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전시일정

도내 공연·전시 행사일정

도내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MAY 2009

제

1 전시실

제

제68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5. 1(금)
∼
5. 5(화)

장르 << 미술
주최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0-8661-0505

제68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5. 1(금)
∼
5. 5(화)

제36회 백록담전
5. 6(수)
∼
5. 10(일)

장르 << 미술
주최 백록담회
문의 010-2699-2150

장르 << 미술
주최 제주대학교예술학부 조소전공 사무실
문의 064-754-2810

5. 6(수)
∼
5. 10(일)

장르 << 서예
주최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6-680-8617

5. 11(월)
∼
5. 15(금)

장르 << 사진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문의 011-691-5847

5. 16(토)
∼
5. 21(목)

장르 << 문인회
주최 제주문인화연구회
문의 016-691-0335

장르 << 서예
주최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6-680-8617

제14회 가톨릭 제주교구 사진가회 회원전
5. 22(금)
∼
5. 26(화)

제주·천안 문인화 교류전
5. 27(수)
∼
5. 31(일)

장르 << 회화
주최 초우회
문의 010-9839-1460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주초청전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전
5. 22(금)
∼
5. 26(화)

장르 << 공예
주최 형 전회
문의 011-9661-8477

제8회 초우회 정기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주초청전
5. 16(토)
∼
5. 21(목)

장르 << 미술
주최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의 010-8661-0505

기관명

장르 << 사진
주최 가톨릭 제주교구 사진가회
문의 011-699-6514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제주-울산 교류전
5. 27(수)
∼
5. 31(일)

장르 << 미술, 사진
주최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
문의 016-9301-2606

일시

행사명

주 최

연락처

문화예술공간명

민속자연사박물관 3.5~5.25 박물관운영부 연합특별전 민속자연사박물관 710-7702
연중(수요일 휴관)

김흥수 특별 전시

박광진 특별 전시
연중(수요일 휴관)
제주
제주
710-7805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봄의
서곡
여행」
3.28
강태석 유작전(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 6.30 권기수 작가전(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시실)

제12회 형 정기전

제37회 제대미전
5. 11(월)
∼
5. 15(금)

2 전시실

5.15(금)
10:00~12:00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 세미나
제주돌문화
710-7731
10:00~18:30“탐라에서 신화를 말하다”
공원

돌문화공원 5.16(토)

5.17(일)
10:00~16:00 설문대할망 전설지답사

해녀박물관 5.1~ 5.31
3. 4
항일기념관
~ 8.15

제주영상동인회 011-691-1297

사)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참상기록 사진전 희생자유족회 710-7790∼4
제주도지부

민속자연사박물관

064)710-7701

제주돌문화공원

064)710-6631

해녀박물관

064)710-7774

제주현대미술관

064)710-6601

제주시 해변공연장

064)728-3966

제주학생문화원

064)724-1691

서귀포학생문화원

064)763-0239

국립제주박물관

064)720-8000

서귀포 기당미술관

064)733-1586

김 정 문화회관

064)739-3548

제주영상미디어센터

064)727-78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064)735-1000

5. 9

전통음악의 향연

국립제주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라아트홀

064)741-7602

아라 뮤즈홀 공연장

064)754-2148

5. 16

님스아일랜드(영화)

김영갑갤러리

064)784-9907

음악이 있는 박물관
- 전시실 로비 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앙상블“준”)

중문관광센타전시실

064)738-8550

5. 23

자연사랑포토갤러리

064)743-3360

5. 30

마이캡틴 김대출(영화)

국립제주박물관

이중섭 전시관

064)760-3567

중앙갤러리

064)712-2662

그리미 갤러리

064)799-8102

아트 스페이스 씨

064)745-3693

국립제주박물관 720-8022

매주 화~금
「난 타」
공연
PMC
20:00
723-8878
토요일
VIP석 50,000원, S석 40,000원 프로덕션
16:00, 20:00
세이레 5.19~5.20,
세이레
5.23, 5.26 아동극“도깨비 이야기”
711-8922
아트센터
어린이극장
∼5.27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한라아트홀 5.2~5.3

팬양 버블 매직쇼

팝콘ART솔루션 727-0095

5.1~5.15 서양화가 손정순 초대전

갤러리하루

064-710-7631
064-710-7632

국립제주박물관

제15회 기획전시
제주 ‘08 7.30
753-9105
~
교육박물관 ‘09.5.31 「타임머신교실 - 70년대 수업속으로...」 제주교육박물관

현인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라따뚜이(에니메이션)

5. 2

국립
제주박물관

제주바당 사진 초대전

전화번호

현인갤러리 747-1500
5.19
꽃·꽃·꽃바람전
~ 6.10 - 서양화가 15인 초대전
5.1
갤러리 하루 기획 초대전
갤러리하루 010-6569-9469
~ 5.10
“문창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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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예랑 소극장

064)722-5254

갤러리 하루

064)762-3322

갤러리 모앙

011-639-0678

연 갤러리

064)757-4477

5

월의 문화소식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공연관람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대극장

LARGE THEATER

2009 제주예술제
5. 1(금)

5. 2(토)

19:20 (국악공연)
개막식：19:30 (개막식 축하공연 - 무용 및 연극공연)

한라윈드앙상블 제43회 정기연주회
19:00

5. 9(토)

무료 주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2009 제주예술제

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5. 10(일)

2009 제주예술제
무료 주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5. 26(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창작 오페라“백록담”
5. 29(금)

무 료 주최 칸투스합창단
문의 010-662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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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1(일)

19:30
무 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064-710-6694

제24회 제주CBS 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영화상영：14:00 (워낭소리), 16:00 (붕어빵)

5. 3(일)

19:30

유료(일반 5,000원, 학생 1,000원)
주최 한라윈드앙상블 문의 010-6798-1155

영화상영：14:00 (붕어빵), 16:00 (워낭소리)
국악공연：19:30 (소리와 춤의 향연)
무료 주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의 064-753-3287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41회 정기연주회

19:30

5. 11(월)

소극장

LITTLE THEATER

무 료 주최 제주CBS 문의 064-748-7400

YMCA 유스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

5. 4(월)

항공우주박물관 기공식 축하 전야제 군악연주회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5월 특별연주회“영화속의 모차르트”

19:30

19:30

무 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공군본부·JCD
문의 064-710-3373

5. 12(화)

19:30

5. 29(금)

유료(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주최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문의 064-721-2588

무 료 주최 YMCA 유스오케스트라
문의 010-9985-5539

나무와 새 이야기 불우이웃 자선 2주년 기념콘서트
가정의 달 기념“좋은영화 무료상영”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

14:00, 17:00

5. 5(화)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 줄 단 하나의 뮤지컬!!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는 한물간 락스타‘최곤’
“니들이 최곤을 알아? 나 최곤이야, 가수왕 최곤이라고!”최곤
은‘비와 당신’이란 노래로 88년도 가수왕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대마초 흡연 전과자 정도로
취급받는, 잊혀진 스타이다.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자신이 스타라 믿고 있다는 것. 사람을 때
려놓고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한 대 더 날려준 탓에 합의금만 불어난다. 매니저인 민수는 합
의금을 구하기 위해 방송국을 헤매다 김국장을 붙잡고 늘어진다. 김국장은 도와주는 대신 영
월로 내려가 라디오 DJ를 하라는 조건을 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민수는 최곤을 설득, 여
기에 방송사고를 치고 자숙중인 괄괄한 PD 강석영까지 가세해 이들 셋은 결국 영월로‘유
배’가듯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최곤의‘정오의 희망곡’은 시작되지만, 시골방송국에서 심사
가 편할리 없는 최곤은 대본이고 뭐고 막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최곤은 배달온
다방 레지 김양을 게스트로 등장시키는데, 김양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
이 때부터 최곤의 방송은 영월 지역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된다. 최곤을 추종하
는 영월의 락밴드‘이스트리버’가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최곤의 인기
는 나날이 치솟는다. 이제 남는 것은 재기하는 것 뿐. 전국방송으로 확대된다는 소식과 함께,
최곤에게 대형 매니지먼트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는데... 다시 찾아온 성공의 기회. 두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주)쇼플레이

입장요금：1층 30,000원 2층 20,000원 (문화사랑회원(30%)·단체(20명이상) 20%할인)
예매처：광양 훼밀리케익하우스 759-0049, 명당양과(제원아파트 입구) 746-1848, 몽레브과자점(신
시가지) 746-8849, 농협중앙회 제주시내 지점 720-1351, 서귀포 온앤오프 762-9200

공연문의 710-7643

5. 6(수)

무 료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의 064-710-7651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38회 정기공연

19:30

16:00, 19:30

무 료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의 064-710-7651

19:30

5. 20(수)

무 료 주최 초교파 사모합창단
문의 010-9840-0843

5. 23(토)
∼
5. 24(일)

19:30
유료(1층 30,000원, 2층 20,000원/문화사랑회원 30%, 단체(20명
이상) 20% 할인)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의 064-710-7643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한국불교태고종제주교구 불음합창제”
19:00

19:30
무 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문의 064-728-3937, 011-9663-5559

유료(일반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군경 2,500원, 단체4,000원)
주최 문화진흥본부 문의 064-710-7641~5

뮤지컬“라디오스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청소년 협주곡의 밤”
5. 8(금)

유료(1층 20,000원, 2층 10,000원)
주최 서울신포니에타 문의 02-732-0990

가정의 달 기념“좋은영화 무료상영”

초교파 사모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5. 7(목)

5. 31(일)

19:30

5. 13(수)

5. 25(월)

19:30

무 료 주최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문의 064-752-2810, 010-6811-0002

유료(전석 5,000원) 주최 나무와 새 이야기
문의 010-2699-1126

5

월의 문화소식
문화는 21세기 핵심 트렌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문화의 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초청전시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제주초청전
○기
간 : 2009. 5. 16(토) ∼ 5. 21(목)
개막일시：2009. 5. 16(토) 오후5시
○장
소 : 문예회관 제1·제2전시실
○주
관 :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전시작품 : 서예, 문인화, 전각, 사각 141점
(서예대전초대작가 92명, 제주지회 회원 49명)
※ 출품작가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중 작품 수준이 높고
활동이 활발한 작가 선정
-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회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http://www.jejuculture.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852번지, <새주소>동광로 89번지
Tel. 710-7631, 710-7632 Fax. 710-7609, (야)710-7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