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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전 정기전
<조형의 꽃으로 말하다>
6.3(일) - 10(일) 3-4전시실
상형전 580-1300
<샤갈 - 러브 앤 라이프展>
6.5(화) - 9.26(수) 5-6전시실
디커뮤니케이션 332-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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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 음악회
7:30pm 그룹씨어터 반도 580-1300
대한민국발레축제 - <김용걸댄스씨어터>
& <김세연 서울메이트>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컬렉션 IV <박범훈>
8:00pm 국립국악관현악단 2280-4114
바리톤 공병우 독창회
8:00pm UNICO 532-4876
김상원 피아노 독주회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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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범돈이다>
6.3(일) - 10(일) 2전시실
신범돈 580-1300

SAT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
5:00pm 라자로 돕기회 589-1066
아셀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더 브라스 칸타빌레 정기연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국성화 플루트 독주회
2:00pm 음악교육신문사 549-4133
금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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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발레축제 - <서울발레시어터>
& <정형일 Ballet Creative>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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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교류협회 정기전>
6.13(수) - 20(수) 4전시실
세계미술교류협회 580-1300

대한민국발레축제 - <서울발레시어터>
& <정형일 Ballet Creative>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대한민국발레축제 - <김지안 발레단>
&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리움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8:00pm 리움챔버오케스트라 711-8252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정기연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서울 플루티스트 앙상블 The K 정기연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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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3:00pm 국립무용단 2280-4114
대한민국발레축제 - <김지안 발레단>
&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3:00pm 예술의전당 580-130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8:00pm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23-6258
팬아시아필하모니아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시리즈 II
8:00pm 현대문화기획 2266-1307
윤소임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조인클래식 52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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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8:00pm 국립무용단 2280-4114
지브리 필름 앤 뮤직 페스티벌 with 어쿠스틱카페
8:00pm 칠드런스테이션 338-3513
코리안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8:00pm 더루트 070-7566-7923
이호정 피아노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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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8:00pm 국립무용단 2280-4114
빅토리아 뮬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8: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서울첼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힐링클래식>
8:00pm 마스트미디어 541-2513
서울 코뮤니타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현대문화 2266-1307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
6.14(목) - 20(수) 3전시실
영월군청 1577-0545
<서초미술협회전>
6.23(토) - 7.1(일) 3-4전시실
서초미술협회 580-1300
니키 드 생팔展 <마즈다 컬렉션>
6.30(토) - 9.25(화) 1-2전시실
예술의전당 580-1300

<한메이린 세계순회전 - 서울>
6.6(수) - 7.8(일) 2-3층 전시실
예술의전당 580-1300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5.31(목) - 6.6(수) 1-3전시실
하얀나무 58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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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발레축제 -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3:00pm 예술의전당,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98
대한민국발레축제 - <임혜경 Le Ballet>
& <윤전일 Dance Emotion>
3:00pm 예술의전당 580-1300
한경필하모닉 호국보훈음악회
5:00pm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360-4073
DITTO FEST – 김한
2:00pm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1577-5266
위 솔로이스츠 정기 연주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이윤의 바이올린 독주회
2:00pm 뮤직클레프 3297-3387
임성윤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안익태기념음악회 <나의 조국, 나의 노래>
8:00pm 안익태기념재단 821-8494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한국페스티발앙상블 501-8477
현재희 교수와 함께하는 세현회의 음악여행
8:00pm 지음기획 226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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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오페라단 <라 보엠>
5:00pm 수지오페라단 542-0350
서울대학교 윈드앙상블 연주회
8:00p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880-7961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초청 이안 홉슨 특별연주회
8:00pm 조인클래식 525-6165
임리라 피아노 독주회
8:00pm 조인클래식 525-6162

수지오페라단 <라 보엠>
7:30pm 수지오페라단 542-0350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11:00am 예술의전당 580-1300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8: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이승희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김유미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조인클래식 52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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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오페라단 <라 보엠>
7:30pm 수지오페라단 542-0350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
8:0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한화클래식
8:00pm 제이에스바흐 070-4234-1305
NVH코리아와 함께하는 <프렌즈 오브 뮤직>
8:00pm 조인클래식 525-6162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정기연주회
8:00pm 지음기획 226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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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 음악회
4:00pm 그룹씨어터 반도 580-1300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73
콰르텟 아티스 정기연주회
2:00pm 지클레프 515-5123
아너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8:00pm 상상출판 963-9891
21세기악회 작품발표회 I
2:00pm 현대문화 2266-1307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8:00pm 클래시 라운지 707-1550

2

9

국립무용단 <향연>
3:00pm 국립무용단 2280-4114
대한민국발레축제 -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7:00pm 예술의전당,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98
대한민국발레축제 - <임혜경 Le Ballet>
& <윤전일 Dance Emotion>
5:00pm 예술의전당 580-1300
비보컬 특별초청콘서트
5:00pm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 597-9870
금혜승 피아노 독주회
2:00pm 음악교육신문 549-4133
DITTO FEST - 문태국 & 한지호
8:00pm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577-5266
전유미 귀국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홍혜도 피아노 독주회
8:00pm 홍혜도 580-1300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
3:00pm · 7:0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신세계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11:00am 예술의전당 580-1300
한화클래식
8:00pm 제이에스바흐 070-4234-1305
현대음악앙상블 트와씨 정기연주회
2: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월드비전 합창단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여행
8:00pm 월드비전 합창단 2662-1803
윤여민 색소폰 독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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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나전칠기전>
6.8(금) - 17(일) 3전시실
이진호 580-1300
<이탈리아영화제 프롤로그>
6.9(토) - 17(일) 1-2전시실
이탈리아영화제위원회 575-3670
<박소형 개인전>
6.19(화) - 26(화) 3전시실
박소형 580-1300
<대한민국 新예술인展>
6.20(수) - 28(목) 2전시실
램번트 580-1300
텍스타일 디자인展 <The Loop>
6.29(금) - 7.8(일) 3전시실
여명벽지 580-1300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
3:00pm 국립현대무용단 6196-1619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5:00pm 마스트미디어 541-3173
아트실비아 실내악시리즈 - 블래져 목관오중주 초청연주회
2:00pm 클래시 라운지 707-1550
민유경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2513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임남희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V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이마에스트리 정기연주회
8:00pm 미래성악포럼 352-5824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8:00pm 지음기획 2265-9235
임홍균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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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개원 25주년 기념음악회
8:00pm 한국예술종합학교 746-9000
누뚜 정기연주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 III
8:00pm 한국작곡가협회 880-795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8:00pm 세실예술기획 583-6295
송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8:00pm 지클레프 515-5123
정지강 & 윤형숙 피아노 콘체르토 시리즈 II
8:00pm 이든예술기획 64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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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발레축제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7:30pm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587-618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8: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베르디 <레퀴엠>
8:00pm 더블유필하모닉오케스트라 3442-4285
서울 플루트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8:00pm 한다우리예술기획 070-8805-6333
강혜영 피아노 독주회
8:00pm 아소앤빅터컴퍼니 558-6430

여성사진페스티벌 <통通하는 여자>
6.1(금) - 8(금) 7전시실
한국여성사진가협회 6101-1715
<우리 목가구의 멋과 아름다움>
6.12(화) - 19(화) 7전시실
클라우드 580-1300
서경자 개인전
<명상 – 더 레드 인 블루>
6.22(금) - 7.2(월) 7전시실
서울예술기획 548-4480

대한민국발레축제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2:00pm · 7:00pm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587-618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pm · 6:3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3: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루체른 심포니
5:00pm 빈체로 599-5743
가일 플레이어즈 정기연주회
2:00pm 영음예술기획 581-5404
모리스콰르텟 정기연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이인 플루트 독주회
2: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이니스 앙상블 10주년 기념음악회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장애인 티켓 예매 문의 Tel 580-1300 Web www.sac.or.kr (메뉴: 이용안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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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8: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부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6 I
<라흐마니노프>
8:00pm 부천시립예술단 032-625-8330
<To Know, To Love>
8:00pm 예인예술기획 586-0945
정정호 바이올린 독주회 <파가니니의 속삭임>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 전시장 매월 마지막 월요일 휴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8: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넥스트 스테이지
<차웅 & 김범준>
8:00pm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23-6258
문화가 있는 날 <SAC 아티스트 라운지>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PAN 목관 5중주 정기연주회
8:00pm 음악춘추사 223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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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8: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서울시향 – 마르쿠스 슈텐츠의 모차르트 교향곡
8: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더 뉴 바로크 컴퍼니 프로젝트 5
8:00pm 지클레프 515-5123

※ 공연 및 전시 일정은 5월 15일 기준이며,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최사 또는 예술의전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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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8:0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8: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서울시향 – 마르쿠스 슈텐츠의 모차르트 교향곡
8:00pm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8:00pm 서울아카데미앙상블 588-8654
박성열 피아노 독주회
8: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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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한민국발레축제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2:00pm · 7:00pm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587-6181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3:00pm · 7:3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3:00pm · 7:00pm 하모니컴퍼니 523-6443
두드림 파라다이스
5:00pm 코리아나매니지먼트 6292-9370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콘서트
2:00pm 마스트미디어 541-3150
올림푸스와 함께하는 <올림# 콘서트>
8:00pm 예술의전당 580-1300
소프라노 고미현 독창회
2:00pm 지클레프 515-5123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3:00pm · 7:30pm 오픈리뷰 1588-5212
연극 <햄릿-The actor>
3:00pm · 7:00pm하모니컴퍼니 523-6443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8:00pm KBS교향악단 6099-7400
문지웅 튜바 독주회
2:00pm 음악교육신문 549-4133
앙상블 우리 정기연주회
8:00pm 프로아트엔터테인먼트 585-2934
이소란 & 김진욱 듀오콘서트
2:00pm 제이에스바흐 070-4234-1305
앙상블 포럼21 정기연주회
8:00pm 부암아트 39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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