석정서회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1, 2
~  11.16 김은지 展 이공갤러리

오페라 [토스카]
19:30 예당 아트홀
주창회 정기연주회 
[풍경속으로 Nel Paesaggio]
19:30 예당 앙상블홀
뮤지컬 [빨래]
19:30 국악원 큰마당
실버뮤직스타 정기연주회
19:00 대전중구문화원
이선명 콘서트 소리스테이션 5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  11.20 조은란 展 [마음쉬기] 

플랜에이 A홀

12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11:00, 14:00, 16: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국립극단 [스카팽]
15:00 예당 앙상블홀
금타는 사람들 제12회 정기연주회
16:00 국악원 작은마당
대한독립만세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 Korea 힐링 콘서트
19:00 국악원 큰마당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뮤지컬 [빨래]
14:00, 18:00 국악원 큰마당
오페라 [토스카] 17:00 예당 아트홀
장진선 바이올린 리사이틀
17:00 예당 앙상블홀
[가곡의 밤] 17:00 플랜에이 B홀
드라이애크 정기연주회
17:00 아트브릿지
아스토르 트리오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13 14 15 16 17 18

뮤지컬 [빨래] 14:00 국악원 큰마당
오페라 [토스카] 15:00 예당 아트홀
대전국악관현악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6:00 국악원 작은마당
대전챔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저음의 판타지 Ⅲ]
19:00 예당 앙상블홀
제5회 윤미애 정가 발표회
15: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Autumn Concert 제 6회 음악공간 연주회]
17:00 플랜에이 B홀
앙상블 톤과 함께하는 히사이시조 영화음악콘서트
17:00 아트브릿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청소년합창단
19:30 대흥초등학교 대흥관
시립교향악단 챔버시리즈 4 [비바! 비올라]
19:30 예당 앙상블홀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팝페라 김보결]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리사이틀 & 앙상블 시리즈 Ⅶ 
[노부스 콰르텟]
19:30 예당 앙상블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연정국악단
19:30 대흥초등학교 대흥관
2022 인문학콘서트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
15:00 예당 앙상블홀
김세영 비올라 리사이틀
19:30 국악원 작은마당
배성희 반주 리사이틀
19:30 아트브릿지
~  11.23 한마루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2
~  11.23 김하은 展 

이공갤러리

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춤극 오페레타
[불멸의 사랑 - 월인천강지곡]
19:30 예당 아트홀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가곡의 향기]
19:30 예당 앙상블홀
블레싱 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국악원 작은마당
[정동극장 뮤지컬 ‘적벽’]
19:30 국악원 큰마당
~  11.27 대전청년작가장터 D_ART+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2~  8
~  23.01.15 연극[나의 완벽한 로맨스] 

아신극장 (화~  금 19:30 / 토,일 15:00, 18:00)

19
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춤극 오페레타
[불멸의 사랑 - 월인천강지곡]
17:00 예당 아트홀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3:00, 15:00, 17: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제3회 복선영 가야금병창 독주회-심청가
16:00 국악원 작은마당
[정동극장 뮤지컬 ‘적벽’]
17:00 국악원 큰마당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동문음악회 [비상]
17:00 예당 앙상블홀
일칸토 공연장상주단체공연
15:00, 17:00 대전중구문화원
카메라타무지카 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플랜에이 B홀
Eidos 제9회 정기연주회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벨칸토트롬본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아트브릿지

20 21 22 23 24 25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1:00, 14:00, 16: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김원경무용단 정기공연
17:00 국악원 작은마당
허서연 피아노 독주회
17:00 예당 앙상블홀
오르프음악교습소 정기연주회
15: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플루티스트 곽서란 리사이틀
16:00 아트브릿지
CELLISSIONATO
17:00 플랜에이 B홀

~  11.25 명학소의 북소리
11:00, 14:00 한남대 서의필홀
~  11.30 이준희 展
플랜에이 A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합창단
19:30 대흥초등학교 대흥관
시립교향악단 마티네콘서트 4
11:00 국악원 작은마당
김지향 퍼커션 리사이틀 [The Spectacle]
19:30 예당 앙상블홀
김란의 춤 19:30 국악원 큰마당
오띠모 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아트브릿지
~  11.27 김진 展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1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테너 김정규]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아크람 칸 컴퍼니 [정글북 : 또 다른 세계]
19:30 예당 아트홀
피아니스트 이지영 리사이틀 [21c Piano Sound]
19:30 예당 앙상블홀
한밭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큰마당
성지민 피아노 독주회
19:30 국악원 작은마당
웃다리농악 흥과 신명으로 하나되다
19:30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화목한 문화산책_시립교향악단
19:30 대흥초등학교 대흥관
아크람 칸 컴퍼니 [정글북 : 또 다른 세계]
19:30 예당 아트홀
제5회 반브라스 정기연주회 [COSMOS VAN BRASS]
19:30 예당 앙상블홀
[판소리 다섯마당_민혜성]
19:30 국악원 작은마당
동구구립(고운매)여성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19:30 국악원 큰마당
밤마실 콘서트 Ⅱ_복스 디비나
19:30 플랜에이 B홀
~  11.30 김애리 展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1
~  11.30 단경묵연회원전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2
~  11.30 송효근 展 

이공갤러리

시립무용단 ISTAF 세팍타크로 월드컵 
2022 개회식 축하공연
14:30 대전 한밭체육관
소프라노 김효신 리사이틀 [IL Respiro : 호흡]
19:30 예당 앙상블홀
2022 대전시문화상 수상자 특별기획공연 
[새로운 출발] 
19:30 국악원 큰마당
박용옥(맨스브로)
17:00 대전중구문화원
레브드집시 정기연주회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우리들의 성장음악회 2
19:00 아트브릿지

26
시립청소년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17:00 예당 아트홀
시립연정국악단 상설공연 [토요국악]
14:00 국악원 작은마당
천현지 바이올린 독주회
19:00 예당 앙상블홀
가족뮤지컬 [로봇똥]
13:00, 15:00, 17: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전국전통춤축전
17:00 국악원 큰마당
음악으로 떠나는 시대별 여행
19:0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홍혜경 하프 리사이틀
17:00 플랜에이 B홀
플루티스트 심재연 리사이틀
19:30 아트브릿지

27 28 29 30
가족뮤지컬 [로봇똥]
11:00, 14:00, 16:00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성모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국악원 큰마당
[DCMF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예당 아트홀
[Brass BOB X Rofesta Gipsyband]
19:00 예당 앙상블홀
가락의 춤
18: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데이빗 아트센터 두 번째 정기연주회
19:00 아트브릿지

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수험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11:00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헨델 메시아 Messiah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설립 53주년 기념 음악회]
19:30 예당 아트홀
DJAC 청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2 [드라마틱]
19:30 예당 앙상블홀
~  12.04 제22회 풍경사진동우회 회원전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4,5
~  12.04 제54회 회원전 출품작 전시회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 1,2,6,7,8

시립연정국악단 풍류마당 수험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11:00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온라인] 수요브런치콘서트 [가수 장호진]
11:00 시청 20층 하늘마당
K-브런치콘서트 [우·아·한_송경근]
11:00 국악원 작은마당
제32회 유성구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아트홀
디벨렌 트리오 정기연주회
19:30 예당 앙상블홀
임현선의 춤 메아리
19:30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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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042-270-8332   artdj.kr@gmail.com   www.artdj.kr ●시립예술단 ●음악 ●공연 및 기타 ●전시 ●학생문화예술관람지원 참여작품   약자
예   당 : 대전예술의전당
국악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0월과 이어지는 전시
~ 11.02 성보연서회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1,2
~ 11.02 유하나 展 이공갤러리
~ 11.05 김치중 展 플랜에이 B홀
~ 11.28 [dYap2022] 展 대전복합터미널 DTC 아트센터
~ 11.29 2022 아트랩대전 : 임승균 이응노미술관 유휴공간
~ 12.18 이응노 마스터피스 이응노미술관
~ 23.01.29 뜻밖의 유물 대전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
~ 23.01.31 관사촌 人 이야기 展 : 김우영 그리고 양한나 테미오래 6호 관사
~ 23.02.26 大博十年대박십년 대전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2
~ 23.03.31 열린수장고 개관전 : 예술의 자리 대전시립미술관

10월과 이어지는 공연
~12.31 뮤지컬 [초콜릿하우스] 상상아트홀 (평일 10:00, 14:00 주말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