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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L E N D A R

∼2 SAC 2005 젊은작가전/ 예술의전당미술관

∼3 손만진개인전/ 예술의전당서예전

∼3 소당묵연백인전/ 예술의전당서예전

∼3 제39회미술협회전/ 예술의전당미술관

∼4 제8회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05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자유소극장

∼5 셰익스피어난장프린지〈노래하듯이햄릿〉/ 국립극장별오름극장

∼16 서울시극단제18회정기공연-막판에뜨는사나이(Man of the Moment)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0 최진욱개인전: LOVE IS REAL / 아르코미술관제2전시실

∼23 홍경택개인전: 훵케스트라Funkestra / 아르코미술관제1전시실

∼23 〈불의검〉/ 국립극장해오름극장

∼30 2005 가을의열정〈탱고〉/ 샘터파랑새극장

∼31 갤러리제일개관기념〈한봉덕추모전〉/ 갤러리제일

∼11.13 극단초인〈기차4〉/ 발렌타인극장1관

8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토요상설] 태주형/ 국립국악원예알당

볼쇼이발레단〈스파르타쿠스〉(∼9)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2005 청소년음악회- 김대진의음악교실/ 예술의전당콘서트홀

9일 제14회사랑과 혼의노래/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희연Llya Kayer 듀오리사이틀/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독일가곡연구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터미널〉(∼10) / 아르코예술극장소극장

10일 할렌소년합창단특별초청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지승, 지공예전〉(∼25) / 인사동고도사

11일 숙명가야금연주단제7회정기연주/ 국립국악원예악당

[화요상설] 이오규의가곡/ 국립국악원우면당

김희성파이프오르간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극단독립극장광복60주년기념공연〈치마〉(∼23)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2005 예술의전당자유젊은연극시리즈 III 〈왕세자실종사건〉(∼23) / 예술의전당자유

소극장

브로딘현악4중주단초청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현미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H2-2005 철학하는브레이크댄서들(∼13) /서강대학교메리홀

12일 동랑탄생100주년기념음악회/ 국립국악원예악당

아시아전통춤국제교류/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우회/미림콘서트밴드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바리톤박수길45주년기념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아렌스키의두대의피아노를위한조곡/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디자인메이드2005(∼25) / 예술의전당디자인미술관

13일 중앙대학교국악대학국악관현악단정기연주/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최 숙의경기민요/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국악관현악단기획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합창제(∼15) /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예술의전당11시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경민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빨간도깨비〉(∼16) / 아르코예술극장소극장

[서울공연예술제] 〈K〉(∼16)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14일 사단법인한국전통춤연구회정기발표회/ 국립국악원예악당

신운희정가발표회〈온고이지신〉/ 국립국악원우면당

합창교성곡〈하늘과땅이한울림이되어서〉(∼15)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예술공동두레창작마당극〈강〉(∼15) / 국립극장하늘극장

극단사다리〈하마가난다〉(∼11.13) / 사다리아트센터동그라미극장

아울로스목관5중주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5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1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토요상설] 대려형/ 국립국악원예악당

청계천복원기념〈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과함께하는새물맞이콘서트〉/ 세종문화회

관대극장

재즈코어프라이부르크첫내한공연/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연세동문윈드오케스트라기념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준성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가야현악4중주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광대들의학교〉(∼3) / 서강대학교메리홀

[서울공연예술제] 〈서쪽부두〉/ 아르코예술극장소극장

2일 청계천완공기념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수원대학교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005 성신여자대학교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상희바이올린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동인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주눈의눈〉(∼4)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서울공연예술제] 〈Letters From Tentland〉(∼3)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3일 2005 셰익스피어난장3 〈로미오와줄리엣〉(∼9) / 국립극장하늘극장

[서울공연예술제] 〈Let me change your name?〉(∼4) / 충무아트홀

4일 559돌한 날경축공연〈춤으로보는한 대탐험-훈민정음〉/ 국립국악원예악당

[화요상설] 정대석의거문고/ 국립국악원우면당

2005 서울아트마켓(∼8) /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슈베르티아데with Orchestra /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수련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44회갈물한 서회전/ 예술의전당서예관

5일 고연정제2회가야금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볼쇼이발레단〈지젤〉(∼7)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오페라〈나부코〉(∼9)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김지연의스토리가있는클래식여정/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허원숙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W;조우그리고반날〉(∼6) / 서강대학교메리홀

[서울공연예술제] 〈자객열전〉(∼7)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서울공연예술제] 〈벚나무동산〉(∼9) / 사다리아트센터네모극장

6일 [목요상설] 김은경작곡발표회/ 국립국악원우면당

2005 서울아트마켓(∼8)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이보포고렐리치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임경원첼로독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MANIF 11∼05 서울국제아트페어(∼18) / 예술의전당미술관

7일 예술의전당심포닉시리즈- 부천필의브루크너/ 예술의전당콘서트홀

미래악회30주년(∼8) /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Back to the present〉(∼9)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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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 협종형/ 국립국악원예악당

[판소리한마당] 유 애의심청가/ 국립국악원예악당

발레〈고집쟁이딸〉(∼20)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연극〈고 리의검찰관〉(∼16)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홍성은첼로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서울공연예술제] 〈Twin Houses〉(∼16) / 서강대학교메리홀

16일 일요열린국악무대〈주한아시아인과함께하는음악축제〉/ 국립국악원예악당

신나는국악동요세상/ 국립국악원우면당

시크릿가든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빈트리오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변정은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7일 한·러수교15주년러시아볼쇼이합창단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국악꽃향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18일 단국대학교국악과제22회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화요상설] 이은주의무용/ 국립국악원우면당

런던필내한연주회(장 주협연)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김정현첼로독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연분홍현대춤공연〈공소를찾다〉(∼20)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이반피셔와부다페스트페스티발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서울챔버앙상블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9일 제47회서울대학교음악대학국악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휘몰이잡가발표공연/ 국립국악원우면당

히로시마심포니오케스트라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청소년을위한음악회-향기나는클래식2005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극단골목길〈맨드라미꽃〉(∼11.6) / 아르코예술극장

유리바쉬메트& 모스크바솔로이스츠초청공연/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김동진클라리넷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0일 KBS국악관현악단제153회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윤형욱피리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런던필내한연주회(장연주협연)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소합제127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총구(銃口)  〈교사~키타모리류타의청춘〉(∼23) / 서강대메리홀

Korean Arts Overseas : New Visions(∼25) /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바로크합주단창단40주년기념대연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피아노학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1일 창작무용극-비연의혼/ 국립국악원예악당

경찰의날기념식/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모차르트협주곡전국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아! 고구려〉/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제16회KNUA정기공연(∼23)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로비라카토시내한공연/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이상재클라리넷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트홀

2005 Seoul International Photoart fair(∼30) /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22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토요상설] 고선형/ 국립국악원예악당

제3회지음회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청소년국악관현악단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경기도문화의전당고골리의‘결혼’(∼23)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Korean Rock Musical 〈로미오와줄리엣〉(∼11.13) / 사다리아트센터

수원시향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로메로스기타콰르텟리사이틀/ 예술의전당콘서트홀

SAC이야기콘서트- 박미혜의Love Story /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3일 제2회창신제(크라운국악제) / 국립국악원예악당

제34회MBC가을맞이가곡의밤(∼24)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비올리스트김성은/ 피아니스트김대진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김화례& 발레노바정기공연/ 국립극장별오름극장

2005예술의전당회원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앙상블프리즈마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조소연귀국피아노독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4일 제25회전국국악경연대회예선/ 국립국악원우면당

국악꽃향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민족음악원태평성대를위한국태민안굿‘藝風’(∼25) /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25일 제25회대한민국국악제(∼26) / 국립국악원예악당

[화요상설] 홍금산의무용/ 국립국악원우면당

클라츠브라더스& 쿠바퍼커션/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제45회동아음악콩쿠르본선연주회(∼27) / 세종문화회관소극장

한민족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TACM현대음악앙상블연주회/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6회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11.4) /서울서예박물관

26일 여덟번째잉여질소리모임/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어머니합창단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Beethoven in Seoul - 박종훈, 그의새로운도전/ 나루아트센터대공연장

무용〈사색의춤- 알수없어요〉(∼27) / 예술의전당토월극장

2005 예술의전당청소년연극제(∼11.4) / 예술의전당자유소극장

강동석의희망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PAN Music Festival(∼11.1) /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27일 제7회한가람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예악당

[목요상설] 안성우대금독주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서울시향제660회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10주년기념음악회(∼29) / 국립극장해오름극장

화음챔버오케스트라10주년기념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8일 10월문화의달기념〈우리춤우리멋〉/ 국립국악원예악당

KBS국악관현악단작은음악회/ 국립국악원우면당

지구촌 양결핍아동돕기명사음악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국악관현악단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한국마임2005(∼11.6) / 대학로블랙박스씨어터

오페라〈안드레아셰니에〉(∼31) /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KBS교향악단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9일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국립국악원예악당

[토요상설] 중려형/ 국립국악원예악당

이현의농제8회정기연주회〈청소년을위한우리민요와함께하는해금놀이〉/ 국립국

악원우면당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대극장

배종우독창회/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남산골완창판소리- 왕기석의〈수궁가〉/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서울특별연주회한일수교40주년기념〈함께해요우리는친구!〉/ 예술의전당콘서트홀

프리마돈나앙상블제8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30일 슈투트가르트챔버오케스트라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대극장

한국춤예술원〈이철진의전통춤〉(∼31) / 국립극장별오름극장

서울챔버오케스트라제67회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강남대학교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31일 제25회전국국악경연대회본선/ 국립국악원우면당

할로윈콘서트/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국악꽃향기/ 세종문화회관소극장

제3회한·중·일아시아가무단공연〈아무타제〉/ 국립극장해오름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