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전시실】
홍성석 회화전“탐라별곡”

【제2전시실】

전시기간：2007. 6. 30(토)~7. 5(목)

전시기간：2007. 6. 30(토)~7. 5(목)

전시장르：서양화

전시장르：수 채 화

주

주

최：홍 성 석 (제주출신)

문의전화：011-639-1303

제14회 제주청년작가전

문의전화：011-639-0212

제6회 연전
전시기간：2007. 7. 6(금)~7. 11(수)

전시장르：한국화,서양화,조각,판화,공예,디자인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조소

주

주

문의전화：064)754-5231

제50회 영주연묵회전

최：연 회 (제주단체)

제25회 에뜨왈전“흙”
전시기간：2007. 7. 12(목)~7. 17(화)

전시장르：서 예

전시장르：회화, 공예, 설치미술 등

주

주

문의전화：016-692-5657

원미전

최：에 뜨 왈 (제주단체)

문의전화：016-697-6162

58동문-2007제주기획전

전시기간：2007. 7. 18(수)~7. 23(월)

전시기간：2007. 7. 18(수)~7. 23(월)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조각

전시장르：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주

주

최：원 미 회 (제대대학원생)

문의전화：0010-4699-0038

강영자 서각전

최：58동문회 (서울대미술학부동문)

문의전화：011-699-9464

가족사랑공동체와 사랑사진공모전 및 제12회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회원전

전시기간：2007. 7. 24(화)~7. 27(금)

전시기간：2007. 7. 24(화)~7. 28(토)

전시장르：서 각

전시장르：사 진

주

주

최：강 영 자 (제주출신)

문의전화：011-697-6555

제14회 제주도서예대전 입상작품전

최：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문의전화：016-691-0013

제2회 양창부 수채화 개인전

전시기간：2007. 7. 28(토)~8. 2(목)

전시기간：2007. 7. 29(일)~8. 2(목)

전시장르：서 예

전시장르：수 채 화

주

최：한국서예협회제주도지회

문의전화：018-695-9851

주

도내 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韓流를 넘어 아시아의 새 문화허브를 향해..
걸작오페라 <리골레토>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신오페
라 <리골레토>는 2006년 5월 예술의전당 공연시,‘오페라를 아
시아와 접목하여 새로운 오페라 붐을 조성한 공연’
이라는 호평
을 받은 바 있다. 궁정광대 리골레토를 전쟁난민 출신의 요리
사로 변신시켜 시대와의 불화에 맞서다 좌절당한 현대인의 모
습을 영상적으로 표현한 신오페라 <리골레토>는 고전오페라의
재현을 뛰어넘어‘오늘의 시각’
으로 새롭게 연출된 현대적 오
페라이다.

최：양 창 부 (제주출신)

문의전화：011-945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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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8(토)~29(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서울오페라 앙상블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관 람 료 : 1층 15,000 , 2층 10,000
○ 예 매 처
광양 훼밀리케익하우스 759-0049 / 신제주 꽃보라화원 746-0014
신시가지 몽레브 제과점 746-8849 / 서귀포 중앙서적 762-8771
농협중앙회 제주시내 각 지점11개소 / 문화진흥원 75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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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만남&갤러리 랑데뷰

064)752-8776

※ 이공연은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문화공간 제주아트

064)722-6914

문의전화：010-4692-4520

전시기간：2007. 7. 12(목)~7. 17(화)
최：영주연묵회 (제주단체)

신 오페라“리골레토”

최：제주수채화협회

전시기간：2007. 7. 6(금 ) ~7. 11(수)
최：문화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

제4회 제주수채화 협회전

베르디 오페라의 오리지널 음악은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해
석, 영상적 연출로 새롭게 추진하는 신작프로젝트다.
무대 배경은 중세 이태리 북부의 만토바가 아닌 20세기 끝자락
의 가상의 항구도시 K로 변신한다.
만토바 궁정은 첨단빌딩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의 멤버십 파티
장으로 변신한다. 여기에 전쟁난민 출신 리골레토는 궁정광대
가 아니라 요리사로 취직해있다. 딸 질다는 보트피플 출신 자
객 스파라푸칠레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원작이 왕정의 절대권
력에 희생당하는 비극을 그렸다면, 이작품은 현대 소시민의 눈
으로 본 거대자본의 횡포를 그린 작품이다.
세계 걸작오페라 <리골레토>의 새로운 아시아판 버전으로 韓流
와 접목, 한국 오페라를 아시아 문화허브의 中心軸(중심축) 으
로 발전시켜 대중문화 일변도의 한류 열풍을 뛰어 넘어 클래식
음악을 통한 30억 아시아인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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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문화소식
열린 문화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극장】
제2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일자：2007년 7월 1일(일)
공연시간：19:30
주
최：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0-8435-8004

【소극장】
풍물공연 작은울림 2007

공연일자：2007년 7월 13일(금) 19:30
2007년 7월 14일(토) 19:30
주
최：문화진흥원
요
금：유 료(5,000)
문의전화：064)754-5251

제5회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
공연일자：2007년 7월 16일(월)
공연시간：16:00
주
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64)728-3924

탐라예술단 15주년 기념공연
공연일자：2007년 7월 17일(화)
공연시간：19:00
주
최：제주탐라예술단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92-1628

2007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공연일자：2007년 7월 19일(목) 14:00
2007년 7월 20일(금) 14:00
2007년 7월 22일(일) 17:00
주
최：제주특별자치도,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6-9669

신오페라“리골레토”
공연일자：2007년 7월 28일(토) 19:30
2007년 7월 29일(일) 19:30
주
최：문화진흥원
요
금：유 료(1층15,000 2층10,000)
문의전화：064)754-5252

기관명

공연일자：2007년 7월 7일(토)
공연시간：18:00
주

최：작은울림(제주)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1-9660-9628

제주도립예술단 제34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제주춤 Ⅸ
『설(設)·화(話)-그 근간을 찾아...』

【도내 공연장 공연 및 전시일정】

제주시
해변공연장
(728-3966)

비상정기공연
공연일자：2007년 7월 17일(화)
공연시간：18:00
주

최：아라청소년문화의집

요

금：유료(2,000)

문의전화：064)724-0536

2007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공연일자：2007년 7월 21일(토)
공연시간：10:00
주
최：제주특별자치도,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16-636-9669

제33회 제주도미술대전 접수 및 심사
접수 및 심사일자

공

연

명

공연기간

주

연 락 처

제7회제주국제생화체육
태권도대회개회식

7월6일

제주태권도협회

017-601-4818

벨리댄스발표회

7월7일

윤선아벨리댄스

011-9662-1825

삼천만에음악콘서트

7월13일

현경철

016-698-4658

백윤희벨리댄스

7월14일

백윤희벨리댄스

010-6623-8743

벨리댄스발표회

7월15일

정미영

064) 753-8083

7월20일
제14회한여름밤의해변축제
~8월9일

제주시

064) 728-2714

티켓포유

064)727-0095~6

팝콘솔루션

064)727-0095~6

35주년기념
7월14일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혜은이 제주특별공연-열정 16:00,19:00
탐라홀
나나무스꾸리 내한 제주공연 7월29일
NANA MOUSKOURI’
S
(735-1000)
FAREWELL WORLD TOUR 18:00
한라아트홀
(741-7602)

최

누가 내머리에 똥 샀어

7월
7일,8일

극단 예인

018-365-5454

최현호 MagicShow

7월
14일,15일

팝콘솔루션

010-859-9623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축하무대 제34회 정기공연】

세계로 향한 제주 춤 Ⅸ

『설(說)·화(話) - 그 근간을 찾아....』
창제설화인‘설문대할망’과 제의적 성격이 짙은‘본풀이’, 민간설
화인‘민담’총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

최：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공연일시 : 2007년 7월 13~14일(금, 토), 19:30 - 80분 내외(1일1회)

요

금：무 료

공연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입장요금 : 유 료 (5,000원)
예매처

공연일자：2007년 7월 28일(토)
공연시간：16:00
주

최：(사)서예협회제주도지회

요

금：무 료

문의전화：064)744-9851

□ 4/4분기 일반대관 신청 및 접수기간：2007. 7. 2 ~7 .10 (7일간:공휴일제외)
□ 공연장 이용기간 : 2007. 10. 1 ~ 2007. 12. 31
□ 신청서류
- 문예회관 대관예약신청서 1부(소정양식, http://www.jejuculture.or.kr참조)
- 공연계획서(별도 상세히 작성)
□ 확정발표 : 2007년 7월 25일(개별통보)
□ 우선대관 기간알림
- 아래 기재된 기간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문화진흥
원장이 인정하는 국제행사기간, 탐라문화제, 국제관악제, 탐라전국합창제 등
기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운영 내부 규정
【대극장】
10.1, 10.5~10.13, 10.15~10.17, 10.23, 10.25~10.29, 11.1,
11.2~11.5, 11.14, 11.15~11.25, 11.26, 12.3, 12.17, 12.23~12.25,
12.27
【소극장】
10.5~10.13, 10.15~10.17, 10.26, 11.1, 11.14, 11.23~11.25, 11.26,
12.3, 12.17, 12.27
♥ 2008년 1/4분기 대관 예약 신청 : 10월 초순 접수예정

주

제14회 제주도서예대전 시상식

분기별 대관 신청을 통해 예약 취소율을 최소화하여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공연
단체들의 폭넓은 작품발표 기회 부여와 도민들에게 수
준높은 작품 감상 기회 제공

□ 접수장소 : 문화진흥원 문예진흥과 ☎064) 754-5231, 754-5246

：2007년 7월 23일(월)∼7월27(금)

문의전화：064)753-3287

2007년 4/4분기 정기 대관 예약 운영 계획

광양 훼밀리케익하우스(☎759-0049), 신제주 꽃보라화원(☎746-0014)
신시가지 몽레브제과점(☎746-8849), 탑동 E마트 1층 SK텔레콤(☎755-9111)
서귀포중앙서적(☎762-8771)

문화진흥원 기획초청전시

제14회 제주청년작가전
기
간
개 막 식
장
소
전시작품

:
:
:
:

2007. 7. 6(금) ∼ 7. 11(수)
2007. 7. 6(금) 오후6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총33점(한국화,서양화,조각,판화,공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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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