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회원전

【제2전시실】

전시기간：2007. 6. 1(금)~6. 5(화)

전시기간：2007. 6. 1(금)~6. 5(화)

전시장르：사 진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판화, 입체

주

최：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문의전화：011-692-2359

한국 현대미술작가 초청전

주

한국현대 미술작가 초청전
전시기간：2007. 6. 6(수)~6. 11(월)

전시장르：한국화,서양화,조소,설치미술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조소, 설치미술

주

주

문의전화：016-613-2317

200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민속공예품 공모전

최：시상작가회

문의전화：016-613-2317

제7회 초우회전

전시기간：2007. 6. 12(화)~6. 17(일

전시기간：2007. 6. 12(화)~6. 17(일)

전시장르：민속공예품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주

주

최：제주특별자치도공예협동조합

문의전화：010-8833-3940

제15회 한·중지역 국제사진교류전

최：초 우 회

문의전화：016-691-2038

전시기간：2007. 6. 18(월)~6. 22(금)

전시장르：사 진

전시장르：공 예

주

주

문의전화：017-692-5026

제6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

최：김 미 형

문의전화：010-3002-3692

부지현 개인전

전시기간：2007. 6. 24(일)~6. 29(금)

전시기간：2007. 6. 23(토)~6. 29(금)

전시장르：서 예

전시장르：판 화

주

주

최：정 연 회

문의전화：011-691-6129

홍성석 회화전“탐라별곡”

마흔 한 살 동갑내기 소설가와 목포의
‘히빠리 골목’
에 있는 늙
은 창녀의 하룻밤 사랑이야기...
‘남도기행’
에서 자신이 겪은 실화를 가슴깊이 담아낸 작가 송
기원, 질퍽한 연기로 관객을 울리는 배우 양희경, 그리고 관객
들이 함께 만들어낸‘사랑하며 살아온 우리들 이야기’
. 두평
남짓한 방, 흐릿한 전등불밑, 목포 히빠리 골목에서 몸을 파는
늙은 창녀는 마흔 한 살 동갑내기 손님을 만나 20년 쌓아둔 한
을 한잔의 술과 함께 풀어 놓는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하룻밤
사랑도 보름달처럼 무르익는다. 가고픈 고향을 꿈속에서나 그
리는 늙은 창녀의 서글픔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승화된다.
지친아내와 어머니에게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는 작품!!
1995년 초연공연당시 서울대학로에서 전회매진! 전국20여개도
시 순회공연, 1995년 서울연극제 연기상 수상한 작품으로 10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감동이 2007년 다시 시작
됩니다.

답습과 변형전Ⅱ“김미형 도예전”

전시기간：2007. 6. 18(월)~6. 23(토)
최：녹색사진연구회

걸쭉한 남도사투리, 시를 고스란히 담은 8곡의 노래 그리고..
가슴속 깊이 자리 잡는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최：바·란·그림회

문의전화：011-9702-2307

전시기간：2007. 6. 6(수 )~6. 11(월)
최：시상작가회

양희경의`늙은 창녀의 노래a

제10회 바·란·그림전

최：부 지 현

문의전화：019-699-3358

제4회 제주수채화 협회전

○
○
○
○
○

공 연 명
공연일정
공연장소
주최/주관
후
원

:
:
:
:
:

양희경 모노드라마「늙은 창녀의 노래」
2007. 6. 23(토) ~ 2007. 6. 24(일) 19:3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 파임커뮤니케이션즈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관 람 료 : 1층 - 10,000원(문화사랑회원 7,000원)
2층 - 7,000원
○ 예 매 처
광양 훼밀리케익하우스 759-0049 / 신제주 꽃보라화원 746-0014
신시가지 명당양과 746-8849 / 서귀포 중앙서적 762-8771
농협중앙회 제주시내 각 지점 11개소 / 문화진흥원 754-5252

도내 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064)754-5231
064)754-5246

제주시 해변공연장

064)728-3966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문화원

064)724-1691

서귀포학생문화원

064)763-0239

서귀포 기당미술관

064)733-1586

김 정 문화회관

064)739-3548

제주영상미디어센터

064)727-78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064)735-1000

한라아트홀

064)741-7602

목가 갤러리

064)702-4058

제주조각공원야외

064)794-9680

금오당 미술관

064)747-8931

중문관광센타전시실

064)738-8550

자연사랑포토갤러리

064)743-3360

이중섭 전시관

064)735-3548

豊野 갤러리 문화원

064)721-4266

중앙갤러리

064)712-2662

그리미 갤러리

064)799-8102

아트 스페이스 C

064)745-3693

제주 문화예술재단

064)710-3492

전시기간：2007. 6. 30(토)~7. 5(목)

전시기간：2007. 6. 30(토)~7. 5(목)

전시장르：서 양 화

전시장르：수 채 화

지하상가 만남&갤러리 랑데뷰

064)752-8776

주

문화공간 제주아트

064)722-6914

주

최：홍 성 석

문의전화：011-639-1303

최：제주수채화협회

문의전화：011-639-0212

6월의
문화소식
열린 문화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극장】
이정석 클라리넷 독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1일(금)
공연시간：19:30
주
최：이 정 석
요
금：유 료(일반10,000학생5,000)
문의전화：011-696-1451

칸투스합창단 정기공연
공연일자：2007년 6월 2일(토)
공연시간：19:30
주
최：칸투스합창단
요
금：유 료(일반10,000학생5,000)
문의전화：011-696-3779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연합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3일(일)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소년소녀합창단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1-9617-0025

아름다운‘장한나’
와 함께하는 베토벤콘서트
공연일자：2007년 6월 4일(월)
공연시간：19:30
주
최：(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1-9487-5878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6일(수)
공연시간：19:30
주
최：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요
금：유 료(일반10,000학생5,000)
문의전화：010-5470-7894

JIBS 창사기획 뉴파워 FM은 내친구
공연일자：2007년 6월 8일(금)
공연시간：19:00
주
최：JIBS
요
금：무 료(초대권배부)
문의전화：064)740-7911

제주청소년관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9일(토)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청소년관악단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0-8662-6377

【도내 공연장 공연 및 전시일정】
여성농악 해후 30년
공연일자：2007년 6월 10일(일)
공연시간：19:00
주
최：사물놀이 마로
요
금：유료(일반20,000 학생단체10,000)
문의전화：016-690-8972

2007년 제18회 탐라합창제
공연일자：2007년 6월 15일(금) 15:00
2007년 6월 16일(토) 15:00
주
최：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6-9669

제주시립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29일(금)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시립교향악단
요
금：유 료(일반5,000학생단체3,000)
문의전화：011-9663-5559

공연일자：2007년 6월 30일(토)
공연시간：09:00
주
최：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6-9669

제주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공연일자：2007년 6월 20일(수)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시립교향악단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1-9663-5559

양희경의 모노드라마“늙은창녀의 노래”
공연일자：2007년 6월 23일(토) 19:30
2007년 6월 24일(일) 19:30
주
최：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요
금：유료(1층 10,000, 2층7,000)
문의전화：064)754-5252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26일(화)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YMCA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1-9662-0651

태고가릉빈가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6월 27일(수)
공연시간：19:30
주
최：태고가릉빈가합창단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3-0887

공

연

명

청소년동아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및
제주시
평생학습축제
해변공연장
(728-3966) 6·15 평화통일한마당

2007 제주전국 학생음악콩쿨

2007 성악협회 갈라콘서트
공연일자：2007년 6월 19일(화)
공연시간：19:30
주
최：(사)제주도성악협회
요
금：유 료(일반10,000 학생5,000)
문의전화：017-531-2930

기관명

창작어린이무용대회
파워레인저

한라아트홀
(741-7602)

【소극장】

공연기간

주

최

연 락 처

6월2일

YWCA

064) 711-8322

6월8일
~9일

제주시청

064) 728-8681

6월10일

6·15평화통일
한마당

019-9126-0476

6월
30일

박순옥

010-5757-1226

6월2일
매직커뮤니케이션
~3일

1544-3767

KBS 이성주 트리오
“그녀들만의 이야기”

6월13일

KBS 제주방송국 064) 740-7321

제4회 제주평화포럼과
함께하는 평화축제

6월17일

제주평화연구원

016-479-8819

뮤지컬“피터팬”

6월22일
~23일

극단 술이

017-214-7887

제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6월26일

제주시립합창단

011-692-1411

으뜸 VS 화음 BATTEL
공연일자：2007년 6월 9일(토)
공연시간：18:00
주

최：으뜸화음

요

금：무 료

문화진흥원 기획초청전시

문의전화：010-4693-5644

2007 한국 현대미술작가 초청전시
어린이뮤지컬“피터팬”
공연일자
2007년 6월 22일(금) 10:10, 11:20
2007년 6월 23일(토) 11:00, 14:00, 16:00
2007년 6월 24일(일) 11:00, 13:00, 15:00
주
최：DUBU기획
요
금：유 료
(일반12,000 할인10,000 단체관람：기획사문의)

문의전화：02)2654-6854

기

간 : 2007년 6월 6일(수) ~ 6월 11일(월)
- 개막식 : 2007년 6월 6일(수) 오후2시

전시장르 :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설치미술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제2전시실

전시작품 : 총80점
2007 제주전국학생음악 콩쿨
공연일자：2007년 6월 30일(토)
공연시간：09:00
주

최：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6-9669

(제주22, 서울23, 경기14, 경상도10, 호남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제주시 일도2동 852번지/(새주소) 동광로 89번지
http://www.jejuculture.or.kr
☎ 754-5231, 754-5246
FAX 754-5290, (야)754-5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