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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C A L E N D A R

∼4 연극<부부생활백서> / 대학로코미디아트홀
∼8 극단예우<간사지(干潟地)>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8 창작뮤지컬<마리아마리아> / 나루아트센터대공연장
∼8 제17기서예교육평가전/ 예술의전당서울서예박물관
∼8 <12월이야기> / 대학로낙산시어터
∼9 소울아트가주목한기획초대展<사타(Sata, 思他) He story> / 소울아트스페이스

제1, 제2전시실
∼15 임광규의<Transformation> / 갤러리빔
∼15 국립창극단어린이창극<흥부놀부>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18 더바비스토리, 서울전/ 예술의전당디자인미술관

∼30 겨울가족극축제2탄—가족마당극<바보온달> / 롯데월드민속박물관놀이마당
∼31 댄스컬<사랑하면춤을춰라> / 대학로S.H 클럽
∼2. 12 세화견문록/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2. 26 르네상스-바로크회화걸작전/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2. 28 유용범의<남이섬풍경전> / 남이섬내레종갤러리내관
∼2. 28 <아프리카동물전> / 남이섬내레종갤러리외관
∼2. 28 <바람의도학> / 삼청각예푸리
∼Open run 뮤지컬<아이다> / LG아트센터
∼Open run 뮤지컬<I Love You> / 연강홀

13일 <바리톤김동규와함께하는2006 나루아트센터신년음악회> / 나루아트센터
정명훈의베토벤재발견/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뮤지컬<프로듀서스>(∼2.14) / 국립극장해오름극장
2006 금호세계거장초청시리즈1—빅토르단체코바이올린독주회/ 금호아트홀

14일 [토요상설] 수제천, 중주곡<산운> 등 / 국립국악원예악당
2006 대한상공회의소와함께하는신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YJKDance <닻을내리다>(피터를위한)—뜨개질하는여자(∼15) / 아르코예술극장대
극장
배연지첼로독주회/ 금호아트홀
MBC 가족뮤지컬<백설공주와마법에걸린일곱난쟁이>(∼22) / 호암아트홀

15일 상속의클래식/ 금호아트홀
2006 스쿨클래식<미뉴엣과왈츠> /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임동혁피아노리사이틀/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주혜 첼로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이수아귀국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7일 테너임정현독창회/ 금호아트홀
빈소년합창단내한공연/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내리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8일 뮤지컬<노트르담드파리>(∼2. 26)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2006 한겨레를 위한 <한국미술 110인의 마음전>(∼24)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2,3전시실
제17회청 회사진전(∼24)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별관1전시실
제2회학회회원전(∼31) / 광화랑
오혜승귀국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가족공연극<출동이다, 졸라맨>(∼1.30) / 목동방송회관2층브로드홀
라이브뮤지컬<어린이캣츠>(∼22) / 양천문화회관대극장
중앙일보 Joy어린이공연 2탄—발레로만나는신데렐라 <유리구두>(∼20) / 덕양어룰
림누리어울림극장

19일 타악공연‘정’,‘감’(∼20) / 국립국악원우면당
아르코예술극장 차세대 예술가 기획프로그램 Vol.2 <릴-레-이>(∼29) / 아르코예술극
장소극장
강지현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무용<마리아콤플렉스2>(∼21)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예술의전당심포닉시리즈—코리안심포니의바르토크/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 진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0일‘우리뮤지컬의힘!’part2 <젊은베르테르의슬픔>(∼2.19)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권혁주바이올린독주회/ 금호아트홀
서울시향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소프라노조정선독창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가족뮤지컬<누가내머리에똥쌌어?>(∼22) / 성남아트센터앙상블시어터

1일 창작가족연극<할아버지보물창고>(∼22)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서울시신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10주년기념뮤지컬<사랑은비를타고2006>(∼31) / 인켈아트홀
도깨비스톰2006(∼31) / 도깨비스톰전용관(스타식스정동아트홀)
<황새가된왕자>(∼27) / 암사어린이극장

3일 시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겨울가족극 축제3탄—클래식과 함께하는 연극 <나비와 베토벤>(∼2.5) /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NEW STOMP 국오리지널팀첫내한공연(∼2.5) / 한전아트센터

4일 아르코예술극장차세대예술가기획프로그램Vol.1 단막실험극연작<내입장이되어
봐>(∼15) / 아르코예술극장소극장
2006 두산신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공원 양문정두오연주회/ 금호아트홀
국립발레단스페셜신년갈라(∼5)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5일 쇼팽콩쿠르입상자콘서트/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임재홍바이올린귀국독주회/ 금호아트홀
2006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6일 서울시향신년음악축제/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금호아트홀신년음악회—김소옥바이올린독주회/ 금호아트홀
라이브뮤지컬<어린이캣츠>(∼8) / 덕양어울림누리어울림극장

7일 [토요상설] 관악 산회상중<상 산> 등 / 국립국악원예악당
비엔나소년합창단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장유진바이올린독주회/ 금호아트홀
가족뮤지컬<누가내머리에똥쌌어?>(∼8) / 대구동구문화회관
브로드웨이귀국기념2006년대학로난타(∼3.19) / PMC대학로자유극장
가족뮤지컬<미녀와야수>(∼8) / 경기도문화의전당대공연장

8일 중앙국악관현악단기획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김선정귀국독창회/ 금호아트홀

9일 <박정자의19 그리고80>(∼2.19) / 
네손여덟손을위한연주회/ 금호아트홀
중국서법가왕량선생서예전(∼17) / 예술의전당서울서예박물관

10일 하춘하노래45년—환경미화원돕기자선공연(∼12)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콰르텟과함께하는음악여행/ 금호아트홀

11일 어른들을위한춤동화<바보온달과평강공주>(∼12)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현미경귀국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12일 예술의전당11시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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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토요상설] 여민락, 거문고합주곡<침향무> 등 / 국립국악원예악당
중국어린이뮤지컬<개미와베짱새>(∼2.3)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이충호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김로사오보에독주회/ 금호아트홀
허승연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제48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정유미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박민상플루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대형라이브가족뮤지컬<하늘을나는피터팬>(∼22)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2일 청소년을위한음악회2 / 금호아트홀
SCP 계절의예감시리즈1—세상의모든왈츠/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해설이있는실내악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연지회피아노앙상블/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3일 신재은피아노독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이민아귀국바이올린독주회/ 금호아트홀

24일 황호준작곡발표회<아름다운상상> / 국립국악원우면당
피아니스트박인 독주회/ 금호아트홀
2006 유라시안필하모닉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앙상블예전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5일 아르스노바앙상블의밤/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신조형수용성전(∼31)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본관1,2,3,4전시실
뮤지컬<지킬앤하이드>(∼2.4)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서빛나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6일 2006 부천필신년음악회/ 부천시민회관대공연장
실내악이야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아이리스목관5중주제3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7일 국악뮤지컬<천상시계>(∼2.13)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프리모깐딴테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정지강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8일 [토요상설] 길군악, 길타령등/ 국립국악원우면당

29일 설날공연<설, 새로움의시작> / 국립국악원예악당

30일 이은결In Dreams / 부산KBS홀

31일 이주희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