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전시일정
April 2008

제

1 전시실

제

2 전시실

제3회 조영자 개인전
3. 27(목)
∼4. 1(화)

장르 << 서양화
주최 조영자 문의 017-699-1805

제6회 섬·여백전
3. 27(목)
∼4. 1(화)

4·3항쟁 60주년기념전“개토-역사의 변증”
4. 2(수)
∼4. 7(월)

장르 << 회화, 조각, 설치미술, 영상
주최 탐라미술인협회 문의 018-627-7933

장르 << 사진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문의 011-696-5202

주최 섬·여백회 문의 010-2699-2150

4·3항쟁 60주년기념전“개토-역사의 변증”
4. 2(수)
∼4. 7(월)

제주도 사진단체 연합전
4. 8(화)
∼4. 13(일)

장르 << 한국화

제35회 백록담전

분기별 대관 신청을 통해 예약 취소율을 최소화하여 공연
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공연단체들
의 폭넓은 작품발표 기회 부여와 도민들에게 수준높은 작
품 감상 기회 제공

장르 << 회화, 조각, 설치미술, 영상
주최 탐라미술인협회 문의 018-627-7933

제주도 사진단체 연합전
4. 8(화)
∼4. 13(일)

2008년 3/4분기 공연장 정기대관 예약 운영계획

장르 << 사진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문의 011-696-5202

강영호전“탐라이야기”

장르 <<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서예
주최 백록담회 문의 010-2699-2150

4. 14(월)
∼4. 20(일)

장르 << 서양화
주최 강영호 문의 010-6349-1723

4. 20(일)
∼4. 25(금)

장르 << 서예
주최 상묵회 문의 011-694-9072

장애인의 날 기념“돌구녕 세상 회원사진전”
4. 21(월)
∼4. 25(금)

장르 << 사진
주최 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 문의 010-6349-1723

4. 26(토)
∼4. 30(수)

장르 << 서예
주최 제주소묵회 문의 011-639-7436

박선희 제2회 도예전
4. 26(토)
∼5. 1(목)

장르 << 공예
주최 박선희 문의 016-620-370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064-754-5231
064-754-5246

제주시 해변공연장

064-728-3966

제주학생문화원

064-724-1691

서귀포학생문화원

064-763-0239
064-733-1586

김 정 문화회관

064-739-3548

3/4분기 일반대관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4. 7 ~ 4. 14

제주영상미디어센터

064-727-7800

공연장 이용기간 : 2008. 7. 1 ~ 9. 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064-735-1038

신청서류

한라아트홀

064-741-7602

- 문예회관 대관예약신청서 1부

제주조각공원야외

064-794-9680

(소정양식, http://www.jejuculture.or.kr참조)

중문관광센타전시실

064-738-8550

- 공연계획서(별도 상세히 작성)

자연사랑포토갤러리

064-743-3360

접수장소 :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 문예진흥과

이중섭 전시관

064-735-3548

중앙갤러리

064-712-2662

그리미 갤러리

064-799-8102

아트 스페이스 씨

064-745-3693

제주 문화예술재단

064-748-9812

지하상가 만남&갤러리 랑데뷰

064-752-8776

문화공간 제주아트

064-722-6914

간드락소극장

064-726-3031

호 갤러리

064-744-4403

현인갤러리

064-747-1500

세이레아트센터

064-744-8911

확정발표 : 2008년 4월 25일한 발표
우선대관 기간알림
주관 하는 초청공연 및 도립무용단 정기공연과 무대시설물점검
기간이며, 또한 도립 제주합창단·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주
국제합창축제, 제주국제관악제 등 기간이므로 아래 기간을 반드시
제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운영 내부 규정

제37회 제주소묵회전

전화번호

서귀포 기당미술관

- 아래 기재된 기간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가 주최·

제주-천안 서예 연의전

문화예술공간명

대관시설명 : 대극장, 소극장, 놀이마당

☎064) 754-5231, 754-5246

4. 14(월)
∼4. 19(토)

도내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대극장】
7.1∼7.4, 7.9∼7.27, 8.4, 8.11∼8.20, 8.22∼8.25, 8.29, 9.4∼
9.5, 9.16, 9.22,
【소극장】
7.2∼7.4, 7.14∼7.19, 7.21, 8.4, 8.22, 8.29, 9.4, 9.16, 9.22
♥ 2008년 4/4분기 대관 예약 신청 : 7월 초순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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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문화정보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대극장

LARGE THEATER

소극장

LITTLE THEATER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 초청공연
제주교향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2007년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선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최다 유료 관객 관람!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4. 1(화)

유 료(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단체 4,000원)
주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문의 064-728-3937, 011-9663-5559

리액션 댄스스쿨 파티
18:00

19:30

4. 21(월)

무 료 주최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문의 011-697-4192

4. 6(일)

무 료 주최 리액션 문의 010-5535-2054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판타지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4. 14(월)

4. 16(수)

삼신할머니를 소재로 생명존중과 평등을 표현하여 우
리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감
동이야기!!
4. 17(목)

※공연문의：064)754-5251∼2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대극장 입구에서 좌석을 배정 합니다.
최소 공연시간 15분 전까지 꼭 좌석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00, 13:30

19:30

유 료(일반 15,000원, 단체 4.000원) 주최 극단 길
문의 02-6223-0831

4. 22(화)

제주교향악단 11시 콘서트

19:30

11:00

무 료 주최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문의 011-9660-3980

4. 23(수)

19:30

4. 25(금)

유 료(전석 5,000원) 주최 제주목관 5중주
문의 010-5174-2804

4. 26(토)

4. 19(토)

무 료 주최 김은혜
문의 064-722-1131, 017-271-7928

∼

19:30
유 료(1층 10,000원 , 2층 7,000원)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 문의 064-754-5252

김용배 피아노 독주회(음악춘추사 초청 스페셜 콘서트)
유 료(일반 20,000원, 학생 10,000원) 주최 음악춘추사
문의 02-2231-9001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19:30

19:30

유 료(전석 10,000원) 주최 삼익 벡스타인
문의 011-699-8817

18:00
유 료(R석 30,000원, 일반석 20,000원) 주최 썬 무용예술단
문의 051-644-6627, 010-2983-3849

4·3소리굿「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4. 12(토)
∼
4. 13(일)

18:00
무 료 주최 민요패 소리왓
문의 064-721-4967, 011-697-4981

도내 공연장 공연 및 전시일정
기관명

공연일

공연명

주 최

연락처

민속자연사박물관 4월 11일(금)
천혜의 섬 마라도를 가다
(710-8834) ~ 5월 1일(목)

064
민속자연사
710-8834
박물관

제주현대미술관 3월 1일(일) 30대 청년작가의 審美眼
(741-7602) ~4월 27(일)
- 풍경 제주」
展

제주
064
현대미술관 710-6601~2

해녀박물관 4월 1일(화)
(710-6644) ~4월 25(금)

해녀박물관

해녀와 제주풍광 기리에
작품 초대전

064
710-6644

4·3사업소 4월 1일(화)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기념 특별전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6964) ~6월 30(월) 강요배의 4·3역사화「동백꽃 지다」 4·3사업소 710-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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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문화정보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19:30

4. 29(화)

벡스타인 심희정교수 독주회

라틴 아메리칸 댄스공연『I LOVE SUNNY』
4. 20(일)

무 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문의 064-728-3937, 011-9663-5559

뮤지컬「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19:30

4. 18(금)

유 료(전석 10,000원) 주최 제주이솔리스티
문의 010-3268-9808

故 이명숙명창 1주기 추모공연 및 한라예술단 창단공연

김은혜 플루트 독주회

x공연개요y
□공 연 명：가족 뮤지컬`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a
□공연일정：2008. 4. 25(금)∼26(토), 2일간, 19:30∼21:00(90분)
□장
소：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극단 십년후
□후
원：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입장요금：1층-10,000원(문화사랑회원 20%할인)
2층-7,000원
□예 매 처：광양 훼밀리케익하우스 759-0049
신제주 꽃보라화원 746-0014
신시가지명당양과 746-8849
서귀포중앙서적762-8771
농협중앙회제주시내 720-1351

제주이솔리스티 정기연주회

제주목관 5중주 창단연주회

새(鳥) 꿈을 꾸고 줄줄이 딸 여섯을 낳은 월희 엄마
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언제나 성화이다. 그러던 어느
날 봉황새가 날아드는 태몽을 꾸고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한다. 봉
황새 꿈이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한 여섯 자매들은 삼신할머니를
만나 태어날 동생이 여자아이 봉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극본 이강백, 작곡 최종혁, 연출 송용일

어린이 뮤지컬『걸리버 여행기』

4. 30(수)

유 료(전석 10,000원) 주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문의 010-4692-2122

4월 11일(금)
제주
~4월 14(월)
학생문화원
(724-1691) 4월 19일(토)
~4월 23(수)
4월 25일(금)
~4월 28(월)

새우란 전시

한국
새우란회

서예전

064
동심묵연회 724-1691

식물전

한라
식물사랑회

리코댄스 정기발표회

국제전통무용
010-4141-7847
협의회

4월 10일(목)
~4월 12(토)

가족뮤지컬“정글북”

가람예술기획

064712-4422

4월 19일(토)

레나마리아 공연

제주KCTV

064741-7722

한라아트홀 4월 5일(토)
(741-760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월 26일(토) 1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5주년기념
탐라홀(735-1000) 4월 27일(일) 18시 〈김장훈 원맨쇼 - 섬나라편〉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064727-0095~6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http://www.jejuculture.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852번지, <새주소>동광로 89번지
Tel. 754-5231, 754-5246 Fax. 754-5290, (야)754-5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