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전시일정

도내 공연·전시 행사일정
Octo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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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개관20주년기념“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청전”

9. 26(금)
∼10. 1(수)

장르 << 서예, 서각, 서화 등
주최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0-3099-2282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개관20주년기념“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청전”
9. 26(금)
∼10. 1(수)

제47회 탐라문화제 미술제
10. 2(목)
∼10. 7(화)

장르 << 미술
주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2009년 1/4분기 공연장 일반대관 예약 안내

2 전시실
장르 << 서예, 서각, 서화 등
주최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0-3099-2282

제4회 문화조형 디자인전공 졸업전
10. 2(목)
∼10. 7(화)

장르 << 공예, 디자인
주최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문의 064-754-3690

제7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작품전
10. 8(수)
∼
10. 13(월)

장르 << 서예
주최 한글서예사랑모임
문의 010-9838-6724

제7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작품전
10. 8(수)
∼
10. 13(월)

강부언 개인전“정의현”
10. 14(화)
∼
10. 20(월)

장르 << 한국화
주최 한국화가 강부언
문의 011-696-1100

제16회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10. 21(화)
∼
10. 26(일)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제주우수청년작가 초청전
10. 27(월)
∼
11. 2(일)

제33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10. 14(화)
∼
10. 17(금)

장르 << 사진
주최 제주환경사진연합회장
문의 011-691-0902

문화진흥본부 기획·초청
장르 << 서양화, 한국화, 조각
주최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문의 011-690-7545

장르 << 서예
주최 한글서예사랑모임
문의 010-9838-6724

장르 << 한국화
주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문의 064-754-2810

제33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10. 18(토)
∼
10. 22(수)

장르 << 서양화
주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문의 064-754-2810

제33회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10. 23(목)
∼
10. 20(월)

장르 << 조각
주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문의 064-754-28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기획·초청

- 개막일시 : 2008. 10. 27(월) 오후 6시

○ 장 소 : 문예회관 제1, 제2전시실
○ 주 최 :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 전시작품 : 서양화, 한국화, 조각 70여점

□
□
□
□

대관시설：대극장, 소극장, 놀이마당
1/4분기 일반대관 신청 및 접수기간：2008. 10. 9 ~ 10. 17
공연장 이용기간：2009. 1. 1 ~ 3. 31
신청서류
- 문예회관 대관예약신청서 1부
(소정양식, http://www.jejuculture.or.kr참조)
- 공연계획서(별도 상세히 작성)
□ 접수장소：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과
☎064)754-5231, 754-5246
□ 확정발표：2008년 10월 27일한 발표
□ 우선대관 기간알림
- 아래 기재된 기간은 문화진흥본부가 주관하는
공연과 무대시설물점검, 행정시가 운영하는 예술단
정기공연 등 기간이므로 아래기간을 제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운영 내부 규정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제주우수청년작가 초청전
10. 27(월)
∼
11. 2(일)

장르 << 서양화, 한국화, 조각
주최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문의 011-690-7545

일시

제주현대미술관
(710-6602)

【소극장】
⇒ 1.5, 1.6, 1.7, 2.4, 2.16, 2.23, 3.4, 3.16,
3.23
♥ 2009년 2/4분기 대관 예약 신청 : 1월 초순 접수예정

행사명

주 최

연락처

제주정석회 수석전

제주정석회 010-5257-1828

8.30~12.31 ‘전통과창신-묵조의세계’기획전

동강 조수호 선생님

제주
현대미술관

10.15~12.31

중국현대작가전‘인준’

제주
현대미술관

연 중

박광진 특별전

제주
현대미술관

연 중

김흥수 특별전

제주
현대미술관

해녀박물관 10.1~10.31 사진전「제주여성의 삶과 문화」 해녀박물관
(710-6641)
10.1~10.7

문화학교 수료작품 전시

제주문화원

(064)
710-6601

(064)
710-6641
(064)
722-0203

제주학생
10.9~10.13
문화원
(724-1691)

사진전시

제주사진사랑 010-8278-7942

10.18~10.22

수석전시

영주수석회

(064)
758-8402

「난 타」
공연
VIP석 50,000원,
S석 40,000원

PMC
프로덕션

(064)
723- 8878

10.3~10.5

뮤지컬「신데렐라」

두부기획

(064)
8654-6854

10. 8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11시콘서트

10.16~10.19

뮤지컬「햇님 달님」

매주화~금 20:00

제주영상
토요일16:00,
20:00
미디어센터
(727-7800) 일요일·공휴일
15:00

한라아트홀
(741-7602)

제주특별자치
011-9663-5559
도립교향악단
극단가람

011-697-3581

도내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문화예술공간명

【대극장】
⇒ 1.5, 1.6, 1.7, 1.19, 1.22, 2.4, 2.12, 2.16,
2.23, 2.26, 2.27, 2.28, 3.4, 3.16, 3.23,
3.26

문화진흥본부 기획·초청

“문창배, 오기영, 이승수, 제주우수청년작가초청전”
○ 기 간 : 2008. 10. 27(월) ∼ 11.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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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민속자연사박물관 10.2~10.31
(722-246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 기당미술관
김 정 문화회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한라아트홀
제주조각공원야외
중문관광센타전시실
자연사랑포토갤러리
이중섭 전시관

전화번호

문화예술공간명

064-754-5231, 064-754-5246
064-728-3966 중앙갤러리
064-724-1691
064-763-0239
064-733-1586
064-739-3548
064-727-7800
064-735-1000
064-741-7602
064-794-9680
064-738-8550
064-743-3360
064-735-3548

그리미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씨
제주 문화예술재단
지하상가 만남&갤러리 랑데뷰
문화공간 제주아트
간드락소극장
호 갤러리
현인갤러리
세이레아트센터
미예랑 소극장
갤러리하루

전화번호
064-712-2662
064-799-8102
064-745-3693
064-748-9812
064-752-8776
064-722-6914
064-726-3031
064-744-4403
064-747-1500
064-744-8911
064-722-5254
064-76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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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문화정보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대극장

10. 1(수)

LARGE THEATER

소극장

티스앙상블 초청연주회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19:30

유료(전석 10,000원) 주최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문의 011-690-3409

10.18(토)

박순방·이선경 Duo Concert
10. 2(목)

19:30
유료(전석 20,000원) 주최 박순방·이선경
문의 011-9736-3001

〈염쟁이 유氏〉
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극

10.19(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건강성과
소중함에 대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2008.10.10(금) ~ 10.11(토) 19:30∼

무 료 주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10. 8(수)

19:30
유료(전석 10,000원) 주최 la luce ensemble
문의 017-531-2930

10.21(화)

유료(전석 20,000원-할인40% 12,000원, 단체 5,000원<20명이상>)
주최 극단 예인 문의 1544-3180

14:00, 16:00

10.25(토)
∼
10.26(일)

유료(1층 10,000원, 2층 7,000원)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의 064-754-5252

19:30
유료(일반 10,000원, 학생 8,000원)
주최 제주솔로이스츠 문의 010-8662-0651

유료(전석 20,000원-할인30% 14,000원, 단체 5,000원<20명이상>)
주최 극단 예인 문의 1544-3180

10.27(월)

2008 가곡의 밤
10.29(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

19:30

관람요금 1층：10,000원(단체 20명이상 20%할인)
2층： 7,000원
공연문의：064) 754-5252

10.30(목)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10.17(금)

19:30
무 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문의 064-760-2484

09:00
무 료 주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제20회 액센트 정기공연
19:00

10.11(토)

유료(2,000원) 주최 액센트 문의 010-4699-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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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문화정보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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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제주대학교 정기연주회
10.31(금)

제47회 탐라문화제 문학백일장 시상식 및 시낭송
14:00

10.18(토)

유료(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주최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문의 011-694-8432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78회 정기연주회

최：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한강아트 컴퍼니
원：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
10. 6(월)

무 료 주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19:30

19:30

■주
■주
■후

10. 5(일)

유료(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주최 펠릭스합창단 문의 010-9070-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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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탐라문화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19:30

작_김인경 / 연출_위성신 / 출연_유순웅
10.16(목)

무 료 주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펠릭스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솔로이스츠 제2회 정기연주회
10.12(일)

11:00, 19:30

어린이베스트셀러뮤지컬`누가 내머리에 똥쌌어?a

연극『염쟁이 유씨』
10.10(금)
∼
10.11(토)

무 료 주최 제주관광대학음악예술과
문의 016-681-6335

어린이베스트셀러뮤지컬`누가 내머리에 똥쌌어?a
10.23(목)
∼
10.24(금)

17:00

10. 4(토)

19:30

19:30

19:30

무 료 주최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문의 064-721-2588, 011-9487-5878

제47회 탐라문화제 아동문학의 밤 시상식

무 료 주최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문의 010-2693-6603

두번째 소연 신은숙 대금 발표회
유료(전석 10,000원) 주최 죽향국악원
문의 010-2696-4709

19:30

10. 1(수)

19:30

재13회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 정기연주회

제3회 La Luce ensemble 정기연주회
10. 7(화)

15명 배역이 등장하는 1인극으로
유쾌한 삶을 위한‘죽음의 난장’
으로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염쟁이 유씨>는
전통적인 장례의식의 절차를
연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각 과정의 의미,
상주와 문상객의 역할을
재미있고 쉽게 보여준다.

09:00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08 가을 작은음악회

제7회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제47회 탐라문화제 기념 제25회 전국민요경창대회
10. 6(월)

무 료 주최 제주클라리넷앙상블
문의 019-693-9497

LITTLE THEATER

제주지역 아마추어 풍물패 작은울림“우리들의 발표회”
18:00

10.25(토)

무 료 주최 제주지역아마추어 풍물패 작은울림
문의 010-8660-9628

19:3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무 료 주최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음악학과
문의 010-404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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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