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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창원 전시<Selfie셀피_나를찍는 
사람들> 
성산아트홀 / 3월 4일까지 / 5천원 
719-7832

전시<얼렁뚱땅 색깔공장 color 
체험전> 
3·15아트센터 / 3월 4일까지  
1만7천~2만3천원 / 719-7832

김해 어린이 체험전<블럭블럭 
블록바다>
문화의전당 / 2월 25일까지   
1만7천~2만5천원 / 320-1261

어린이체험전 헬로브릭
문화의전당 / 2월 25일까지  
1~2만원 / 070-5102-6037

창원사진연구회 기획전시
<역사는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김해도서관 갤러리가야 / 무료 
2월 4일까지

창원 제18회 범숙학교 
특화프로그램 뮤지컬<드림걸즈> 
성산아트홀 / 2월 3일까지 / 
무료 / 298-1127

시립교향악단 제308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 무료
225-7383

창녕 2018년 신년음악회
문화예술회관 / 1만5천~2만원 
530-1911

함양 군민과 함께하는<2018년 
신년음악회>
문화예술회관 / 
1만2천~1만5천원
960-5531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즐거운 가요세상, 효 가요무대 
2만원 / 1544-6711

밀양 가족 뮤지컬<라이언킹>
아리랑아트센터 / 1만원 / 1544-4274

함안 연극<나와 할아버지>
문화예술회관 / 1만원 / 580-3608

4 / 5 6 7 8 9 10
밀양 사랑나눔 신년음악회
아리랑아트센터 / 무료
351-3325

거제 김연자 콘서트
문화예술회관 / 7~10만원 
680-1050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진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무료
746-2341

창원 WORLD PREMIERE-
오장군의 발톱 IN R99 
복합문화콘서트
성산아트홀 / 무료
601-8216

밀양 정인우의 ‘춤’ 향연
아리랑아트센터 / 1만원 
359-4500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진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무료 / 746-2341

창원 전시<빛의 향연-이준>
도립미술관 / 5월 16일까지 
5백원~1천원 / 254-4600

김해 인형극<선녀와 나무꾼>
문화의전당 / 2월 10일까지 
8천원 / 320-1234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앤서니 브라운 체험 뮤지컬<신비한 
놀이터> 
2월 11일까지 / 4~5만원 / 1566-7855

창원 가족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산아트홀 / 1만원 / 719-7800

양산 조윤범과 콰르텟엑스의 음악사 
이야기 - 고전파의 유산 
문화예술회관 / 1만원 / 359-8550

창녕 영화<딥>
문화예술회관 / 3천원 / 530-1911

11 / 12 13 14 15 16 17
창녕 영화<남한산성>
문화예술회관 / 무료
530-1911

18 / 19 20 21 22 23 24
창원 모닝콘서트
<포스트맨 김성태의 신촌을 
못가> 
성산아트홀 / 1만 5천원
719-7800

창원 전시<진채화연구회전>
성산아트홀 / 2월 26일까지 
무료 / 719-7800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제4회 아꼴회 서양화 전시
2월 26일까지 / 무료 / 1544-6711

김해 복합극
<그림동화를 만든 그림형제 이야기>
문화의전당 / 2월 24일까지
8천원 / 320-1234

경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제9회 서부경남 난 연합회 
난 전시대회 
2월 25일까지 / 무료 
1544-6711

사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히게>
문화예술회관 / 1만~1만 
5천원 / 831-2460

함안 뮤지컬<앤더 넘버 시즌3>
문화예술회관 / 3만원
580-3608

밀양 남진콘서트
아리랑아트센터 / 4~6만원
359-4500

창녕 영화<신과 함께>
문화예술회관 / 3천원 / 530-1911

25 / 26 27 28
창원 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공연
3·15아트센터 / 무료
225-7381

창녕 연극<반쪽형제>
문화예술회관 / 무료
530-1911

CULTURE CALENDARFebruary
02

※ 공연 및 전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주<앤서니브라운체험뮤지컬>

함안<뮤지컬앤더넘버>양산<조윤범과 콰르텟엑스의 음악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