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문화예술행사
2019년 12월

강원도
(문화예술과)

시군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행사명
청소년 뮤지컬 <샤우팅>
꿈꾸는 청춘

• 주최/주관 : 강원도/ (재)강원도립극단/강원연극협회

12. 5.(목) 11:00, 14:00

• 참석인원 : 약 500여 명

춘천문화예술회관
12. 21.(토) 19:30

강원의 사계<겨울>

춘천문화예술회관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

12. 22.(일) 15:00

강원의 사계<겨울>

강릉아트센터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주요내용

12. 4.(수) 11:00. 14:00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찾아가는 영화관
강원도

일시 및 장소

12. 2.(월) 15:00
영월군 종합사회복지회관

• 주요내용 : 뮤지컬과 학생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이야기의 만남
• 주최/주관 : 강원도/강원문화재단
• 참석인원 : 약 500여 명

• 주요내용 : 클래식 음악회(성악, 피아노)
• 주최/주관 : 강원도/강원문화재단
• 참석인원 : 약 500여 명
• 주요내용 : 클래식 음악회(성악, 피아노)
• 주최/주관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 참석인원 : 180명
• 주요내용 : 무성영화 변사극 및 노래 공연
• 주최/주관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강원도

제7회 찾아가는 영화토크

12. 5.(목) 14:00

• 참석인원 : 60명

<김복동>

국립산악박물관

• 주요내용 : 영화 <김복동> 상영후 영화토크
(감독 송원근, 정의기억연대 대표 윤미향)

강원도

강원도

영화 <백두산>

12. 18(수) 19:00 예정

춘천 시사회

CGV춘천명동

송년특집 복합문화공연

12. 20(금) 19:00

<청춘의 십자로>

평창문화예술회관

• 주최/주관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 참석인원 : 300명
• 주요내용 :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 개봉 전 시사회

• 주최/주관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 참석인원 : 300명
• 주요내용 : 실내악+무성영화변사극+뮤지컬 복합 공연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춘천시

옥주현과 친구들의 뮤지컬
앤 더 넘버

12. 14.(토) 17:00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시

볼라레 : 탭, 겨울을 날다

12.19.(목) 19:30
축제극장 몸짓

춘천시

2019 송년음악회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크리
스마스 이야기>

12. 20.(수) 19:30
문화예술회관

춘천시

문화가 있는 날
<라벤타나>

12. 25.(수) 19:30
문화예술회관

춘천시

2019 톸쇼Ⅱ
춘천을 듣다

12. 26.(목) 19:30
축제극장 몸짓

원주시

주말 영화 상영

12.1.(일)~12.29.(일)
매주 일요일, 14:00~16:00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로비음악회

12. 5.(목) 15:00
㈜삼양식품 강당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원주시

넌버벌 타악퍼포먼스
공·기·결

12. 11.(수) 19:30
치악예술관

원주시

원주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바흐 b단조 미사＇

12. 12.(목) 19:30
백운아트홀

원주시

제8회 꿈의오케스트라
원주 정기연주회

12. 14.(토) 19:00
치악예술관 공연장

원주시

원주시민을 위한 송년연주회

12. 14.(토) 19:30
백운아트홀

원주시

원주시립교향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Legendary Classics V

12. 18.(수) 19:30
치악예술관

원주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단 초청공연

12. 21.(토) 15:00
치악예술관 공연장

원주시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12. 25.(수) 15:00
치악예술관 공연장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원주시

문예 영화 상영회

12.26.(목)
19:00~21:00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매주 화·수·금요일(단체)
10:00~12:00
매주 토요일(개별)
10:30~11:30
태장도서관 체험동화관

원주시

영화상영

매주 일요일 14:00~
매주 수요일 19:30~
태장도서관 체험동화관

강릉시

심연수 시화전

12. 2.(월) ~ 12. 6.(금)
강릉시청 1층 열린공간

강릉시

제26회 강릉예술인상
시상식 및 예술인의 밤

12. 3.(화) 18:15
스카이베이호텔(그랜드볼룸)

강릉시

관아에 떨어진 가면

12. 4.(수) 19:3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시

제9회 강릉문학상 시상식

12. 6.(금) 18:30
래미안컨벤션

원주시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강릉시

2019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2. 6.(금) 19:3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시

2019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작품발표회

12. 6.(금) 12:20~14:30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시

뮤지컬 헤드윅

12. 7.(토) ~ 12. 8.(일)
14:00/18: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제6회 범일국사 문화콘서트

12. 7.(토) 16:0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시

명화의 재발견

12. 10.(화) ~ 12. 22.(일)
강릉아트센터 전시실

강릉시

산타와 함께하는 매직스토리

12. 11.(수) 10:10 / 11:1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시

강릉시립합창단
“강릉아산병원
찾아가는 음악회＂

12. 11.(수)
강릉아산병원 본관 로비

강릉시

제1회 강릉시 장애인
문화예술제

12.12.(목) 17:0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강릉시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12. 13.(금) 19:3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다시보는 그녀
나는 신사임당입니다.

12. 16.(월) 11: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나윤선 콘서트

12. 17.(화) 19:3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백건우 피아노리사이틀

12. 19.(화) 19:3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단오굿 창작공연
“당금애기＂

12. 20.(금) 19:30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시

백스테이지투어:
크리스마스의 선물

12. 24.(화) 13:00 / 16:00
강릉아트센터

최백호 송년콘서트

12. 27.(금) ~ 12. 28.(토)
19:00 / 17: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강릉시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동해시

동천 문화나눔 콘서트

12. 3.(화) 19:00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동해시

제46회 동해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7.(토) 19:00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동해시

제15회 동해음악협회
송년음악회

12.14.(토) 19:00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동해시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2. 25.(수) 19:30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태백시

태백 시민아카데미

12. 12.(목) 18:30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태백시

장윤정&조항조 트로트
듀엣 송년콘서트

12. 21.(토) 17:00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태백시

태백 시민아카데미

12. 26.(목) 18:30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삼척시

제4회 이사부무용협회
정기공연

12. 5.(목) 19: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삼척시

2019년 송년음악회

12. 13.(금) 19:3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삼척시

제37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 21.(토) 19: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삼척시

문화가 있는 날 SAC ON
SCREEN(웃는 남자(뮤지컬))

12. 26(목) 19: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속초시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12. 7.(토) 19:30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속초시

갈뫼 49집 발간 및
송년문학축제

12. 7.(토) 16:00
속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속초시

송년미술전
(사랑나눔 자선미술전)

12. 7.(토) ~ 12. 12.(목)
속초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속초시

창단30주년 2019년 속초시
립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12. 8.(일) 19:00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속초시

스물네번째 민족예술제

12. 13.(금) ~ 12. 15.(일)
속초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속초시

설악프라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2. 28.(토) 19:30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속초시

2020 속초 해맞이 축제

12. 31.(화) ~ 2020. 1. 1.(수)
속초해수욕장 일원

홍천군

겨울밤 콘서트
추억 만들기

12. 9.(월) 19:00
홍천종합체육관

홍천군

2019 강원국제예술제

11.19.(화) ~ 12. 3.(화)
홍천미술관 일원

횡성군

창작연희극‘어사매 솥빵＇

12. 2.(월) ~12.3.(화) 19:00
12.4.(수) 14:00, 19:00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횡성군

제20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 발표회

12.10.(화) ~ 12.13(금) 10:00
횡성문화원 발표회장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횡성군

2019 송년음악회
with 뮤지컬

12. 24.(화) 19:00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횡성군

2019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2. 27.(금) 19:00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월군

꿈의오케스트라 “영월“
정기공연

12. 6(월)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공연

12. 16.(월) 14:00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군

지역주민 Healing 뮤지컬
공연

12. 19.(목)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

평창군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및
송년음악회

12. 5.(목) 13:00
평창문화예술회관

평창군

어른들이 모르는 평화이야기
<평화란 어떤 걸까?>

12. 7.(토) 17:00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평창군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정기연주회

12. 16.(월) 19:00
평창문화예술회관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평창군

평창송어축제

12. 21.(토) ~ 2020. 2. 2.(일)
오대천둔치

평창군

2019 평창군 송년음악회

12. 23.(월) 19:30
평창문화예술회관

정선군

정선507미술관 전시
‘정선이 정선에 오다’

12. 31.(화)까지
정선507미술관

정선군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사운드아트 페스티벌「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7주년 기념 행사」

12. 5.(목)~12. 6.(금)
정선아리랑센터, 아라리촌,
아리랑박물관

정선군

아라리 미술展이 사진과 만
나다展

12. 6.(금) ~ 12. 29.(일)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군

2019 송년 특집 연극
‘늘근 도둑들 이야기’

12. 17.(화) 19:00
정선아리랑센터

철원군

철원태봉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12. 7.(토) 16:00
청소년회관

주요내용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철원군

2019 송년콘서트 및 청소년
페스티벌

12.16.(월)~12.17.(화)
철원실내체육관

철원군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12. 21.(토) 17:00
철원 청소년회관

화천군

제야의 종 타종 행사

12. 31.(화) 24:00 ~
화천읍 동촌리 세계평화의종

화천군

제4회 화천군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 17.(화) 19:00 ~
화천문화예술회관

• 주최/주관 : 화천군 / 화천여성합창단
• 참석인원 : 400여 명 / 주요내용 : 합창공연

화천군

해와달 사랑나눔 콘서트

12. 20.(금) 18:30 ~
화천문화예술회관

• 주최/주관 : 화천군 / 화천문화원
• 참석인원 : 400여 명
• 주요내용 : 초청공연 및 해와달 공연

화천군

우리동네재주꾼 공연

12. 11.(수) 19:30~
산천어커피박물관

• 주최/주관 : 화천군
• 참석인원 : 100여 명 / 주요내용 : 지역예술단체 공연

양구군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1.27.(수)~12.21.(수)
인문학박물관

양구군

2019년 양구
문화예술인의 밤

12. 5.(목) 18:30
전원회관

양구군

올리브그린아트
제15회 정기전시회

12. 16.(월)~12. 21.(토)
비봉갤러리

• 주최/주관 : 화천군 / 화천문화원
• 참석인원 : 100여 명 / 주요내용 : 제야의 종 타종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인제군

약속큐브 평화이야기 전시회

12. 12.(목) ~ 12. 17.(화)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

인제군

인제군

“일상의 은유展”
(The metaphor of daily life)

평화이음토요콘서트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공동기획공연

12. 13.(금)~ 2020. 3. 15.
(매주 월요일 휴관)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1·2·3전시실

12. 14.(토) 19:00~
인제읍 다목적경기장

인제군

12사단과 함께하는 연주회

12. 12.(목) 19:00

인제군

2019 송년콘서트

12. 21.(토) 17:00
인제하늘내린센터

인제군

공연영상화작품상영
(Sac On Screen)
- 뮤지컬 웃는남자 -

12. 26.(목) 14:00
인제하늘내린센터

주요내용

·

·

시군

행사명

일시 및 장소

고성군

지역주민 무료영화상영회
(나랏말싸미)

12. 18.(수) 19:00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고성군

초등학생 작품전시회

12. 3.(화) ~ 12. 31.(화)
진부령미술관 제2전시실

고성군

송년음악회

12. 13.(금) 19:00
고성군 문화의집 3층

고성군

제3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2. 15.(일) 17:00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양양군

2019 양양예총인 페스티벌

12. 18.(수) 14:0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주요내용

강원의 사계 <겨울>

강원의 사계 <겨울>

강원작가전

옥주현과친구들의뮤지컬앤더넘버

볼라레 : 탭, 겨울을 날다

2 0 1 9
송 년 음 악 회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단초청공연

관아에 떨어진 가면

뮤지컬 헤드윅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나윤선 콘서트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태백 시민아카데미

삼척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뮤지컬 웃는남자

겨울밤 콘서트 추억만들기

강원국제예술제

어사매 솥빵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공연

당신만이 뮤지컬

문화학교 작품발표회
및 송년음악회

<평화란 어떤걸까?>

꿈의오케스트라 평창,
정기연주회

평창송어축제

2019 평창군 송년음악회

정선507미술관 전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사운드아트 페스티벌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7주년 기념 행사」

아라리 미술展이 사진과 만나다展

2019 송년 특집 연극
‘늘근 도둑들 이야기’

태봉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제9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1.27.(수)~12.21.(수)
양구인문학박물관

“일상의 은유展”
(The metaphor of daily life)

2019 송년콘서트

뮤지컬 웃는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