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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ON

TUE

1

VOL. 350

<신현호 개인전>
10.4(목) - 8(월)
2전시실
신현호 580-1300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역대 <작가스튜디오> 기념전
10.4(목) - 8(월)
1전시실
예술의전당 580-1300
<KPAM 대한민국미술제>
10.4(목) - 8(월)
3-6전시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732-9820

7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2:00pm·6: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5: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조영방 교수 퇴임음악회
2:00pm 컬쳐비즈글로벌 701-4879
코리아싱어즈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고연경 바이올린 독주회
2:00pm 킴스클래식 예술기획 053-626-1116
서주희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SIDance 2018 <후즈 넥스트 I>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8

WED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8: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SIDance 2018 <미트칼 알즈가이르>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베네플루티 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이정아 귀국 피아노 독주회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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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4:00pm 국립오페라단,예술의전당,파이낸셜뉴스신문580-3500
대전시립합창단 서울특별연주회 <밤의 노래>
8:00pm 대전광역시청 042-270-8363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김유지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JJ예술기획 511-1920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3:00pm·8: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로맨틱 칸타빌레>
5:00pm 한다우리예술기획 588-8654
데이비드 러셀 기타 리사이틀
5:00pm 마스트미디어 070-8680-1275
김성은 비올라 독주회
8:00pm 세광아트 717-7012

THU

3

10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7:30pm 국립오페라단,예술의전당,파이낸셜뉴스신문580-3500
SIDance 2018 <후즈 넥스트 II>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님을 위한 심포니>
8:00pm 광주문화재단 062-524-5086
앙상블 에클라 정기연주회
8:00pm 현대문화 2266-1307
김규동 작곡발표회 <인상印象>
8:00pm 현대문화 2266-1307

FRI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8: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SIDance 2018 <파울라 킨타나>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지휘자 윤학원 <합창 인생 60주년 기념음악회>
8:00pm 카리스 프로덕션 588-9954
정준수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마에스트로컴퍼니 525-2761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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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7:30pm 국립오페라단,예술의전당,파이낸셜뉴스신문580-3500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11:00am 예술의전당 580-1300
바네사 베넬리 모젤 피아노 리사이틀
8:00pm 더브릿지컴퍼니 6094-1001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SAT

5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8: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모차르트 오페라 콘체르탄테 <돈 조반니>
8:00pm 아트앤아티스트 3443-9482
트리오 콘 스피리토 결성 10주년 기념연주회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라세원 비올라 독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12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7:30pm 국립오페라단,예술의전당,파이낸셜뉴스신문580-3500
국립현대무용단 <쓰리 볼레로>
8:0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SIDance 2018 <HOTPOT: 한국 II>
4: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서울시향 번스타인 100주년 기념 오페레타 <캔디드>
8: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모리스콰르텟 정기연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8:00pm 지음기획 2265-9235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10.11(목) - 30(화)
1-6전시실
마니프조직위원회 514-9292

한국 서예의 미래 展 <청춘의 농담濃淡>
9.21(금) - 10.14(일)
2, 3층 전시실
예술의전당 580-1300
성각스님의 선서화
<선묵의 세계, 그 여백과 여유>
10.17(수) - 23(화)
2층 전시실
박만식 580-1300
<대한민국문인화대전>
10.24(수) - 29(월)
2층 전시실
한국문인화협회 734-3155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전>
10.31(수) - 11.6(화)
2층 전시실
한국서가협회 592-4303

<오! 에르베 튈레 색색깔깔展>
7.21(토) - 10.21(일)
1-3전시실
아트센터 이다 3143-4360
<디지털 플래너리>
10.24(수) - 31(수)
3전시실
김상민 580-1300
춤 아카이브 사진전 <찰나 · 동행>
10.26(금) - 11.4(일)
1전시실
장승헌 580-1300
<만화와 도자기의 만남전>
10.26(금) - 11.4(일)
2전시실
길성도예 580-1300

<이자벨 드 가네 - 빛의 화원展>
9.17(월) - 10.31(수)
7전시실
동성갤러리 723-6577

14

15

국립현대무용단 <쓰리 볼레로>
3:0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SIDance 2018 <홍신자/사단법인 웃는돌>
5: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클라라 주미 강 & 알레시오 백스 듀오 리사이틀
5:00pm 에투알클래식 554-4166
홀트장애인합창단 정기공연 <영혼의 소리로>
2:00pm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5인 5색 비르투오조 초청 콘서트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트리오 우드노트 정기연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신지혜 오보에 독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2513

<네덜란드댄스시어터1> 내한공연
3:00pm 예술의전당 580-1300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3:00pm 국립창극단 2280-4114
<연인들은 바닥없는 호수에서>
7:00pm 프로젝트 이인 580-1300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정기연주회
5:00pm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580-1300
주한독일문화원 개관 50주년 페스티벌
2:00pm·8:00pm 에투알클래식 554-4166
김정미 피아노 독주회
2:00pm 지음기획 2265-9235
이연주 오보에 독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만남>
6:00pm 들숨 544-1129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5: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아코디언 가을판타지아
2:00pm 아코뮤즈연주단 6091-2051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8:00pm 서울신포니에타 732-0990
이윤주 귀국 첼로 독주회
2:00pm 클래시 라운지 707-1550
이창형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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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8:00pm 들숨 544-1129

28

22

29

16

SIDance 2018 <플로랑 마우쿠 & 알리 모이니>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한국 합창대제전
8:00pm 한국합창지휘자협회 450-0818
대한민국 성악제 <한국가곡 이야기>
8:00pm 한국성악가협회 070-4215-0146
손정애 피아노 독주회
8: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23

<만남>
8:00pm 들숨 544-1129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8:00pm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23-6258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 -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차혜수 귀국 첼로 독주회
8:00pm 클래시 라운지 707-1550

대학오케스트라축제 - 서울대학교
7:30pm 예술의전당 580-1300
앙상블 ‘공간’ 프로젝트 아홉 번째 이야기
8:00pm 세광아트 717-7012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
8: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30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8: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8: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아이테르 트리오 정기연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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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만남>
8:00pm 들숨 544-1129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솔리스트 초청
8:00pm CBS 2650-7481
서울모테트합창단 마스터피스 시리즈
8:00pm 서울모테트음악재단 579-7295
운지회 체임버 오케스트라 시리즈 XIII
8:00pm 현대문화 2266-1307
김수현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국립발레단 <마타 하리>
7:30pm 국립발레단 587-6181
대학오케스트라축제 - 한국예솔종합학교
7:30pm 예술의전당 580-1300
문화가 있는 날 <SAC 아티스트 라운지>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세르게이 아키모프 & 이민지 듀오 시리즈 Ⅱ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18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8:00pm 국립창극단 2280-4114
SIDance 2018 <니키 리스타 & 알리 모이니>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세일 한국가곡의 밤
8:00pm 세일음악문화재단 555-4713
오르간앙상블 오르투스 정기연주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신윤경 비올라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31

■ 예술의전당 기획
장애인 티켓 예매 문의 Tel 580-1300 Web www.sac.or.kr (메뉴: 이용안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참고)

※ 전시장 매월 마지막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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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8:00pm 들숨 544-1129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솔리스트 초청
8:00pm CBS 2650-7481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in Concert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김민지 첼로 독주회
8:00pm 라온클래식 702-4348
피아니스트 김소연 초청 리사이틀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 공연 및 전시 일정은 9월 15일 기준이며,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최사 또는 예술의전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댄스시어터1> 내한공연
7:30pm 예술의전당 580-1300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8:00pm 국립창극단 2280-4114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8:00pm KBS교향악단 6099-7400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III – 실내악 콘서트>
8: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한경진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디제이앤코 592-8891

19

26

<만남>
8:00pm 들숨 544-1129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IV - 관현악 콘서트>
8: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예무스 정기연주회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미래악회 정기연주회
8:00pm 미래악회 880-7944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2:00pm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070-7603-3844

6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3:00pm·7:00pm 서울예술단 1577-3363
SIDance 2018 <졸탄 버쿠여 & 첸 웨이 리>
5:00pm·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김정원 피아노 전국 투어 리사이틀
5:00pm WCN 2183-1290
지음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2: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피아니스트 문정재의 Sound Track
8:00pm 조인클래식 525-6162
김성혜 바이올린 독주회
2:00pm 지클레프 515-5123
박정도 트럼본 독주회 <My Famous Story>
8:00pm 음악교육신문사 549-4133

13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4:00pm 국립오페라단,예술의전당,파이낸셜뉴스신문580-3500
국립현대무용단 <쓰리 볼레로>
3:00pm·7:3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SIDance 2018 <홍신자/사단법인 웃는돌>
8:00pm 서울세계무용축제 조직위원회 3216-1185
서울시향 번스타인 100주년 기념 오페레타 <캔디드>
5: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오지현 첼로 독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Great B
8:00pm 발밤Art 580-1300

<네덜란드댄스시어터1> 내한공연
7:30pm 예술의전당 580-1300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3:00pm 국립창극단 2280-4114
<연인들은 바닥없는 호수에서>
7:00pm 프로젝트 이인 580-1300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11:00am 예술의전당 580-1300
바리톤 김성길 & 이응광 <가곡 콘서트>
8:00pm 봄아트프로젝트 737-0708
주한독일문화원 개관 50주년 페스티벌
5:00pm 에투알클래식 554-4166
오보에 앙상블 피리 정기연주회
2: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원진경 첼로 독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2513

<만남>
6:00pm 들숨 544-1129
이건음악회
2:00pm·8:00pm 이건홀딩스 2007-2203
서울 페스티발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이무지치 내한공연
8:00pm 아카디아 6249-4500
트리오 루체 정기연주회
2:00pm 지클레프 515-5123
플루티스트 이주희 음반발매 기념 독주회
8: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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