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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마 을 | 문화달력 | 공연·전시·문화행사 안내6월

C A L E N D A R

∼1 연희단거리패〈오월의신부〉/ 국립극장하늘극장

∼4 연극〈산불〉/ 국립극장달오름극장

∼5 PMC프로덕션〈위트〉/ 설치극장정美소

∼6 ICM뮤지컬컴퍼니〈밭에감추인보화〉/ 올리브소극장

∼7 제6회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별관1,2전시실

∼7 Modafe 2005 / 문예진흥원예술극장소·대극장

∼9 극단작은신화〈우리연극만들기, 그여섯번째—일요일손님〉/ 연우소극장

∼12 극단두레가족뮤지컬〈잠자는숲속의공주〉/ 두레홀

∼12 극단골목길〈선착장에서〉/ 삼일로창곡극장

∼12 악어컴퍼니〈어린이테마파크에서만나는로빈훗과친구들〉/ 씨어터일극장

∼12 파파프로덕션〈난중일기에는없다〉/ 행복한극장

∼18 씨어터위저드〈쿠벅〉/ 알과핵소극장

∼19 혜화동1번지3기동인〈Fe自부활展〉/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

∼19 2005 서울연극제(자유참가) —극단76단〈관객모독〉/ 창조콘서트홀

∼19 SIIM엔터테인먼트〈노노이야기〉/ 상상나눔씨어터

∼26 극단한얼〈거울인형〉/ 한얼소극장

∼26 극단한얼〈기억해봐〉/ 한얼소극장

∼26 2005 서울연극제(자유참가) - 한양레퍼토리뮤지컬〈찰리브라운〉/ 한양레퍼토리씨어터

∼26 극단오늘〈Talking With〉/ 인켈아트홀2관

∼26 극단지구연극연구소〈안녕, 모스크바〉/ 블랙박스씨어터

∼26 두비커뮤니케이션〈사랑하면춤을춰라〉/ 메사팝콘홀

∼26 극단진동〈지금해라〉/ 인켈아트홀2관

∼30 연극체험세상〈인형아놀자〉/ 아름다운세상문화체험센터

∼7.3 대중스타개발〈웃음이곧경쟁력이다〉/ 곤이랑아트홀

∼7.3 극단문예〈어린이극페스티벌〉/ 창조콘서트홀

∼7.3 극단손가락〈부지런한개미와창의적인베짱이〉/ 하늘땅소극장

∼7.3 극단코스모스〈뛰는놈위의나는놈〉/ 낙산씨어터

∼7.10 2005주제기획전〈점점발전소power Station〉/ 문예진흥원마로니에미술관

∼7.17 극단산울림〈손숙의셜리발렌타인〉/ 소극장산울림

∼7.17 앙리카르티에브레송〈찰나의거장〉전/ 예술의전당디자인미술관

∼7.24 극단더플레이컴퍼니〈햇님달님〉/ 발렌타인극장2관

∼8.28 극단두레코믹극〈뉴보잉보잉〉/ 두레홀

∼10.9 대 박물관한국전/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11.27 JH Factory 홀릭뮤지컬〈루나틱〉/ 아트홀스타씨티

∼12.31 이덕인의〈호랑이를만난놀보〉/ 떼아뜨르추소극장

∼12.31 오디뮤지컬컴퍼니〈넌센스A-Men〉/ 동숭아트센터동숭홀

∼12.31 극단손가락〈이솝우화로배우는어린이경제이야기〉/ 소극장손가락놀이극장

∼Open Run 〈인당수사랑가〉/ 대학로발렌타인극장3관

극단우리〈세계일주를떠나는마녀할머니〉(~30) / 샘터파랑새극장

‘청동단검’기획단〈가극청동단검〉(~6) / 서울여성프라자아트홀

악어컴퍼니〈6월의아트〉(~7.31) / 동숭아트센터소극장

3일 양혜진전통춤판/ 국립국악원우면당

덴마크국립교향악단첫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한국슈베르트협회제39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교향악축제-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OPUS 130-701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지부회원전(∼9) / 서울서예박물관

안미아의상향(∼4) / 국립극장하늘극장

연극배우협회〈바다의노래〉(~12) / 상명아트홀1관

성시어터라인〈인어공주〉(~26) / 상상아트홀(화이트)

Inter Space Art Group 〈햇님달님〉(~26) / 목동방송회관브로드홀

행복한사람들〈세미뮤지컬청혼〉(~7.2) / 발렌타인극장2관

4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주한외국인실기발표회/ 국립국악원우면당

[토요상설] 이칙형/ 국립국악원예악당

돈키호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양준자&오레그코세레프피아노듀오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오페라〈돈조반니〉(∼12) / 예술의전당자유소극장

쿠모실내악축제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소프라노김인숙독창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신수경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국립극장토요문화광장국수호디딤무용단공연〈태양의춤, 혼의여정〉/ 국립극장

문화광장

필름나인아트컴퍼니〈내잔이넘치나이다〉(~14) / 노량진CTS아트홀

황금겨자씨〈토끼야, 용궁가자〉(~26) / 도봉구민회관

신시뮤지컬컴퍼니〈더씽어바웃맨〉(~7.31) / 신시뮤지컬극장

5일 젊은국악인의무대/ 국립국악원예악당

서울예술기획〈그대있음에〉/ 세종문화회관대극장

황성순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이시은바이올린리사이틀/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일 아카펠라그룹‘디아이디어오브노스’〈The Idea of North〉/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최진가야금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제35회동아무용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2005 한ㆍ러아트페어(∼14)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본관1,2,3,4실

한국연묵회서전(∼7) / 세종문화회관미술관신관1,2실

미술가의눈으로바라본서울(∼7.4) / 세종문화회관광화랑

레온플라이셔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경민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고려대학교100주년기념공연〈당나귀그림자재판〉(∼5) / 국립극장해오름극장

극단동〈염소소사〉(~10) / 아리랑아트홀

극단여백〈가족의신화〉(~12)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노룻바치/연극발전연구소〈파티〉(~12) / 열린극장

PMC프로덕션〈제로공주실종사건〉(~26) / 웅진씽크빅아트홀

극단동숭무대〈백수의꿈〉(~26) / 동숭무대소극장

극단우리〈정 북〉(~30) / 썬프라자아트홀

극단우리〈뒤죽박죽잔치〉(~30) / 암사어린이극장

극단우리〈푸른구슬〉(~30) / 올림픽예술극장

극단향〈누가누구?〉(~7.3) / 발렌타인극장1관

인터〈줄리에게박수를〉(~7.3) / 소극장아리랑

오디뮤지컬컴퍼니〈리틀샵오브호러스〉(~7.31) / 동숭아트센터동숭홀

교육극단달팽이〈꽃.섬, 왕자〉(~7.31) / 한국문화의집KOUS

예감〈점프(JUMP)〉(~7.31) / 제일화재세실극장

오디뮤지컬컴퍼니〈뮤지컬그리스〉(~8.7) / 충무아트홀대극장

공연창작집단뛰다〈2005 하륵이야기〉(~9.4) / 사다리아트센터동그라미

2일 아카펠라그룹‘디아이디어오브노스’〈The Idea of North〉/ 광진문화예술회관나루

아트센터대공연장

부천신포니에타〈클래식선율속으로〉/ 부천시민회관

국악고등학교개교50돌목멱예술제 우리춤(∼3) /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실내악하늘과바람, 시 /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국악관현악단백화난만(百花爛漫)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환경시상식/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무용〈새굿〉(∼3)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서울바로크합주단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채희철어수희듀오리사이틀/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극단갖가지〈뮤지컬카르멘〉(~19) / 리틀엔젤스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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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005 양방언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소프라노고혜 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최데레사무용단〈움직임과소리〉(∼7)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7) / 예술의전당콘서트홀

7일 푸른버들교방예악원27주년정기공연(∼8) / 국립국악원예악당

독도수호한민족문화운동“독도! 문화로지킨다”/ 국립국악원우면당

[화요상설] 노수은의춤/ 국립국악원우면당

한국국민악회제21회작곡발표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박지은귀국플루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이랑씨어터〈호텔울트라〉(~12.31) / 이랑씨어터

8일 이유나가야금독주회〈산자와탱고〉/ 국립국악원우면당

한국민족음악협회〈타락콘서트〉/ 문예진흥원예술극장대극장

서울연극앙상블〈엘렉트라〉(∼22) / 문예진흥원예술극장소극장

윤승관클라리넷독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춘정이근우서예전(∼14) / 세종문화회관미술관신관1,2실

코주부김용환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별관1실

중앙대학교건설대학건축공학과창립20주년졸업전 / 세종문화회관미술관

별관2실

2005 교향악축제 진주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서순정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극단사다리〈완희와털복숭이괴물〉(~7.14) / 사다리아트센터세모극장

9일 예원무용단정기공연/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나동욱대금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이유주피아노독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11시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005 교향악축제- 원주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허재 튜바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110회국립합창단정기연주회〈한국가곡과민요의밤〉/ 국립극장해오름극장

연극〈물보라〉(∼19)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국립극단〈물보라〉(~19)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10일 손인 NOW무용단- 진법으로풀어보는춤이미지<今日’610>(~11) / 국립국악원우면당

한국무용협회〈제26회서울무용제〉(∼26) / 문예진흥원예술극장대극장

김 랑·송희듀오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뮤지컬〈오페라의유령〉(∼9.1)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2005 교향악축제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미래악회제13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18회서예대전(∼16) / 서울서예박물관

제4회해외청년작가전(∼26) /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세계명작전 바르비종회화전(∼8.28) /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여행과꿈〈쉼,표(부제:즐~)〉(~7.17) / 단막극장

PMC프로덕션〈김성녀의‘벽속의요정’〉(~7.24) / 우림청담씨어터

성시어터라인〈바다로가는성북행〉(~7.3) / 상상아트홀(화이트)

11일 재즈계의새로운바람, 레이첼로샥(Rachel Loshak) 내한공연 / 광진문화예술회관나루

아트센터대공연장

프로젝트그룹상상+4 〈뿌리에서찾은자유로운어울림 시나위와산조〉/ 복사골문화

센터아트홀

[토요상설] 남려형/ 국립국악원예악당

국립국악원절기공연〈단오〉/ 국립국악원우면당

오페라〈탄호이져〉(∼13)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뮤지컬〈2005 페드라〉(∼12)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2005 청소년음악회〈김대진의음악교실〉/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임정묵첼로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계희정클라리넷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김덕수Meets 〈하야시에데스〉(∼12) / 국립극장해오름극장

국립극장토요문화광장- 녹색지대콘서트〈러브스토리〉/ 국립극장문화광장

강미선가인무용단〈〈페드라2005〉〉(~12)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노원문화예술회관〈마리아마리아〉(~12) / 노원문화예술회관

극단사다리〈강아지똥〉(~19) / 사다리아트센터네모극장

극단작은신화〈십년후〉(~21) / 연우소극장

황금겨자씨〈우리아이첫콘서트〉(~26) / 충무아트홀소극장

Yellow Room 〈Classic sad horror 하녀들〉(~8.21) / Yellow Room(홍대)

12일 이춘희제자발표회〈소리의대물림그리고……〉/ 국립국악원예악당

중요무형문화재승무, 살풀이이수평가발표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소프라노이정민귀국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윌리엄카넨가이저클래식기타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3일 기타와성악, 그리고해금의이야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14일 [화요상설] 홍경희의가야금/ 국립국악원우면당

린나이콘서트21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제11회한국반주음악협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미하일플레트뇨프피아노리사이틀/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진 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이철진의전통춤〈삼도굿〉(∼15)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창작활성화그룹좋은나무〈첫번째돌출춤판〉(~19) / 학전블루소극장

개미프로덕션〈삼신할머니와아이들〉(~19) / 은평문화예술회관

아우내〈세익스피어의여인들〉(~7.31) / 열린극장

15일 신주희거문고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조지윈스턴콘서트〈한겨울의낭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노래의날개위에/ 세종문화회관소극장

판화2005년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본관1,2,3,4실

MBC 제16회한국구상조각대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신관1,2실

2005 교향악축제 충남도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한국피아노듀오협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노원문화예술회관〈서울앙상블오케스트라연주회〉/ 노원문화예술회관

16일 [목요상설] 실내악단풍경이있는소리/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합창단제99회정기연주회- 베르디의레퀴엠/ 세종문화회관대극장

2005 서울복지가족문화한마당공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백연옥창작발레〈저멀리크리스탈〉(∼17)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2005 교향악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내리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005 레현대무용단공연(∼17)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국립극장전통연희극회〈어사방자출도요〉(∼24) / 국립극장하늘극장

백연옥발레단〈저멀리크리스탈〉(~17)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리을무용단〈행장|||〉(~17) / 국립국악원예악당

정가악회〈없는곳의노래〉(~18) / 상명대학교아트홀

축제를만드는사람들〈오페라〈리골렛토〉〉(~26) / 씨어터일

파도소리〈용서를넘어선사랑〉(~7.3) / 서울교육문화회관대극장

리을무용단제20회정기공연(∼17) / 국립국악원예악당

17일 최첨단엔터테인먼트콰르텟〈베이스갱〉- The Bass Gang / 코엑스오디토리움

서울시교향악단제652회정기연주회(∼18)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연극〈눈먼아비에게길을묻다〉(∼7.17) / 예술의전당자유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최경아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11회대한민국서도대전/ 서울서예박물관

노원문화예술회관〈점프(JUMP)〉(~19) / 노원문화예술회관

목화레퍼토리컴퍼니〈심청이는왜두번인당수에몸을던졌는가〉(~7.17)

/ 극장아룽구지파파프로덕션〈초콜렛전쟁〉(~7.3) 

/ 행복한극장

18일 베이스갱스터, 더베이스갱(The Bass Gang) 내한공연 / 광진문화예술회관나루아트

센터대공연장

서울발레시어터〈모던발레축제의밤〉/ 부천시민회관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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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 무역형/ 국립국악원예악당

판소리한마당〈이등우의흥보가〉/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제126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포항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정열클래식기타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정자 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도자기-기술과예술의만남(∼28) /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국립극장토요문화광장-박기 & 상상밴드콘서트〈One Summer Night Fever〉/ 국립

극장문화광장

19일 독일재즈그룹〈살타첼로〉Saltacello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일요열린국악무대] 〈숨은토박이명인전〉/ 국립국악원예악당

살타첼로손기정헌정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예현기타트리오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군포시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오유진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이지희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0일 2005주제기획전〈점점발전소(Power Station)〉(∼7.10) / 문예진흥원마로니에미술관

테너김동환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1일 국립청소년국악관현악단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화요상설] 유경희의춤/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무용단정기공연〈무애지무〉(∼22)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소프라노양혜정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 교향악축제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오 란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동랑유치진선생님탄신100주년기념공연/ 국립극장해오름극장

개미프로덕션〈삼신할머니와아이들〉(~26) / 강북구민회관

드림플레이〈아주이상한기차〉(~26) /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

22일 유은선작곡발표회〈태교음악회〉/ 국립국악원우면당

모차프트협주곡전곡연주회2005-2006Ⅳ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한국파스텔협회전및공모전(∼28)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본관1,2,3,4실

제35회묵향회전(∼28) / 세종문화회관미술관신관1,2실

서울시민우수작품전(∼28)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별관1,2실

김 희무트댄스정기공연(∼24)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2005 교향악축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최지연비올라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조지윈스턴피아노콘서트/ 국립극장해오름극장

SLAP LIVE IN COREA / 국립국악원예악당

23일 KBS국악관현악단제150회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안현정작곡발표회/ 국립국악원우면당

2005 교향악축제 대구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지미, 태정화듀오리사이틀/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허성재&하남무용단〈거울속여자〉/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신작희곡페스티발(∼25)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극단작은신화〈2030 타임박스〉(~7.3) / 연우소극장

24일 월하선생주모10주기기념제17회월하문화재단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유지숙음반출판기념서도소리발표회/ 국립국악원우면당

테너이현희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조혜린귀국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7회박소림의춤/ 국립극장달오름극장

공연기획MCT 〈우리춤스타빅4 초대전〉(~25) / 호암아트홀

25일 부천시립합창단〈노래따라세계여행〉/ 복사골문화센터아트홀

[토요상설] 응종형/ 국립국악원예악당

NHK노래자랑in 서울(∼26)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청소년을위한음악회 향기나는클래식2005Ⅳ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제주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소프라노김미미독창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노재아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다이라쿠다칸〈카인노우마〉(∼26) / 국립극장해오름극장

풍물굿패살판〈바람을타고나는새야〉(∼26) / 국립극장하늘극장

국립극장토요문화광장 유진박과세션콘서트〈전자음악, 그색다른음색〉/ 국립극

장문화광장

(사)새울타악진흥회제4회한국의장단찾기경연대회(∼26) / 국립극장우면당

26일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 제13회젊은연극제(∼7.5) / 문예진흥원예술극장소

극장

2005 김숙자류경기무속및전통춤판/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 강릉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양인 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김인하플루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7일 제21회동아국악콩쿠르(∼29)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8일 [화요상설] 지성자의가야금/ 국립국악원우면당

2005 교향악축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바리톤백준현독창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카사이아키라〈화분혁명〉(∼29)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정미란발레단〈나의빛깔하나의움직임〉(~) / 호암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이인직.현진건.이효석과만나다〉(~7.2) / 노원문화예술회관

29일 윤현정가야금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국로열발레단내한공연〈신데렐라〉(∼7.1)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양소현서회전(∼7.5)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본관1,2,3,4실

한중현대미술우호전(∼7.5) / 세종문화회관미술관신관1,2실

제10회대한민국교직원종합미술대전(∼7.5) / 세종문화회관미술관별관1,2실

2005 교향악축제-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기순플루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30일 [목요상설] 실내악단황토제/ 국립국악원우면당

기획공연 - 유니버설발레단〈컨템포러리발레셀러브레이션〉(∼7.3) / 문예진흥원예

술극장대극장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2005 교향악축제-KBS교향악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조경은오보에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센니치마에블루스카이댄스클럽〈하기〉우에무라나오카&카사이미즈타케〈나, 거리,

나〉(∼7.1)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제13회젊은연극제/ 국립극장하늘극장

해오른누리/예수의예술(조아뮤지컬) 〈Concert 꽃June july〉(~7.3) / 대학로라이브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