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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제주문예연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한 해 동안 개최된 제주 문화예

술 활동상을 정리한 문화예술 현황 자료다. 제주문화예술인들이 도내외에서 개최한 
문화예술 활동과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수행된 문화예술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2004부터 발행된 <제주문예연감>은 그 해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문
화예술의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행되고 있다.

재단은 <2017 제주문예연감> 부터는 온라인(www.jfac.kr)을 통해서만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1. <2018 제주문예연감>의 조사범위와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이다. 

2.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축제로 구분하였다. 시각예술은 미술, 
서예, 사진, 건축 등으로 세분하였고, 공연예술은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국악)
로 구분하였다.

3. 이 연감의 기초조사는 재단이 위촉한 외부연구원이 2018년 4월 17일부터 6월 15
일까지 약 2개월간 수행하였다. 위촉연구원의 기초조사 외 재단 내부의 자체조사 
및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감 편람에 포함했다. 자체조사와 행정조사 
간 자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제공
한 자료를 우선 선택하였다.

4.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여러모로 분석하기 위하여 활동 건수 및 횟수를 함께 조사
하였다. 활동 건수는 한 해 동안 개최된 문화예술 전시 또는 공연의 현황을 알려
주며, 활동 횟수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설명하는 지표다. 

5. 분야별 기초 편람과 분류 지표는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
류 틀을 참조하여 그 틀을 개선하였다.

6. 혼합 및 복합장르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장르 내 복합 또는 기타로 분
류하였다. 또 2018제주문예연감 분류 틀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예술 활동상
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예술 활동은 별도 분류하여 <기타> 항목에 
두었다.

7.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해당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 월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실제 문화예술 활동의 건수 및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

8. 분야별 조사항목 중 수상, 등단, 행사, 기타 등은 연감 편람에는 반영하였으나, 통
계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문의처: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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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분야 총론
    김동현 문학평론가

2017년 문학 분야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예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단행본 발간은 89종이다. 제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학 잡지도 모두 33종에 이른다. 발간 종수만 
따져본다면 적지 않은 수치다. 문학 대중화의 척도인 문학 행사도 연간 26회에 이른다. 다른 예
술 분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간 종수와 문학 관련 행사의 횟수가 많다는 점이 반드시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은 지역 문학의 다양성을 키우는 기본 토대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르 편중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발행된 문학 관련 
도서 중에서 시(시조, 동시 포함)는 46종, 수필(시·수필 장르 혼합 포함) 31종이다. 소설(동화 포
함)이 20종인 것에 비하면 시·시조, 수필 분야의 장르 편중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2017년 문학 분야 장르별 발간 현황

시
(시조·동시 

포함)

수필
(시·수필 

장르혼합 포함)

소설
(동화 포함)

연구∙평론 희곡 종합 기타 계

46종 31종 20종 4종 2종 18종 1종 122종

이러한 현상이 2017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주 문학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문학 창작과 향유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지역 문학 창작과 향유라는 문학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평의 역할이 크다. 2017년 연구·평론 분야는 4종이 발
간됐다. 이는 제주 문학 생태계가 심각한 장르 편중 현상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간 종수의 편중도 문제지만 지역 문학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등단 현황
도 특정 장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2017년 등단한 자는 15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중 시가 8
명, 시조가 3명, 수필은 3명, 소설은 1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표 2> 2017년 문학 분야 장르별 등단 현황

시 시조 수필 소설 계

8명 3명 3명 1명 15명  

창작 여건과 관련한 제주 문학 생태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는 현재 문학 잡지 발간 현황
이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연간, 반년간, 계간을 포함해서 시(시조 포함)는 9종(연간 5종, 계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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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필/산문은 6종(연간), 종합 18종(계간 8종, 연간 10종)이 발간되었다. 지표상으로는 소설과 
비평 분야의 발표 지면이 다른 장르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수필/산문을 전
문으로 하는 잡지의 종이 6종에 이른다는 점은 수필 분야의 창작 여건과 향유가 다른 장르에 비
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주 문학 생태계는 심한 장르 편중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문학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르 편중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학 관련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문학 향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학은 다른 장르 예술보다 창작 지원 규모가 적고 향유 실태 파
악이 쉽지 않다. 소규모로 이어지는 각종 독서 모임과 최근 제주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북
카페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지표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7년 지표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문예연감이라는 지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체계 수
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지표들의 누락은 향후 
지표 조사에서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각, 공연 예술 분야와 달리 문
학 분야의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지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문학상과 관련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지역(공공기관과 문학 관련 단체)이 주최·주관하
여 수여하고 있는 문학상은 제주4·3문학상, 제주문학상, 서귀포문학상, 김광협문학상이다. 김광협
문학상은 제주 출신 시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어서 관련 범주에 포함했다. 관련 문학상 수상 작가
와 작품을 제주 문학의 지표로 포함되는 데 이러한 부분이 지역 문학 생태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향후 지표 설계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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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분야 >
■ 문학 분야 지표

<표 3> 2017년 문학분야 단행본・문학 잡지 월별 발간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22 7 0 5 9 7 10 20 7 8 31 11 7

일반단행본 73 2 0 3 4 7 8 11 5 6 21 5 1

아동·청소년
단행본

16 0 0 1 2 0 1 6 0 0 4 2 0

문학 잡지 33 5 0 1 3 0 1 3 2 2 6 4 6

<표 4> 2017년 문학 잡지 발간 현황

구분 계 시/시조 소설 수필/산문 종합 기타

계 33 9 0 6 18 0

연간 21 5 0 6 10 0

반년간 0 0 0 0 0 0

계간 12 4 0 0 8 0

■ 문학 분야 편람

연번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1 동시 김익수 고우리 정은출판

2 동시 박소명 올레야 오름아 바다야 섬아이

3 동시 이명혜 이사 온 수선화 아동문학세상

4 동화 고희영 엄마는 해녀입니다 난다

5 동화 김명숙(필명:김섬) 볼락잠수 앙작쉬 좋은땅

6 동화 김순란 이토록 신비로운 제주신화 나무늘보

7 동화 김정배 할머니의 테왁 도담소리

8 동화 김정희 할망네 우영팟듸 자파리 도서출판 한그루

9 동화 김진철 잔소리 주머니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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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10 동화 김혜숙 해님은 무슨 색일까 마주보기

11 동화 문선우(필명:문부일) 사투리 회화의 달인 마음이음

12 동화 한천민 놀부 동생 놀쇠 아동문예

13 동화 현정란 하늘연못의 비밀 현북스

14 동화 제주그림책연구회(바람연필) 도채비자장가 책여우

15 동화 제주그림책연구회(바람연필) 이딘곶자왈 책여우

16 소설 강용준(필명:강준) 사우다드 문학나무

17 소설 고길지 빈손 정은출판

18 소설 르 클레지오 폭풍우 서울셀렉션

19 소설 문선우(필명:문부일) 굿바이내비 다른

20 소설 서명숙 영초언니 문학동네

21 소설 손원평 서른의 반격 은행나무

22 소설 장일홍 산유화 월인

23 소설 현정란 버디 현북스

24 수필 공옥자 영혼의 나이 태학사

25 수필 권민정 시간더하기 북나비

26 수필 김길웅 구원의 날개짓 수필과비평사

27 수필 김미정 숨은 우체통 당산서원

28 수필 김승범 무수천 바람소리 좋은수필사

29 수필 김양택 하회탈 도서출판 열림문화

30 수필 김은주 명랑해녀 마음의 숲

31 수필 김정자 나이들면서 보이는 것들… 도서출판 열림문화

32 수필 김호성 나의 삶 그리고 제주 ㈜교학사

33 수필 박수선 속·아직도 황혼인생 국보문학

34 수필 배은희(필명:은희) 아름다운 동거 소소리

35 수필 양재봉 겨울 산딸기 수필과비평사

36 수필 이애현 따뜻한 소실점 수필과비평사

37 수필 이용언 나도 풍란 정은출판

38 수필 이정자 불턱의 꽃 수필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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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39 수필 정수현 인생유전 도서출판 열림문화

40 수필 조명철 헛소리 도서출판 열림문화

41 수필 좌여순 바다의 딸 수필과비평사

42 수필 좌지수(필명:좌정묵) 너에게 또는 나에게 제주콤

43 수필 진성구 돌에 핀 꽃 도서출판 열림문화

44 수필 허상문 낙타의 눈물 수필과비평사

45 수필 현정희 조약돌의 사상 수필과비평사

46 수필 현택훈 기억에서 들리는 소리는 녹슬지않는다 한그루

47 수필 홍관옥 팔십고개를 넘으며 도서출판 열림문화

48 수필 동인脈 동인脈 제11집 정은출판

49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제17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50 수필 제주동서문학회 제주동서문학 제22집 선진인쇄사

51 수필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수필과비평 3집 수필과비평사

52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24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53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의 향연 13집 '제주바다' 도서출판 열림문화

54 시 강영란 염소가 반 뜯어먹고 내가 반 뜯어먹고 문학의전당

55 시 강영수 해녀의 몸에선 정은출판

56 시 고희화 어머니의 집 제주콤

57 시 김경훈 까마귀가 전하는 말 도서출판 각

58 시 김광렬 내일은 무지개 푸른사상

59 시 김두성, 김미자, 김형섭 셋이서 부르는 노래 도서출판 다층

60 시 김병심 사랑은 피고 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도서출판 각

61 시 김수열 물에서 온 편지 삶창

62 시 김순선 바람의 변명 시와표현

63 시 김승범 서마 서마, 못내 그리워 시산맥사

64 시 김신숙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한그루

65 시 김원욱 누군가의 누군가는 황금알

66 시 김종호 날개 푸른사상

67 시 변재천 세번째 시집'숲속의 향기' 제주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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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68 시 부정일 허공에 투망하다 한그루

69 시 성대림 대물깍 제주콤

70 시 신영대 전원시인 도연명 시선 백신출판사

71 시 양영길 궁금 바이러스 창비 교육

72 시 양창식 제주도는 바람이 간이다 청어

73 시 오광석 이계견문록 천년의시작

74 시 이민화 오래된 잠 황금알

75 시 이윤승 눈가에 자주 손이 갔다 문학의전당

76 시 이종형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 삶창

77 시 진창진(필명:진진) 피카소의 여인들 월간문학출판부

78 시 한희정 그래, 지금은 사랑이야 도서출판 각

79 시 허영선 해녀들 문학동네

80 시 황금여(필명:황금녀) 둥근 달이 청멩케 넘어감서고 담론

81 시 계간 다층 계간문예 다층 제73호(봄호) 도서출판 다층

82 시 계간 다층 계간문예 다층 제74호(여름호) 도서출판 다층

83 시 계간 다층 계간문예 다층 제75호(가을호) 도서출판 다층

84 시 계간 다층 계간문예 다층 제76호(겨울호) 도서출판 다층

85 시 라음동인 동인시선 6집 '주운돌' 한그루

86 시 제주한시회 귤향풍아 일신옵셋인쇄사

87 시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월 어깨너머 푸른 저녁 파우스트

88 시 한라산문학동인회 우주를 체험한 문장가에게 한그루

89 시 한수풀문학회 나의 손가락 사이엔 파우스트

90 시/수필 고훈식 수평선 너머 지평선 도서출판 국보

91 시조 강애심 그 진한 봄 꽃 향기 고요아침

92 시조 김영순 꽃과 장물아비 고요아침

93 시조 오영호 등신아 까불지 마라 고요아침

94 시조 이명숙 썩을, 고요아침

95 시조 정인수 섬과 섬 사이 고요아침

96 시조 조한일 지느러미 남자 고요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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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97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6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98 연구/평론 고명철, 김동윤, 김동현 제주, 화산도를 말하다 보고사

99 연구/평론 김동윤 작은 섬, 큰 문학 도서출판 각

100 연구/평론 장영주 설문대할망 책과나무

101 연구/평론 장이지 세계의 끝, 문학 파우스트

102 종합 국제펜한국본부제주지역위원회 제주펜 엔솔러지 제14집 ‘제주, 신들의 정원’ 경신인쇄사

103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2017 제25호 제주콤

104 종합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징검다리 제10집 춘강인쇄사

105 종합 수산봉문학회 수산봉문학 제2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106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2017 제8호 선진인쇄사

107 종합 우도남훈문학관 우도문단 창간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108 종합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6집 '집으로 가는 해' 자청비

109 종합 조엽문학회 조엽문학 제10호 도서출판 국보서울

110 종합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제28집 서울문화사

111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 문학 제70집(봄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112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 문학 제71집(여름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113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 문학 제72집(가을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114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 문학 제73집(겨울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115 종합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56호(봄호) 경원인쇄

116 종합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57호(여름호) 경원인쇄

117 종합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58호(가을호) 경원인쇄

118 종합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59호(겨울호) 경원인쇄

119 종합 함덕문학회 함덕문학 2017 창간호 하늘출판

120 희곡 문무환 풀빵 괴담 서정문학

121 희곡 서희정 서희정 대본집 작가세상

122 기타 문무병 제주 신화집 두 하늘 이야기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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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분야 행사

연번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3.11. 제18 회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서귀포올레시장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2 03.31.~05.31. 저 白碑(백비), 일어서는 날까지 시화전 제주4∙3 평화공원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3
04.01.~07.28.

(16 회)
제 19 회 찾아가는 아동문학 교실 함덕지역아동센터 제주아동문학협회

4
04.27.~07.28.

(5 회)
초등학교 시조교실 운영

납읍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어도초등학교, 
함덕초등학교,
세화초등학교

제주시조시인협회

5 04.29. 제14 회 한수풀동화축제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도서관책사랑모임, 
한수풀도서관수채화동아리

6 05.20. 이인휘 작가 초청 북콘서트
제주 문학의집 
(북카페)

제주 문학의집

7 05.25.~05.29. 2017 제주한국지역도서전
시골책방 등 
제주일대

제주출판인연대

8 06.05.~06.12.
성동구청 강중훈 초청전 
'바람, 꽃이 되다만 땀의 영혼이란'

서울 왕십리역(4F) 
갤러리 허브

성동구청, 성동문화재단

9 07.02. 특별 시낭송회'미술관에서 시를 만나다' 왈종미술관 제주시낭송협회

10 07.08. 제5 회 의녀 홍윤애 추모문학제 애월 유수암리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 07.19. 함민복시인 초청 북콘서트 비욘드 북카페 비욘드 북카페

12 08.26.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정원 산책 제주시 신산공원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3 09.06. 박계화 수필가 초청 9 월 북 콘서트 비욘드 북카페 비욘드 북카페

14 09.07. 시낭송 '대상군 해녀 금덕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재능시낭송협회

15 09.29.~09.30. 2017 도민과 함께하는 수필문학축제 제주학생문화원 백록수필문학회

16 09.29.~10.10.
2017 거리에 흐르는 가을의 詩 
- 가을, 詩作하다

향사당, 
제주 문학의집 
(북카페)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 09.30.
2017 작은 도서관 책잔치
-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작은서관협회

18 10.13.~10.15. 2017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제주시 일원 제주시,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19 10.28.~10.29. 제2 회 김광협문학제 서귀포관광극장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20 11.04.~11.05. 제1 회 제주독서문화대전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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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분야 등단

연번 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

1 소설 김선희 2017 한라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 '끝없는 밤'

2 수필 오인순 ‘문학청춘’ 2017 여름호 수필부문 신인상 '벚꽃 만발, 어머님' 등 2 편

3 수필 임시찬 ‘수필과 비평’ 제188 호 신인상 '꿈'

4 수필 정복언 ‘현대수필’ 봄호 신인상 '매정한 이별'

5 시 김세진 ‘한빛문학’ 2017 겨울호 신인상 ‘차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름없는 가을'

6 시 김정미 ‘문학광장’(9∙10 월호) 신인상 '목련꽃차', '잠자는 곤을동' 등 3 편

7 시 박지호 ‘문예사조’ 2 월호 신인상 '엄마의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등 3 편

8 시 양대영 ‘한빛문학’ 2017 가을호 신인상 '불칸낭', '비' 등 2 편

9 시 양은순 ‘한국국보문학’ 10 월호 시부문 신인상 '해당화', '서귀포 미인' 등 3 편

10 시 오경 2017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점등‘

11 시 오경희 ‘한빛문학’ 2017 여름호 신인상 '그립다', '그대는 선물입니다' 등 2 편

12 시 이윤영 ‘문학광장’ 65 호 신인상 '비양도', '팝콘' 등 3 편

13 시조 서희정 2017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 '솥'

14 시조 오옥단 ‘문학광장’(11∙12 월호) 신인상 '변신', '새벽이 오는 소리', '우산' 등 3 편

15 시조 조호연 ‘시조시학’ 여름호 신인작품상 '저녁, 그리고 봄과 비' 등 3 편

연번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21 11.10.
제6 회 장한철 선생 '표해록'기념 전도 
백일장 행사

애월체육관 애월문학회

22 11.11. 문태준 시인초청 북 콘서트 비욘드 북카페 비욘드 북카페

23 11.18. 2017 우리동네 책축제 푸른열매작은도서관 푸른열매작은도서관

24 11.26. 예담길 북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

예담길

25 12.02.
2017 년 송년시낭송 -제주를 품은 
아름다운 시 20 편을 만나다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

제주시낭송협회

26 12.23. 송년 문학콘서트 '시가 되는 밤'
제주 문학의 집 
(북카페)

제주 문학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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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분야 수상

연번 장르 수상자 수상내용 수상작 주최 및 주관

1 동화 송재찬 제21 회 박홍근아동문학상 동화 부문 수상 ‘홍다미는 싸움닭’ 가톨릭출판사

2 동화 오신혜 제1 회 서귀포문학작품공모 동화부문 가작 ‘푸른둥지' 한국예총서귀포지회

3 소설
강용준

(필명:강준)
제8 회 한국소설작가상 ‘사우다드’ 한국소설가협회

4 소설 김태선 제1 회 서귀포문학작품공모 소설부문 당선 ‘집’ 한국예총서귀포지회

5 소설
손원평

(필명:현수영)
제5 회 제주4∙3 평화문학상 소설부문 당선 ‘1988 년생’ 제주4∙3 평화재단

6 수필 신창선 제17 회 수필과비평문학상 수상
 수필집
'오름과 아리아'

수필과비평작가회의

7 시 강중훈 제17 회 제주 문학상 시 부문 
‘바람, 꽃이 되다만 
땀의 영혼’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8 시 김원욱 제7 회 서귀포문학상 시 부문 수상 ‘누군가의 누군가는’ 한국문인협회서귀포시지부

9 시 문보영 제36 회 김수영문학상 시 부문 수상 ‘책기둥’ 믿음사

10 시 박용우 제5 회 제주4∙3 평화문학상 시 부문 당선 ‘검정고무신’ 제주4∙3 평화재단

11 시 신영배 제2 회 김광협문학상 시 부문 수상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시 전문지 계간'발견'

12 시 이종근 제1 회 서귀포문학작품공모 시 부문 당선 ‘천지연폭포’ 한국예총서귀포지회

13 시 정희원 제12 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 본상 ‘가을하늘’ 세계문인협회

14 시조 강문신 제2 회 조운문학상
‘서귀포 바다’ 외 
2 편

계간 시조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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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분야 총론
    김지혜 독립큐레이터

Ⅰ. 서론

바야흐로 2017년도는 대한민국의 격변기였다. 여러 굵직굵직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많았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작업에 몰두해 온 수많은 예술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며,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국제 미술계에서는 베니
스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함께 ‘그랜드 투어’의 포문을 열
면서 전 세계 미술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전시 
중단을 선포하였고, 천경자와 이우환의 위작 논란이 거세게 이는 등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사건이 
많았다. 또한 2005년 4,929억 원이던 문예진흥기금이 2017년도에는 422억 원으로 줄어들어 예
술계에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제아트페어(KIAF)의 2017년도 매
출 역시 270억 원으로 2016년도 235억 원에서 증가하였다고 하고, 글로벌 경매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10위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사다난하던 2017년도에 제주의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필자
는 이 글에서 2017년도 제주에서 열렸거나 제주 작가가 도외 지역에서 참여하였던 전시의 정량
적 평가 자료인 ‘제주 문예연감 지표’를 바탕으로 2017년도 제주의 시각예술에 대해 분석해보고
자 한다. 또한 제주 시각예술계의 이슈도 언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7년 제주 시각예술 분야의 활동 현황

2017년도에 제주에서 열렸거나 제주 작가가 타지에서 참여한 미술 전시는 총 372건으로 조사
되었으며 사진 전시는 81건, 서예 전시는 59건이다. 이를 지난 3년간 <제주문예연감> 자료와 비
교해 보면, 2015년도는 미술 전시 383건, 사진 전시 97건, 서예 전시 55건이었으며, 2016년도는
미술 전시 373건, 사진 전시 88건, 서예 전시 56건으로 조사됐다. 미술 전시는 2015년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대비 0.3%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진의 경우에
는 2015년도 대비 16.5%가 감소하였고, 2016년도 대비 8.0%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전시
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서예 분야는 오히려 2015년도 대비 7.3%, 2016년도 
대비 5.4% 증가하였다. 『2016 제주문예연감』에서 장은철 씨가 분석한 바로는, 2006년 168건이
었던 미술 관련 각종 전시는 2015년 383건으로 215건(128%) 증가하였다고 한다. 장 씨는 이 같
은 현상에 대해 이주 미술인의 활동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17,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리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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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5~2017년 시각예술 분야 전시 건수 현황

구분 계 미술 사진 서예

2017년 512 372 81 59

2016년 517 373 88 56

2015년 535 383 97 55

※ 건축 분야 제외

미술 전시에서 장르 별로 전시 추이를 살펴본다면, 다음의 <표 6> 처럼, 판화 분야와 혼합 분
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수치의 감소라기보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표 기준을 따라 만화(1건)와 기타(1건)를 제외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작가가 2개 이상의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개최한 개인전의 경우와 각기 다른 매체를 활용한 
작가들이 모인 단체전의 경우, 혼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분류 항목에서 복합(문학), 복합(공연)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
으로 지표를 만들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분류법이 다소 달라졌기는 하지만, 미
술 안에서의 장르 간 결합(혼합)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6> 2015~2017년 미술 분야 장르별 현황

구분 계 공예 도예 디자인 설치 조소 판화 회화 혼합

2017년 370 18 17 10 6 5 7 186 121

2016년 373 27 23 10 10 16 4 223 60

2015년 383 21 24 11 8 18 10 240 51

다음의 <표 7>은 만화와 기타(미술 외 타 장르와 결합한 전시)를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혼
합과 기타의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 제주문예연감에서는 제주도 내 전문
공간과 매개공간에서 이뤄지는 전시를 장르 별로 신규 분석하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오래된 관광지이자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이기에, 새로운 형태의 전시공간들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시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단독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전문공간으로 카페, 서점, 그 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비정기적으로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을 매
개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전시 372개 중에 약 13% 정도(50개)가 매개공간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 만화, 설치, 회화, 혼합 등의 전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젊은 
예술인들의 매개공간 전시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7> 2017년 미술 분야 공간별 전시 현황

구분 계 공예 도예 디자인 만화 설치 영상 조소 판화 회화 혼합 기타

계 372 18 17 10 1 6 0 5 7 186 121 1

전문공간 321 16 17 7 0 5 0 5 5 162 104 0

매개공간 51 2 0 3 1 1 0 0 2 24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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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술 전시, 사진 전시, 서예 전시 전체의 유형별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7
년도에는 도외 전시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제주도 예술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 현황과 더불어 해외 진출 사례를 역시 살펴보기 위함이다. 2016년도 연
감의 자료를 살펴보면, 미술과 사진, 서예 전시가 전체 제주시 381건, 서귀포시 118건, 도외 18
건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제주시 편중 비율이 높았으나 도외 
전시는 25건이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0>을 보면 미술 분야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각각 44.9%와 55.1%로 단체전 개최 비중이 조금 높았다. 사진(개인전 34.6%, 단체전 65.4%)과 
서예(개인전 22.0%, 단체전 78.0%)는 단체전이 월등히 많았는데, 이는 회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표 8> 2017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유형별/ 지역별 전시 현황

2017년
(전체)

구분
계 개인전 단체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512 100.0% 230 44.9% 282 55.1%

제주시 362 70.7% 147 28.7% 215 42.0%

서귀포시 103 20.1% 61 11.9% 42 8.2%

제주시/서귀포시 4 0.8% 1 0.2% 3 0.6%

도외
국내 28 5.5% 18 3.5% 10 2.0%

국외 15 2.9% 3 0.6% 12 2.3%

※ 건축분야(3 건) 미포함

<표 9> 2016 년 시각예술 분야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6년 517 100.0% 381 73.7% 118 22.8% 18 3.5%

<표 10> 2017년 시각분야 세부 분야별/ 전시유형별 전시 현황

구분
계 미술 사진 서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512 100.0% 372 100.0% 81 100.0% 59 100.0%

개인전 230 44.9% 189 50.8% 28 34.6% 13 22.0%

단체전 282 55.1% 183 49.2% 53 65.4% 46 78.0%

※ 건축분야(3 건) 미포함

이상에서 2017년도에 제주도 내외에서 열렸던 미술, 사진, 서예 등의 전시를 정량적으로 분석
해 보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장르 간 교차 및 결합한 전시의 비중이 높고 국내외 교류전이 이전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시를 전문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공간 외에도 다양한 매
개공간에서 전시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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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제주 시각예술계의 주요 흐름

2017년도 제주도 시각예술계에서 주목을 끈 행사는 제주비엔날레였다. 2017년도 9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알뜨르비행장 등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국내 
작가 36팀, 프로젝트 총 10팀, 해외작가 24팀이 참여하였으며, 약 8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고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중요한 산업이자 문제인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야심차게 개최되었
으나,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국제 행사인 것에 비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이 많
지 않고, 개막일까지 완성된 형태의 전시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
도 내외 미술인들이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7년도 4·3 미술제는 24회를 맞이하여, 제주 출신 양은희 전 건국대 연구교수를 예술 감독
으로 선임하여 <회향(回向), 공동체와 예술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탐라미술인협회는 
4·3 미술제를 통해 전시장소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원도심으로 확장하였으며, 주제 역시 과거에
서 동시대로 확장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작가 20여 명을 초청하여 '바람 부는 날, 그때 제주'라는 표제 하에 미술전을 개최하였으며,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4·3 미술아카이브: 기억 투쟁 30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공간적 
확장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2017년 제주에서는 새로운 예술 공간들이 문을 열기도 하였다. 5월에는 예술공간 이아가 개관
하여 레지던시와 전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산지천 갤러리와 문예회관 
3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예술공간 이아의 첫 번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행보가 이어졌으나, 제주도의 예술가와 도
민들이 소외되는 프로그램과 행사라는 비난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
이 각자 고민하고 재해석한 4·3 관련 작품이 잇달아 제작되는 등 예술적 성과도 간과할 수는 없
다. 산지천 갤러리 역시 사진 전문 갤러리로 포문을 열었으나 전문 기획자가 부재한 데다 관객들
의 발걸음도 뜸해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또한 2017년도에는 ‘미술주간의 미술 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
에 비해 미술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아트페어', '제주국제아트페어', '아트 
제주' 등 제주도 내외 단체가 주도하는 아트페어 역시 지속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
픽 미술관은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제주를 주제로 하여 ‘apmap’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하였
다. 

Ⅲ. 결론

다사다난하다는 것은 고단함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기회로 작동하기도 
한다. 2017년도 제주 시각예술계의 데이터와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국내외 예술교류가 확대되고, 
전시공간의 범주가 확장되었으며, 장르 간 소통 가능성이 더욱 넓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전혀 없던 아트페어나 국제행사 등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제주도가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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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고 할까? 
물론 이 글에서 이뤄진 분석은 대부분이 정량적 평가에 근거한 것이므로, 전시들의 실제적인 

퀼리티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추하건대, 모더니즘적 전시 
형태에서 확장되어 어젠더를 표방하는 기획전시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의 내용
에 대해 고민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전시의 내용과 형태가 더
욱 다양해져 작가와 작품, 관객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지기를 바란다. 예술에 한계와 고정관념
을 씌우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를 꺾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또한 무관심보다 비
난은 확실히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주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하되 국제적 
감각과 소통방식을 더하는 전시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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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분야 >
■ 시각예술 분야 지표

<표 11> 2017년 시각예술 분야 월별/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515 28 23 37 34 51 45 51 31 51 51 58 55

제주시 365 24 20 26 22 40 27 30 23 38 39 36 40

서귀포시 103 3 2 9 11 8 10 16 4 6 8 16 10

제주시/
서귀포시

4 0 1 0 0 1 0 0 1 0 0 1 0

도외
국내 28 1 0 1 1 2 6 3 1 4 3 3 3

국외 15 0 0 1 0 0 2 2 2 3 1 2 2

<표 12> 2017년 시각예술 분야별/ 전시유형별 현황①

구분
계 미술 사진 서예 건축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515 100.0% 372 72.2% 81 15.7% 59 11.5% 3 0.6%

개인전 230 44.6% 189 36.7% 28 5.4% 13 2.5% 0 0.0%

단체전 285 55.4% 183 35.5% 53 10.3% 46 9.0% 3 0.6%

<표 13> 2017년 시각예술 분야별/ 전시유형별 현황②

구분 계
개인전
(일반)

단체전
(일반)

공모전 회원전
국내

교류전
국제

교류전
소장품전

계 512 234 90 11 148 9 13 7

미술 372 189 69 5 91 6 5 7

사진 81 29 17 4 27 0 4 0

서예 59 16 4 2 30 3 4 0

※ 건축분야(3 건)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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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7년 시각예술(미술)  전시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개인전
(일반)

단체전
(일반)

공모전 회원전
국내

교류전
국제

교류전
소장품전

건수 372 189 69 5 91 6 5 7

비율 100.0% 50.8% 18.6% 1.3% 24.5% 1.6% 1.3% 1.9%

<표 15> 2017년 시각예술(사진)  전시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개인전
(일반)

단체전
(일반)

공모전 회원전
국내

교류전
국제

교류전
소장품전

건수 81 29 17 4 27 0 4 0

비율 100.0% 35.8% 21.0% 4.9% 33.4% 0.0% 4.9% 0.0%

<표 16> 2017년 시각예술(서예)  전시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개인전
(일반)

단체전
(일반)

공모전 회원전
국내

교류전
국제

교류전
소장품전

건수 59 16 4 2 30 3 4 0

비율 100.0% 27.1% 6.8% 3.4% 50.8% 5.1% 6.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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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 분야
■ 미술 분야 지표

<표 17> 2017년 미술 분야 월별/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372 18 16 25 28 39 33 37 21 37 30 41 47

제주시 263 14 13 18 18 33 18 22 15 28 23 24 37

서귀포시 80 3 2 7 9 4 10 12 3 4 6 14 6

제주시/서귀포시 4 0 1 0 0 1 0 0 1 0 0 1 0

도외
국내 20 1 0 0 1 1 3 3 1 4 1 2 3

국외 5 0 0 0 0 0 2 0 1 1 0 0 1

<표 18> 2017년 미술 분야 전시유형별/ 지역별 현황

구분
계 개인전 단체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372 100.0% 189 100.0% 183 100.0%

제주시 263 70.7% 129 68.3% 134 73.2%

서귀포시 80 21.5% 44 23.3% 36 19.7%

제주시/서귀포시 4 1.1% 1 0.5% 3 1.6%

도외
국내 20 5.4% 13 6.9% 7 3.9%

국외 5 1.3% 2 1.0% 3 1.6%

■ 미술 분야 편람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1.02.~01.15.
제주대 미술학과 5 인 기획전 
'A 는 B 다'

갤러리비오톱
제주대 미술학과 
고주승 외 4 명

2 01.02.~01.31.
네번째 아트큐브 전시 이지현 
'꿈꾸는 옷들'

서귀포치유의숲 제주문화예술재단

3 01.06.~01.11.
제1 회 박재춘 개인전
'제주의 들녘-봄인상'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박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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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4 01.07.~02.14.
허민자 도예전 
'Since 1985-JEJU IMAGE'

심헌갤러리 허민자

5 01.07.~04.12. 최창훈 개인전 '기억의 공간'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최창훈

6 01.09.~02.03.
제2 회 대학생 문화관광 콘텐츠 
상품전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대학교박물관

7 01.10.~01.18.
2017 한라미술인협회 기획전 
'한라산'

갤러리팔레드서울 한라미술인협회

8 01.12.~01.17. 곽영옥 개인전 '여러 표정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곽영옥

9 01.13.~01.19.
2017 연갤러리 김규승 기획초대전 
'제주愛'

연갤러리 연갤러리

10 01.14.~02.13. 세월호 추모전 '고래의 꿈 304' 청소년문화카페생느행 감쪽애

11 01.15.~01.31. 손일삼 개인전 '제주바다-인상'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손일삼

12 01.16.~01.24. 고승철 석사 학위 청구전 '풍광' 갤러리비오톱 고승철

13 01.18.~01.22. 고승철 석사 학위 청구전 '사람'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고승철

14 01.20~01.26.
웃음을 잃어버린 대한국민
- ‘박근혜 하야전'

이디아트
리서치플러스, 리빙제주랩, 
Orange Bridge, 이디아트, 
혼합문화공간다리,  studioNa

15 01.23.~01.27. 변세희 석사 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변세희

16 01.23.~02.05.
이탈리아 작가 죠반니 만죠니 
삐아짜룽가 개인전

갤러리카페다리 갤러리카페다리

17 01.25.~02.25. 故 변시지 특별전 부미갤러리 부미갤러리

18 01.26.~04.02.
김품창 초대전 
'어울림의 공간, 제주 환상'

ICC JEJU 갤러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9 02.01.~02.15. 제2 회 송묘숙 개인전 '정원'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송묘숙

20 02.01.~02.28. 고민철 초대전 'Nature Image' 코나빈스카페갤러리 코나빈스 카페갤러리

21 02.01.~02.28.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무사마씸?' 갤러리&카페지오 탐라미술인협회

22 02.04.~03.10.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입춘맞이 
특별전 '立春大吉'

스페이스예나르갤러리 스페이스예나르갤러리

23 02.06.~02.11. 김성란 개인전 '제주풍경-섬'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김성란

24 02.06~02.22. 제5 회 퀼트다소니전 '소망'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퀼트다소니

25 02.09.~03.01.
휴애리갤러리팡 김지영, 장경숙 
초대전

휴애리갤러리팡 휴애리갤러리팡

26 02.11.~02.10.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과 76 학번 
'시간여행1976'전

갤러리노리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과 76 학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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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27 02.15.~03.22.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물때, 해녀의 시간 Moontides for 
Jeju Haenyeo'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28
02.18.~02.23.
05.01.~05.15.

고운산 개인전 
'제주 소요(逍遙)_제주를 거닐다'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고운산

29 02.20.~02.28. 신나樂(락) - 만나樂(락) 동인전 심헌갤러리
양영심·고경리·이강인·
한아영·한항선

30 02.21.~03.26.
제주도립미술관 
'2014~2016 신소장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31 02.21.~05.31. 다섯 번째 아트큐브 전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제주문화예술재단

32 02.23.~02.28. 강의길, 유종욱 2 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강의길, 유종욱

33 02.25.~03.22.
오미정 개인전
'민화, 제주에 스며들다'

성안미술관 오미정

34 02.27.~04.27. 손귤의 설치미술전 ‘INTER BEING’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35 03.01.~03.31. 한국수묵연구회 초대전 갤러리&카페지오 한국수묵연구회

36 03.01.~03.07. 홍순주 개인전 연갤러리 홍순주

37 03.02.~03.22.
휴애리갤러리팡 신진작가 기획전 
- 김수연전

휴애리갤러리팡 휴애리갤러리팡

38 03.02.~03.12.
웃음을 잃어버린 대한국민
- 살풀이전

갤러리카페다리
리빙제주렙, 
시사 팟캐스트 소도리팡

39 03.03.~03.16.
유명 작가의 판화작품 및 
세계명화 아트상품전

심헌갤러리 아트아레나

40 03.05.~05.05.
윤석남 개인전
'1025:사람과 사람없이'

갤러리2 중선농원 갤러리2 중선농원

41 03.07.~03.11. 문인화제주작가회 창립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문인화제주작가회

42 03.07.~03.21.
음영일 초대전
'작은그림이 아름답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43 03.08.~06.11.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기획전 
'모든 것을 기억하는 물'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2, 3 전시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44 03.12.~03.16. 제24 회 제주청년작가공모전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45 03.13.~04.09. 미루나무꼭대기 창작소 '육:30'전 갤러리카페다리 미루나무꼭대기창작소

46 03.14.~04.20.
소장품전 '뮤즈에서 실존으로 - 
여성의 초상'展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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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03.14.~04.23.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다방 르네상스, 이중섭의 친구들'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48 03.16.~03.31.
2 번출구 그룹전
'봄(春), 꽃 피우다'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2 번출구 그룹

49 03.17.~03.31. 제주 유토피아 향기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50 03.17.~03.21. 신민정 석사 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신민정

51 03.18.~03.30.
서귀포의 인상 
- 유채꽃의 향기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남일

52 03.18.~04.27. 작은사랑나눔 성화·성물전 심헌갤러리 제주가톨릭미술가회

53 03.22.~03.28.
제16 회 안현주 개인전 
'돌하르방의 로맨스'

연갤러리 안현주

54 03.24~05.31.
제69 주년 4∙3 초대전
'바람 부는 날, 그때 제주'

제주4∙3 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

제주4∙3 평화재단

55 03.26.~03.31. 김광렬 개인전 '봄으로 찾은 섬' 서귀포예술의전당전시실 김광렬

56 03.26.~03.31. 김원기 '꿈에 그린 신자연' 서귀포예술의전당전시실 김원기

57 03.28.~04.02. 박주우 작가 석사 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박주우

58 03.28.~05.21.
그림책 원화전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따러 독도가요!'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59 03.31.~05.28.
지역네트워크교류전
- 2017 : 또 다른 시선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60 04.01.~04.09.
2017 연갤러리 초대전
- 나 강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61 04.01.~04.13. 곶자왈, 숲의 나라에서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문신기

62 04.01.~04.19.
정정엽 초대전
'아무데서나 발생하는 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63 04.01.~04∙30.
제2 회 제주글담 회원전
'제주, 봄[보:다]'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제주글담

64 04.01.~05.31.
김승희 개인전
'금속으로 그린 풍경'

스페이스예나르갤러리 김승희

65
04.03.~04∙30.
06.26.~07.16.

김수범 개인전 '기억채집'
갤러리&카페지오,
갤러리카페다리

김수범

66 04.03.~05.31. 김성란 초대전 '제주 풍경전'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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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4.04.~04∙30.
2017 김만덕기념관 초대전 
'그리움-제주'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68 04.04.~05.07. 4∙3 미술아카이브-기억 투쟁 30 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69 04.06.~04∙30. 이명복 개인전 '그 날 이후' 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이명복

70 04.08.~04.12. 제28 회 제주조각가협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조각가협회

71 04.08.~04.12. 제6 회 그림벗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문인화 단체전 그림벗

72 04.08.~상설전시 이희정 갤러리 개관기념전 이희정갤러리 이희정 갤러리

73 04.11.~04.25. 신현국 초대전 '빛·시(詩)의 울림'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4 04.12.~04∙30.
연갤러리 기획전 
'색채의 화음-처음느끼는 행복한 그림'

연갤러리 연갤러리

75 04.12.~06.01. 이승수 개인전 '노고록히 돌라부텅'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이승수

76 04.13.~04.18.
제23 회 제주우수청년작가 4 인 
초청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77 04.14.~05.21. 양창부 수채화전 휴애리갤러리팡 양창부

78 04.16.~04.24.
김송환 개인전 
'드로잉-시간을 그리다'

갤러리비오톱 김송환

79 04.19.~04.24. 제44 회 백록담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백록담회

80 04.20.~05.20.
정성문 화백 
'천년의 미소 수월관음도-고려불화 특별전'

제주약천사 포산갤러리 제주약천사

81 04.20.~12.30.
최숙희 작가 그림책 
'좋아 좋아' 원화전

도내 작은도서관(12 곳)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82 04.22.~04.29. 바람과 물, 나뭇가지, 뿌리전 갤러리노리
수잔 캘리, 헬렌 캠벨, 
제니퍼 헨베스트 드 
카빌로, 안드레아 모리스

83 04.23~04.27. 오렌지브릿지밀라노 기획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오렌지브릿지밀라노

84 04.26.~04∙30.
제16 회 제주공예가회 정기전 
두번째 프로젝트 ‘공판장’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공예가회

85 04.28.~06.20.
기당미술관 기획전
'미술관 안 동물원 展'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86 04.29.~05.04. 이안나 개인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안나

87 04.29.~05.08.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 
김미령 '살어리 살어리랏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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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05.01.~05.06. 이지유 개인전 '경계의 풍경' 꿈인제주 이지유

89 05.01.~05.15. 최연재 초대전 '참 아름다운 오후' 연갤러리 연갤러리

90 05.01.~05.31. 이명철 공예전 '오름과 삶' 갤러리비오톱 이명철

91
05.01.~05.05.
05.06.~05.11.

김산 개인전 
'침묵의 응시(凝視)-바람의 영혼'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산

92 05.01.~07.02.
오백장군갤러리 기획 초청 
'양광자전-뿌리깊은 여신'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93 05.02.~05.20. 심헌갤러리 초대전 '오월과 그릇'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권애진·고용석·김남숙·
김수현·박선희·현경희

94 05.02.~08.20.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내사랑, 패밀리'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95 05.03.~07.16. 강준석 개인전 '무대륙소년' 비아아트 비아아트

96 05.04.~05.17. 제7 회 말 그림전 갤러리노리 갤러리 노리

97 05.04.~07.09.
안세현 개인전 
'검정사각형의 여집합'

갤러리18 번가 안세현

98 05.05.~05.17. 강인주 개인전 'THE SOUND 2017' 심헌갤러리 강인주

99 05.06.~05.07. 웨더리포트 X 사운드캠프 in 제주 제주교래자연휴양림일대 김지연

100 05.06.~05.12.
제76 회 회원전 
'CHANGE-변화 We did, We can'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 05.10.~05.12. 충밍 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102 05.10.~05.24.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카툰전시

삼매봉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103 05.10.~05.31.
201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예술단체전 발굴 지원 '제주퐁당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프로젝트 그룹 '씨앗'

104 05.10.~06.28.
이하윤 초대전
'미감을 느끼다 섬섬옥수'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105 05.11.~05.13. 양화선 '향사당 기획전시' 삼도동향사당 제주문화예술재단

106 05.11.~05.23.
문화예술기획단체전 라 비에 기획전
'나도 제주에 살고싶다-제주 탐사대편'

갤러리비오톱
문화예술기획단체전
라 비에(La Vie)

107 05.11.~05.24.
거스톤 손딘-퀑(Guston Sondin-Kung) 
개인전 '안무 스크립트의 재구성'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108 05.11.~05.21.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전 '묵향'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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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05.13.~05.17.
제15 회 회원전 
'묵향에 부는 탐라 자연유산'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0 05.13.~05.18. I Painting(아이 페인팅) 조천도서관 다목적실 함덕 수아트 미술교실

111 05.13.~05.17. 제14 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112 05.13.~05.25. 김동기 양재열 2 인전 '두개의 숲'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동기, 양재열

113 05.13.~06.25.
예술공간 이아 개관전
'원도심 탐구생활'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

114 05.15.~06.04.
AWESOME 단체전 
'스물 둘, 22 년의 카페인'

갤러리카페다리 AWESOME

115
05.16.~05.22.
06.01.~06.15.

김진수 개인전 'Natural fear'
연갤러리,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김진수

116 05.20.~05.27. 제19 회 서귀포미술협회전 서귀포예술의전당전시실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117 05.20.~08.05. 문화공간 양 '웃거로 비디오방' 문화공간양 문화공간 양

118 05.22.~06.01. 고권 개인전 '눈 빛 바다' 아트와(ARTWA) 고권

119 05.22.~06.04. 한중옥 개인전 '소나무' 심헌갤러리 한중옥

120 05.23.~05.27. 제45 회 제대미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121 05.23.~05.27. 제7 회 들꽃수채화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들꽃수채화회

122 05.24.~05.26.
제주대학교 개교 65 주년 기념 
기금마련 특별전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123 05.24.~06.07. 갤러리노리 최석운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124 05.25.~06.07. 제2 회 민화채색연구회전 휴애리갤러리팡 민화채색연구회

125 05.25.~06.07.
2017 연갤러리 기획전 
'봄날 그림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6 05.30.~06.03. 제주문화포럼 기획전 '곰비임비전'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127 06.01.~06.05. 무위자연-스스로 그러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전시실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

128 06.01.~06.06. 문인화 단오를 만나다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문인화군방도

129 06.01.~06.30.
아그네 라티니테 초대전
'푸른 눈에 담긴 제주 풍경과 사람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30 06.01.~06.30. 이미선 개인전 '치유의 정원'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이미선

131 06.02.~06.11. 리모의 드로잉 제주 Drawing Jeju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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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06.02.~06.11. 함초롬회 창립전 '사람이 분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함초롬회

133 06.03.~07.01.
제40 회 강부언 개인전
'삼무일기 - 스스로 그러하다'

전농로의오후 강부언

134 06.05.~06.11. 제5 회 그룹 산마루전 헤밍웨이하우스 산마루동호회

135
06.05.~06.06.
06.05.~06.25.
11.04.~11.06.

박주애 뉴욕 나르스파운데이션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및 전시
귀국결과보고전

뉴욕 나르스파운데이션 
스튜디오, 박주애작업실

나르스파운데이션, 
박주애

136 06.06.~06.08.
한윤정 개인전
'on the way to studio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한윤정

137 06.07.~07.16.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 
'생태미술 2017:공존 순환'

제주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제1, 2 기획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138 06.08.~06.14.
제8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공모기획전- 고윤식 작품전 :'Ne:Utopia'

연갤러리 연갤러리

139 06.08.~상설전시
유민미술관 개관전 
'아르누보 유리공예'

유민미술관 유민미술관

140 06.10.~06.15. 변금윤 애니 '펼침'展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변금윤

141 06.10.~06.25. 변승훈 개인전 '바람 WIND' 갤러리노리 변승훈

142 06.12.~06.18.
김혜숙 작가 원화전 
'해님은 무슨 색일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김혜숙

143 06.12.~06.17.
제47 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공모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144 06.13.~08.06.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키워드 한국미술 2017 : 
광장예술-횃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145 06.14.~06.20. 재주도좋아 '바다 쓰레기 쥬얼리전' KCDF 갤러리 재주도좋아

146 06.15.
장애인 예능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한라체육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47 06.15.~07.14. 제주판화가협회 정기전 '향수' 갤러리둘하나 제주판화가협회

148 06.17.~09.16.
김종학 개인전 
'새는 날아다니는 꽃이다'

갤러리2 중선농원 갤러리2 중선농원

149 06.17.~09.28.
해외(독일) 레지던스 참가 및 전시 
- iARTS MSTRCHT

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갤러리
HAE등

김희은

150 06.17.~12.05. 현인갤러리 정우범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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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06.18.~06.23. 2017 제주 중견작가 초청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52 06.21.~09.17.
제2 회 김창열미술관 기획전 
'시간의 흔적'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2, 3 전시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153 06.23.~07.05.
심헌갤러리 기획초대전 허허당 
'바람의 기억'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54 06.24.~06.28. 제9 회 공예전 '단상'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고용석

155 06.24.~07.03.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 
'한·중 국제 젊은 모색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156 06.26.~06.30. 김기표 개인전 '경계에 서다'
충주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갤러리

김기표

157 06.28.~07.10.
제3 회 김유림 개인전
'블루와 고독, 고독과 미(美)의 
상관관계'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김유림

158 06.28.~10.29.
아카이브전 '원조 30 년-최초의 
시립미술관 찾기'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59 06.29.~07.03. 다섯 번째 전시 '제주의 시간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사(思)인회

160 07.01.~07.06. 경계에선 4 인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윤세열 외 3 명

161 07.01.~08.15. 정영창 초대전 '한 사람'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

162 07.01.~08.28.
채기선 초대전 
'마음의 풍경-한라산과 일출봉'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163 07.01.~08.31. 김지영 소품전 'STORY FACTORY' ICC JEJU 갤러리 김지영

164 07.01.~07.15. 변명선 개인전 '그늘와줍서' 바람섬갤러리 변명선

165 07.01.~07.31.
2017 제주양성평등주간 기획전 
'살림하는 붓질 2-집;짓다'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상상창고 soom

166 07.01.~07.31. 김차영 개인전 '드리운 풍경'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김차영

167 07.04.~07.08. 제14 회 한용국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한용국

168 07.04.~07.10.
제8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공모기획전 - 김경환의'제주돌 허들링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69 07.04.~07.22. 그림책갤러리 '제라지게 드로잉' 그림책갤러리제라진
그림책미술관
시민모임 제주

170 07.05.~07.21.
유창훈 개인전
'제주 산과 바다 이야기'

NH 농협은행제주영업장 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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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07.08.~07.13. 조우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오민수 외 6 명

172 07.08.~09.03.
현대미술프로젝트 기획전시 
'apmap 2017 jeju-mystic birth'

제주오설록티뮤지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73 07.09.~07.13.
제주·원주 문인화 교류전
'문인화 탐라의 향기로 피어나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174 07.10.~07.22.
제주거점작가 지원전
: 김범균 개인전'WYSIWYG'

서울갤러리2 갤러리2 중선농원

175 07.10.~08.31.
홍진숙 개인전
'봉쥬르! 프랑스에서 제주까지'

전농로의오후 홍진숙

176 07.11.~07.17.
하임성 개인전
'하얗고 검은 이반 은폐된 알레고리'

연갤러리 하임성

177 07.11.~09.17.
송영옥 작가 탄생 100 주년 기념전 
'나는 어디에'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178 07.13.~08.16. 박주우 청년작가 초대전 휴애리갤러리팡 박주우

179 07.13.~07.16. 아트 제주 2017 하얏트리젠시제주 아트제주

180 07.14.~09.10. 아름다운 이음-심상 기획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전
총연합회

181 07.15.~09.12.
제3 회 한혜민 개인전
'제주, 순간의 온도'

갤러리18 번가 한혜민

182 07.15.~08.14. 양영심 개인전 '제주- 혼디골다' 갤러리둘하나 양영심

183 07.16.~07.31. 이하늘 개인전 '하늘展'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이하늘

184 07.17.~07.30.
에이블 아트(Able art) 작품 전시회 
'즐거운 외출'

갤러리카페다리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85 07.18.~08.06.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전 
'한라산, 오름 그리고 바다'

제주도립미술관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186 07.18.~07.27. 고 박유승 회고전 '그릅서! 바당에' 바람섬갤러리 갤러리 하샤마임

187 07.21.~08.20.
제주현대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신화의 땅 제주, 자연과 마음을 품다'

제주현대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188 07.21.~08.31.
Nilkong Sa-ard 초청전
'태국 빠이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89 07.22.~07.27. 제8 회 고은 한국화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고은

190 07.22.~10.15. 신기영 민화전 '축복' 비아아트 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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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07.22.~08.31. 강창열 개인전 버금갤러리 강창열

192 07.24.~07.28. 제9 회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회

193 07.24.~08.05.
제주거점작가 지원전
: 조기섭 개인전 'Ping'

서울 갤러리2 갤러리2 중선농원

194 07.25.~08.08. HELLO! JEJU, 상형전 제주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95 07.29.~08.10. 제주미술연구회 '영주십경'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주미술연구회

196 07.30.~08.20. 김현숙 개인전 '제주읽기' 더갤러리현 김현숙

197 08.01.~08.31. 변세희 미술작가 초청전 '작은 숲' 호텔 내 The Art Gallery 함덕 더아트스테이 호텔 

198 08.01.~08.31. 김용환 초대전 비오토피아갤러리 비오토피아 갤러리

199 08.01.~08.31.
토정웨(陶征魏, TAO ZHENG WEI) 초청 
개인전 '또 다른 일상(不一样的日常)'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200 08.05.~08.24. 제1 회 임영실 개인전 성안미술관 임영실

201 08.07.~08.16.
장안순 한국화 초대전
'바람 그리고 여행'

연갤러리 연갤러리

202 08.07.~09.19.
제주거점작가 지원전
: 허문희 개인전 'Island'

서울갤러리2 갤러리2 중선농원

203 08.08.~08.16.
제주국제관악제 특별전
'WINDHADA, 제주문화를 
소비하다'

문화공간 제주아트
이재정 기획,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204 08.08.~08.12.
제5 회 정랑문인화전 
'천년 탐라의 먹빛을 그리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포정먹그림사랑회

205 08.12.~09.02. 김서정 개인전 '그 경계에서' 문화공간양 김서정

206 08.15.~08.23. 2017 한국 독일작가 교류전
독일 자브리캔 
종합예술대학교

독한예술협회

207 08.18.~08.27.
제11 회 황연주 개인전
'숨어있는 꽃-제주'

꿈인제주 황연주

208 08.18.~09.08.
201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작가 발굴 지원사업
- 김지은 개인전 '그림자들의 시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9 08.19.~08.24. 도담 회원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주선희 외 9 명

210 08.19.~08.28. 강술생 개인전 '어머니와의 산책' 갤러리비오톱 강술생

211 08.20.~10.31. 여섯 번째 아트큐브 전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제주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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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08.21.~08.25.
공예교류전
'26280 파도의 바람을 넘어서…'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213 08.22.~09.24. 일생묵노(一生墨奴) 아산 조방원전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아산미술문화재단

214 08.23.~08.27. 제3 회 강연심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강연심

215 08.25.~08.31.
제8 회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고윤정展 연갤러리 연갤러리

216 08.26.~08.31. 이음새 회원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음새

217 08.28.~09.01.
박길주 석사 학위 청구전 
‘The Touch'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박길주

218 09.01.~09.15.
제3 회 진주아 공예전
'해녀의 봄날'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진주아

219 09.01.~09.30.
심헌갤러리 송은실 귀국 초대전
'Home with Nature'

심헌갤러리 송은실

220 09.01.~10.29.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전 '섬, 마음의 랜드스케이프展'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221 09.01.~09.30. 하석홍 개인전 '하석홍'전 비오토피아갤러리 하석홍

222 09.01.~09.30. 한연선 개인전 ‘ANOTHER MOON’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한연선

223 09.01.~10.31. 제8 회 이옥문 개인전 '제주의 색' ICC JEJU 갤러리 이옥문

224 09.01.~2018.06.10. 문창배 개인전 '몽돌의 노래' 아라리오뮤지엄탑동시네마 아라리오뮤지엄

225 09.01.~2018.09.30.
故구본주 15 주기 기념 회고전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 
과장의 이야기-아빠 왔다'

아라리오뮤지엄동문모텔2 아라리오뮤지엄

226 09.01.~2018.09.30. 김태호 개인전 '호흡 Pneuma' 아라리오뮤지엄탑동시네마 아라리오뮤지엄

227 09.04.~09.16.
아마고 미술치료연구소
'Inner Peace-내면의 평화展'

갤러리카페다리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228 09.04.~09.29.
제14 회 오기영 개인전 
'제주, 시간을 입히다'

제주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오기영

229 09.05.~10.19. 강명순 초대전 '제주에 통(通)하다'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230 09.06.~09.12. 제2 회 강은희 개인전 성안미술관 강은희

231 09.07.~09.11. 제2 회 캘리그라피오월 멋글씨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캘리그라피오월

232 09.07.~09.13.
제7 회 제주 일본 신화교류전
-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오사카 사카이시 
동구문화회관

제주문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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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09.08.~09.14.
제8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 제2회 김정윤 공예전 '한잔에 섬(暹)을 담아…'

연갤러리 김정윤

234 09.09.~09.30. 도눅스, 정현정 2 인전 '가짜 풍경' 문화공간양 도눅스, 정현정

235 09.09.~11.12.
이승희 개인전 
'TAO : 이것은 도자기가 아니다'

박여숙화랑 이승희

236 09.11.~10.09.
201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시 '들녘에 부는 바람 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37 09.12.~11.30.
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탐라의 고운 빛깔 옛 감빛의 기억'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전통천연염색색채
예술연구회

238 09.13.~09.17. 2017 제주의 바람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리수갤러리

239 09.13.~09.26. 현인갤러리 'Hi~jeju 사색의 향기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240 09.15.~09.21.
김상남 제주4∙3 원화전시 및 
체험워크샵 '다랑쉬 오름의 슬픈노래'

연갤러리 김상남

241 09.16.~09.30.
제30 회 박성진 개인전
'숲의 향기에 취하다'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박성진

242 09.17.~09.21.
제4 회 회원전 
'문인화, 가을을 유혹하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연고회

243 09.19.~10.01. 노수영 개인전 'journey 전' 토이리퍼블릭 노수영

244 09.20.~09.29.
김품창 개인전 
'어울림의 공간, 제주 환상'

서울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김품창

245 09.20.~10.18. 재주도좋아 기획전-부유하는 바다 반짝반작지구상회 재주도좋아

246 09.20.~10.30. 저지리의 화(畵)요일전 더갤러리현 김숙경 외 3 명

247 09.21.~09.28. 정승화 개인전 '아일랜드' 갤러리비오톱 정승화

248 09.22.~10.03.
강주현 개인전 
'차이의 변주-감정의 신체'

서울 세움아트스페이스 강주현

249 09.23.~12.23. 이동기 '언플러그드展' 갤러리2 중선농원 갤러리2 중선농원

250 09.27.~10.01. 섬·여백회 정기전 '제주를 담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섬·여백회

251 09.27.~10.30.
세계자연유산 등재 10 주년, 
한·중수교 25 주년 기념전
'평화의 섬 제주, 아트의 섬이 되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아시아예술경영협회

252 09.27.~2018.01.21.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개관 1 주년 
특별 기획전 '그의 친구들, 7080'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2, 3 전시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53 09.30.~10.23. 갤러리노리 오석훈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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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09.30.~12.31.
서담미술관 개관전 서담 최형양 
작품전

서담미술관 서담미술관

255 10.01.~10.15. 박길주 개인전 '잇츠 오케이'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박길주

256 10.01.~10.31. 까오판 개인전 '물성과 마음'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이랜드문화재단

257 10.02.~10.06.
제8 회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여우들의 반란, 꿈, 사랑, 열정으로'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58 10.07.~10.28.
심헌갤러리 기획전
'공예, 제주방언을 담다'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259 10.07.~10.11. 지꺼진손멋글씨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지꺼진손멋글씨회

260 10.12.~10.17.
고민철 제23 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참가

서울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고민철

261 10.13.~10.19.
제17 회 안현주 개인전
'돌하르방의 로맨스'

연갤러리 안현주

262 10.13.~10.22.
제주민예총 '시민참여 예술학교 
감(感)을 찾다' 결과보고전

그림책갤러리제라진 제주민예총

263 10.13.~10.31.
201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작가 발굴지원사업 '고예현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64 10.14.~10.19. 강인옥 제2회 개인전 '차롱 속의 꿈'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강인옥

265 10.15.~11.14.
강신지 공예전
'흙에 숨결을 불어넣다'

갤러리둘하나 강신지

266 10.16.~11.04.
고은 개인전 
'소소한 이야기-행복을 드립니다'

갤러리카페다리 고은

267 10.16.~12.10.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 제주세계유산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268 10.16.~10.31. 이가희 개인전 '공허에 대하여'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이가희

269 10.17.~11.19. 제주섬유예술가회 작품전 '숨비소리'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섬유예술가회

270 10.17.~10.21. 3 인의 다님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다님회

271 10.17.~10.31.
2017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허우당싹'

문화공간 제주아트 탐라미술인협회

272 10.18.~10.27. 배중열 개인전 '제주 동화' 바람섬갤러리 배중열

273 10.18.~11.18.
주경야작 프로젝트 아트캠프 
펼쳐보기 전시

퐁낭아래귤림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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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10.20.~10.26.
제20 회 '형(形)전’
- 파도가 그린 작지돌꽃

연갤러리 형(形)

275 10.21.~10.26. 2017 제주 월연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광철외 10 명

276 10.21.~2018.01.27. 이승수 개인전 '남겨진 오브제' 문화공간양 이승수

277 10.22.~11.10.
박선희, 송정희, 서유순, 박정예 4인전
'사랑을 굽다, 물들이다, 짓다'

성안미술관 성안미술관

278 10.27.~11.02.
김재호 여섯번째 개인전 '작은 
꽃그림전'

연갤러리 김재호

279 10.27.~10.28.
여지껏 먹어온 과일들에 관한 
전시

카페파인땡큐 김승민, 김지훈

280 10.28.~11.11.
보앙갤러리 개관전 신경수 
'기억속의 풍경'

보앙갤러리 보앙갤러리

281 10.28.~11.19.
갤러리노리 기획전 
'한국의 목판화-풍경정신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282 10.28.~12.16. 2017 탐라의 탐나는 그림책 전시 그림책갤러리제라진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제주

283 10.28.~11.02. 제7 회 동화그림책 원화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마주보기동화그림동호회

284 10.28.~11.28. 이영희 개인전'DRAWING' 전농로의오후 이영희

285 11.01.~11.10.
제11 회 이삼이 개인전 
'공간-일상을 걷다'

심헌갤러리 이삼이

286 11.01.~11.12.
2017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마련전 
'그대 있어 행복한세상'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287 11.01.~11.20. 창작공동체 우리 '탐라순력-나의길' ICC JEJU 갤러리 창작공동체 우리

288 11.01.~11.05. 제5 회 전통지화장엄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불교전통지화장엄
연구회

289 11.01.~11.14.
제4∙3 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선정작가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90 11.01.~11.30. 고혜령 개인전 '조천 길 위에서'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고혜령

291 11.01.~11.30. 백성원 개인전 '자연제주' 카페코삿헌 백성원

292 11.03.~11.09.
이호철 불가리아 레지전시 
결과보고전 및 개인전-쌍생(TWINS)

꿈인제주 이호철

293 11.03.~11.09. 2017 제주국제아트페어 '공존'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이도1 동, 
제주국제아트페어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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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11.03.~11.09. 제3 회 푸르메전 연갤러리 푸르메

295 11.04.~11.08. 제1 회 김종호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김종호

296 11.04.~11.09.
김성오 개인전 
'탐라도원경(耽羅桃源景)'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김성오

297 11.05.~11.17. 고용석 개인전 '밭' 휴애리갤러리팡 고용석

298 11.05.~11.17. 오창윤 개인전 '리멤버' 휴애리갤러리팡 오창윤

299 11.05.~11.12 제13 회 제주신화전 문화공간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300 11.06.~2018.01.07. 일곱 번째 아트큐브 전시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제주문화예술재단

301 11.06.~11.10. 선비의 멋 천년의 숨결 온고지신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

302 11.07.~11.30. 창작-숨 '바당꽃, 피다' 바람섬갤러리 창작-숨

303 11.09.~11.15.
제주문화포럼 삼도2 동 
문화만들기 사업
'예술로 만나는 원도심'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304 11.11.~11.12.
한라마을작은도서관
'바다환경 정화 및 폐자원활용 
작품전'

한라마을작은도서관 한라마을작은도서관

305 11.11.~11.15. 고권 개인전 '솔동산 사람들'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고권

306 11.11.~11.15. 제6 회 묵랑 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묵랑

307 11.11.~11.23.
제13 회 김현숙 개인전 '스스로 
피어나다'

심헌갤러리 김현숙

308 11.11.~2018.11.08.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박광진-자연의 소리'

제주현대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309 11.14.~2018.02.04.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1955 년, 미도파화랑 상상'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310 11.15.~11.26. 제2 회 정군태 개인전 서울 한벽원미술관 정군태

311 11.15.~12.14. 메조틴트 3 인전 '기억1, 2, 3' 갤러리둘하나 갤러리둘하나

312 11.16.~11.20. 藝 뜨락을 거닐다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시정방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313 11.16.~2018.01.16.
소장품전
'연필과 지우개 - 상처를 배웅하며'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314 11.17.~11.23. 제3 회 민화채색연구회전 연갤러리 민화채색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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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11.17.~11.30. 제2 회 김승욱 개인전 '작가: 作家' 초계미술관 김승욱

316 11.20.~12.18.
2017 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기획전 
'제주정신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귀포예술의전당

317 11.21.~11.25.
제4 회 제주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가톨릭미술가회

318 11.22.~11.26.
이랜드그룹㈜애월국제문화혼합단지 
2017 레지던시 공모작가 1 기 
결과보고전 - 임영실∙박길주전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애월국제문화혼합단지

319 11.24.~11.30. 임성호 개인전 '꿈꾸는 섬' 연갤러리 임성호

320 11.24.~12.03. 고행보 공예전 '달빛숲새' 심헌갤러리 고행보

321 11.25.~11.30.
삼매봉도서관 동호회 
'몽당연필'전시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몽당연필동호회

322 11.25.~12.23.
김효은 캘리그라피전 
'제주, 쓰고 그리다'

북촌돌하르방공원돌집 김효은

323 11.26.~12.01.
유태근 개인전 
'청화백자 제주를 물들이다'

세심재갤러리 유태근

324 11.28.~12.03.
제42 회 제주대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예술공간 이아
제주대학교 미술학부
졸업준비위원회

325 11.28.~12.11. 제주-울산 판화교류전 '섬과 육지' 울산가다갤러리
제주판화가협회, 
울산판화협회

326 12.01.~12.05.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서툰바치 작품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학생문화원전시실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27 12.01.~12.31.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전 갤러리&카페지오 한국수묵연구회

328 12.01.~12.05. 제21 회 제주디자인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디자인협회

329 12.01.~12.20. 강문석 개인전 휴애리갤러리팡 강문석

330 12.01.~12.31. 남학현 '색으로 짓는 표정'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남학현

331 12.04.~12.20.
심헌갤러리 홍가혜 기획초대전 
'심연-삭제된 시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332 12.04.~12.31.
강신지 개인전 
'흙에 숨결을 불어넣다'

제주교도소 강신지

333 12.05.~12.06.
예술공간 이아 정규프로그램 
결과보고전 '예술로 스밈'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

334 12.06.~12.10. 규방공예 네 번째 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규방공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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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12.06.~12.11.
제26 회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울산 한국화교류전

울산문예회관 제주한국화협회

336 12.08.~12.14. 강순화 작품전 '자연을 품은 멋' 연갤러리 강순화

337 12.09.~12.17.
제주섬문화 한라산학교 
지도교사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한라산학교

338 12.09.~12.31.
하로 피치・이명복 2 인전 
'한국의 인상'

갤러리노리 이명복, 하로 피치

339 12.09.~2018.01.29.
제주돌문화공원 기획전
'비움, 채움-제주다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340 12.11.~12.15.
제6 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도지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41 12.11.~12.16. 제11 회 양재범 그래픽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양재범

342 12.12.~12.24.
홍진숙
'만덕과 푸른항아리 원화전'

김만덕기념관 홍진숙

343 12.13.~2018.2.25.
제주현대미술관 
'김흥수:하모니즘40 년 특별전'

제주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344 12.14.~12.17.
제3 회 고경란 개인전
'물에 기억을 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고경란

345 12.14.~2018.2.25.
광주시립미술관 순회전 
'송영옥 탄생 100 년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광주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346 12.15.~12.17.
이아 레지던시 1 기 결과보고전
'이아記: IAa Odyssey'

예술공간 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347 12.15.~12.26.
반딧불창작소
'소소한 콘텐츠 기획전'

예술공간 이아 반딧불창작소

348 12.16.~12.21.
제주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이층(利層) 결과 보고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카페 HAPPEN(3 층)

제주문화예술재단

349 12.16.~12.22. 안병근 개인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안병근

350 12.16.~12.31. 해봄 창립전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해봄

351 12.16.~12.20. 제16 회 그룹연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그룹연

352 12.16.~12.22.
제2 회 고동우 개인전
'내 짝꿍 캐릭터'

갤러리비오톱 고동우

353 12.17.~12.30.
제주문예회관 제3 전시실 개관전 
'경계와 확장'

제주문예회관 
제1, 3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354 12.18.~2018.01.13. 이창희 개인전 '제주 표정' 갤러리카페다리 이창희



2018 제주문예연감

❚ 41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354 12.19.~2018.01.25.
이와사키 치히로전 
'어린이를 그리다'

그림책갤러리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356 12.20.~12.26.

WINDHADA, 제주문화를 소비하다 
첫번째 시리즈
'서울 한 집, 제주 그림 하나, 
열대성 혹은 균사체'

인사동고은앤아이갤러리

이재정(기획), 김수오, 김영훈, 
박길주, 박주우, 박훈일, 
송창훈, 신소연, 이명복, 
이은경, 한항선, 홍진숙, 채명섭

357 12.20.~12.30.
그림책일러스트 동아리 회원들의 
창작 작품 전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358 12.20.~2018.01.20.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 
교실 작품전

왈종미술관 왈종미술관

359 12.20.~2018.1.15.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생 
그룹전 '初(초)전'

해차롱카페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생 그룹

360 12.20.~2018.2.25.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
'섬, 그리운 어머니'

제주현대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361 12.21.~12.25. 제16 회 미술동인집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미술동인집

362 12.22.~12.28.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 학번 
'만난지:30 年전'

연갤러리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 학번

363 12.22.~2018.03.04.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과학예술 2017 카본프리(Carbon-Free)'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364 12.22.~2018.01.21. 신예선 '구축적 사각형 Ⅱ'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다목적스튜디오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365 12.22.~2018.02.27. ICC 제주 회고전 '제주, 품다' ICC JEJU 갤러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66 12.23.~12.29. 제6 회 양미경 그림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양미경

367 12.23.~2018.01.10. 홍진영 개인전 '내 마음의 풍경' 심헌갤러리 홍진영

368 12.23.~2018.02.23. 바라보다 신소장품전
제주현대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

369 12.26.~12.30.
제3 회 이숙경 개인전
'다시 마주한 기억'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이숙경

370 12.26.~2018.01.14.
제주작가 발굴 육성 지원 프로그램 
'제주-서울 프로젝트'커넥티비티-제주'

대안공간루프, 
성북예술창작센터

제주도립미술관, 
대안공간 루프, 이타

371 12.29.~2018.01.04. 제6 회 김애란 개인전 '달빛' 연갤러리 김애란

372 12.31.~2018.03.05.
고영석∙홍진숙 2018 대만국제예술 
교류전 '인유기(印遊記)참가

타이페이 타이페이시예술추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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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18.~09.20. 청년 작가의 길을 묻다
문화공간양, 
씨위드작업실 등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락

2 08.16.~08.20. 제주미술제 발전 방안을 위한 모색 예술공간 이아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 09.02.~12.03. 제주비엔날레 2017 '투어리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원도심일대, 
알뜨르비행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

4 10.13.~10.22.
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제주

제주도립미술관,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재주도좋아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5 12 월
김택화 도록 발간
‘THE ISLAND DRAW DRAW DRAW'

DOMARI 김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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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 분야
■ 사진 분야 지표

<표 19> 2017년 사진 분야 월별/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81 7 3 8 5 7 7 6 5 7 7 6 13

제주시 53 7 3 5 3 5 4 2 4 5 3 3 9

서귀포시 14 0 0 1 2 2 0 2 0 1 2 1 3

도외
국내 7 0 0 1 0 0 3 0 0 0 2 1 0

국외 7 0 0 1 0 0 0 2 1 1 0 1 1

<표 20> 2017년 사진 분야 전시유형별/ 지역별 현황

구분
계 개인전 단체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81 100.0% 28 100.0% 53 100.0%

제주시 53 65.5% 11 39.3% 42 79.2%

서귀포시 14 17.3% 11 39.3% 3 5.7%

도외
국내 7 8.6% 5 17.8% 2 3.8%

국외 7 8.6% 1 3.6% 6 11.3%

■ 사진 분야 편람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1.01.~01.05. 제61 회 JPC 연합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대학교사진동아리(JPC)

2 01.04.~02.06.
제주세계유산본부 기획전 
'오름, 그 여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3 01.06.~01.11.
사진동호회 섬에서 부는 바람 
'16 번째 여행'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섬에서부는바람

4 01.12.~01.16. 2016 보도사진·영상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카메라기자회

5 01.14.~01.20. 2017 국제사진 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6 01.16.~01.31. 故 김수남 작품전 제주도청 1 청사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7 01.24.~01.29. 포토 1004 제6 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포토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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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2.01.~02.28. 제주사진문화공동체 비춤 창립전 '視禪' 갤러리카페다리 비춤

9 02.06.~02.24.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11회 사진전 
'소소한 풍경-삼양동'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10 02.16.~04.16. 김순남 기증사진전 '탐라신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김순남

11 03.01.~04.17. 어둠을 빛으로 이끄는 힘, 기억전 5·18 기념문화센터 제주4∙3 평화재단

12 03.01.~10.30.
서재철 개인전
'기억속에 제주사람들'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13 03.06.~03.12.
곽상필 개인전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소록도2'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곽상필

14 03.06.~03.31.
김형선·미카엘 카리키스
‘해녀: 바다의 여성’

영국국립해양박물관 영국국립해양박물관

15 03.07.~03.11. 녹색사진연구회 제27 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녹색사진연구회

16 03.14.~03.30.
레오 마티즈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국가 콜롬비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레오마티즈재단

17 03.17.~03.21.
제6 회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수중사진연구회

18 03.27.~04.01.
제2 회 한라야생동호회 
사진전시회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한라야생동호회

19 04.07.~04.13. '영등애기씨의 외출' 갤러리비오톱
WINDHADA, 
영등퍼레이드를 만드는 
사람들

20 04.12.~05.06.
제주에서 떠나는 유네스코 
세계여행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1 04.15.~05.15.
서정희 개인전 
'렌즈를 통해 본 아시아의 사람들'

카페루나 서정희

22 04.18.~04∙30.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13 회 사진전 
'소소한 마을 풍경전'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23 04.22.~05.10.
유용예 개인전 
'낮은섬 가파도 할망바다'

가파도 하동 마을 유용예

24 05.01.~05.05. 제16 회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5 05.01.~05.14.
소윤이네 가족 전시 2017
- 제주 아동후원 사랑과 나눔전시

갤러리카페다리 이겸·임진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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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5.19.~11.30.
김영갑갤러리 사진전 
'마음을 열어주는 은은한 황홀'

김영갑갤러리 두모악미술관 김영갑갤러리 두모악미술관

27 05.27.~06.11.
사진그룹 시각인식 
'기록과 예술 사이에서 바라본 제주'

갤러리둘하나 사진그룹 시각인식

28 05.27.~07.02. 고길홍 기증사진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29 05.28.~06.01.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단체 연합전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 05.31.~06.29. 3D로 만나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동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31 06.05.~06.25. 김형석 사진전 '감정의 공명' 갤러리카페다리 김형석

32 06.06.~07.02. 서재철 개인전 '제주 해녀' 제주해녀박물관 서재철

33 06.09.~06.18. 유용예 개인전 '할망 바다' 갤러리브레송  유용예

34 06.10.~06.19.
6월항쟁 30년 기념 사진전
'함께 나누는 기억 다시 이어갈 미래'

제주4·3 평화공원 전시실
6 월민주항쟁
30 년제주사업추진위원회

35 06.19.~06.25.
신준철 개인전
'안덕 비경-산방산, 형제섬 그리고 박수기정'

갤러리홍 신준철

36
06.21.~06.30.
08.14.~09.03.
09.05.~10.05

문지숙 개인전
'제주 바당꽃 평대리 해녀이야기'

갤러리브레송, 
갤러리카페다리, 
제주해녀박물관

문지숙

37 06.26.~07.10.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14회 사진전 
'소소한 마을 풍경전'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38 07.01.~07.07. 눈길 제주도의회 의사당 로비 제주도의회

39 07.13.~12.29.
제6 회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하나호텔,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서귀포시

40 07.14.~08.03.
베를린 쿨투어팔라스트 베딩 인터네셔널 
김옥선 초청전 '모두가 움직인다'

베를린 쿨투어팔라스트 
베딩 인터내셔널

베를린 쿨투어팔라스트 
베딩 인터내셔널

41 07.15.~08.15. 정미숙 개인전 '색(色), 삶의 결이 되다'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갤러리카페다리

정미숙

42 07.17.~07.21. 서정희·문지숙 사진작가 개인전
이탈리아 밀라노 
산페델레갤러리

서정희·문지숙

43 07.29.~08.12. 정요택 사진전 '오버플로우' 심헌갤러리 정요택

44 08.10.~08.14. 제14 회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중국 귀주성 도균시 일원 및 
2017 세계촬영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5 08.19.~10.28.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탑동해변공연장 
야외전시장

제주환경사진연합회

2018 제주문예연감

46 ❚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46 08.21.~09.09.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15 회 
'소소한 마을 풍경전'

제주시청 본관 1 층 복도 제주탐라사진동호회

47 08.30.~09.25. 제주 옛 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48 08.30.~09.14.
응답하라1988, 추억의 서귀포 
신혼여행 사진공모전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

49 09.02.~09.06. 제22회 가톨릭제주교구사진사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가톨릭제주교구사진사회

50 09.19.~09.22. 제주돌문화사진가회 제5 회 전시회 NH 농협은행 남문지점  제주돌문화사진가회

51 09.20.~09.24.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특별기획전 '제주해녀의 삶'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52 09.20.~11.19.
강태길 사진전 
'신화의 무덤, 제주오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

53 09.22.~9.26.
제주영상동인 제40 회 기획전 
'제주 포구'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영상동인

54 09.29.~10.15. 제주UNESCO생태환경문화 사진 유럽전 프랑스 투아리 성 제주특별자치도

55 09.30.~10.15. 김형석 개인전 '제주의 時(시)' 바람섬갤러리 김형석

56 10.01.~10.31. 정현명 '제주 - 10 년전의 기억' 갤러리&카페지오 정현명

57 10.08.~10.22. 유용예 개인전 '할망바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유용예

58 10.12.~10.31. 김승환 개인전 '두개의 달 #2' 갤러리유니온 김승환

59
10.14.~11.14.
10.21.~10.30.

제2 회 고영일·고경대 사진전 
'이추룩 변헌 거 보염수과?'

청소년문화카페 '생느행', 
갤러리브레송

고경대

60 10.16.~11.03.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 16 회 사진전 
'소소한 풍경전 - 종달리'

제주시청 제주탐라사진동호회

61 10.20.~11.11.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전시프로그램 
'남제주군에서 서귀포시까지'

옛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청 별관, 
서귀포 이중섭 거리 

서귀포시 주민협의회

62 10.23.~10.26. Phos9 기획주제전 '선'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포스나인

63 11.04.~11.16. 제주 생태·환경 문화유산 홍보 사진전 프랑스 라스코 제주특별자치도

64 11.14.~11.19. 한·중·일 국제환경사진문화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환경사진연합회

65 11.15.~11.23.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제주해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3 층 
하늘길 광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6 11.18.~12.31. 서재철 개인전 '아!다랑쉬'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67 11.20.~11.25. 제주기독교사진가협회 정기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기독교사진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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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분야 발간물

연번 저자 도서명 출판사

1 고경대
‘이추룩 변헌거 보염수과?’
(1960~2017 제주 동부, 성산일출봉에서 관덕정까지)

동문통책방

2 이문교 ‘여기 그리고 기억 ’ 문선제기획

3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곳 ‘폰카들고 들꽃산책’ 도서출판 각

4 제주환경사진연합회 강만보 사진집 '한국해녀' 제주콤

5 곽상필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16-소록도2’ 도서출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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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1.26.~11.30. 제43 회 제주도사진대전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 12.01.~12.14. 이겸 사진심리상담전시 '관계의 평화' 서귀포 강정마을 '살롱드 문' 이겸

70 12.05.~12.10.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주민연계 
교육프로그램 '사진아카데미 그룹전'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

71 12.07.~2018.01.08. 제9 회 환경 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72 12.08.~12.30. 제주해녀 사진전
뉴욕 ‘The Korea Society’ 
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The Korea Society

73 12.08.~2018.03.31. 김수남, 아시아의 바다를 담다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74 12.10.~2018.01.10.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국제공항 1 층 로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5 12.15.~12.17. 역불강 초지멍 댕겸서 W스테이지
마을탐방 시민모임 
마실감져

76 12.18.~12.29.
2017 제5 기 서귀포시SNS 
서포터즈 활동 사진전

서귀포시청 본관 서귀포시

77 12.19.~12.27.
2017 제2 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작품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78 12.20.~03.20.
4·3 70 주년 오프닝 사진전
'소리 없는 기억'

제주4·3 평화공원 
기획전시실

제주4·3 평화재단

79 12.20.~2018.01.10.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국제공항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0 12.21.~12.24. 고명진 '람사르습지 한반도 생태환경전'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고명진

81 12.22.~12.30. 이겸 개인전 '인터뷰, 나와 나' 비아이트 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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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예 분야
■ 서예 분야 지표

<표 21> 2017년 서예 분야 월별/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59 3 4 4 1 5 5 8 5 7 9 6 2

제주시 46 3 4 3 1 2 5 6 4 5 8 4 1

서귀포시 9 0 0 1 0 2 0 2 1 1 0 1 1

도외
국내 1 0 0 0 0 1 0 0 0 0 0 0 0

국외 3 0 0 0 0 0 0 0 0 1 1 1 0

<표 22> 2017년 서예 분야 전시유형별/ 지역별 전시 현황

구분
계 개인전 단체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59 100.0% 13 100.0% 46 100.0%

제주시 46 78.0% 7 53.8% 39 84.8%

서귀포시 9 15.2% 6 46.2% 3 6.5%

도외
국내 1 1.7% 0 0.0% 1 2.2%

국외 3 5.1% 0 0.0% 3 6.5%

■ 서예 분야 편람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1.17.~01.23. 현창보·정해정 '먹물과 산 부부서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현창보·정해정

2 01.18.~01.24. 글사랑서묵회 작품 전시회 우당도서관 2 층 로비 글사랑서묵회

3 01.25.~02.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7주년기념
여성 서예가 7인 초대전 모전여전(母傳女傳)'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 02.02.~02.06. 제2회 思美人전 '묵향에 마음을 담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사미인(思美人)

5 02.12.~02.17. 제5회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

6 02.13.~02.16. 월봉묵연회 창립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월봉묵연회

7 02.24.~02.28. 한연회 제16 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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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3.01.~03.06.
03.07.~04.16.

바다건너 제주에서 만나는 
필묵교류전 한묵(韓墨)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저지예술인마을 먹글이 있는 집

제주한글서예묵연회

9 03.09.~05.21.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봄: 새로운 시작'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0 03.22.~03.27.
제3 회 제주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11 03.28.~04.02.
제46 회 제주소묵회전
- ‘소동파를 쓰다’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소묵회

12 04.19.~04.24.
법산스님 개인전 
'도(刀)·락(樂)·도(道)...새김의 미학'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법산스님

13 05.08.~05.29.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10 주년 기념
 ‘거문오름 솔바람 묵향에 실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4 05.11.~05.18.
제8 회 서석각자회 회원전 
함양서각회 교류전

함양문화예술회관 서석각자회

15 05.12.~05.16. 도봉 이치근 미수(米壽) 서예전 제주국제평화센터 이치근

16 05.18.~05.22. 2017 제주서예문화축제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 05.27.~06.02.
종이거울 속의 위대한 예술가, 
소암 현중화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8 06.01.~06.30. 2017 살랑살랑 부채전 갤러리&카페 지오 제주소묵회

19 06.02.~06.06. 2017 제주서예문화축전
제주문예회관 
제1, 2 전시실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 06.07.~06.11.
제12 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전

제주문예회관1, 2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21 06.15.~06.19. 서예와 제주어시전 제주도학생문화원 문정수

22 06.24.~06.28. 제16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정연회

23 07.01.~08.31. 제23회 회원전 마을의 향기를 찾아서
저지예술인마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24 07.06.~07.23. 영주십경, 전성호 전각전(展)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25 07.06.~08.20. 녹수음중 :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26 07.08.~07.27.
심헌갤러리 다천 김종원 선생 
기획초대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27 07.14.~07.18. 제34회 상묵회전 '제주 바당 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상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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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7.17.~07.21.
제 60 회 회원특별전
'제주유맥 600 년의 시문을 찾아서'

제주학생문화원 영주연묵회

29 07.19.~07.23. 제10 회 제평서각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평서각회

30 07.29.~08.02.
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제13 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1 08.01.~08.31.
한글서예사랑모임 23 회 회원전
'마을의 향기를 찾아서'

저지예술인마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32 08.03.~08.07. 제7 회 동심묵연전(同心墨緣展)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동심묵연회

33 08.12.~08.17. 서효순 서예 개인전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효순

34 08.17.~08.31. 월봉묵연회 제2 회 회원전 한라도서관 1 층 전시실 월봉묵연회

35 08.19.~08.27.
2017 년 제3 회 한국제주 
중국영파 국제서예교류전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제주소묵회·중국닝보 서법가회

36 09.12.~09.16. 전각, 그리고 해녀 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제주전각학연구회

37 09.12.~09.15. 가천 김안국 창작 한시 서예전 제주학생문화원 김안국

38 09.14.~09.20.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희망찬 출발 다시 서는 열정의 손끝으로

NH 농협은행제주본부 1 층
NH 농협은행제주본부·
삼다연서학회

39 09.18.~09.20. 제5 회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전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0
09.21.~09.30.
10.14.~10.16.

10.21.

찾아가는 문화 활동
- ‘붓으로 함께하는 애월의 향기’

애월노인회관, 
수산리 새마을문고, 
애월주사랑요양원

애월묵향회

41 09.25.~09.28. 교류전 '서예, 통섭의 행로' 일본 웨스타가와고
제주서예학회·
사이타마서도연구묵유회

42 09.26.~11.26. 소암 현중화를 기리다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43 10.06.~10.10. 박민자 '무한자연의 필묵전' 연갤러리 박민자

44 10.08.~10.13.
한글사랑큰잔치
제16 회 한글사랑 서예대전

제주학생문화원 한글서예사랑모임

45 10.12.~10.16. 제6 회 상지서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상지서회

46 10.14.~10.18.
탐묵서연, 
2017 제주의 자연과 생활 서예전

KBS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정방묵연회

47 10.14.~10.17.
제5 회 제남서각회 회원전 
'손끝에서 퍼지는 나무향기'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

48 10.14.~11.05. 제4 회 제주-대만 서예교류전 대만 창화시립도서관
삼무서회, 
창화현포일서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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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 분야
■ 건축 분야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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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0.~12.01.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장전 '돌창고- 정주와 유목사이'

제주도청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2 12.06.~12.10.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입상작품전 
제주순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3 12.08. 2017 제주국제건축포럼-공존도시 김만덕기념관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연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49 10.18.~10.22. 제11 회 탐라서예문화회전 제주학생문화원 탐라서예문화원

50 10.22.~10.26. 소양 백옥자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 백옥자

51 10.29.~12.05.
제17 회 전국추사 서예문인화 
휘호대회 및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52 11.01.~11.05.
서예문인화초대작가제주작가협회 
제주-경산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예문인화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

53 11.01.~11.14.
제43 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선정작가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 전시실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54 11.02.~11.30. 김순희 작품전 한라도서관 갤러리 김순희

55 11.09.~11.13. 한.중 장애인 국제서화교류전 중국연변예술센터 제주삼다연서학회

56 11.14.~11.18.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57 11.25.~12.03. 제12 회 환경사랑서예전 조천읍도서관 전시실
조천읍도서관 서예교실 
북연회

58 12.03.~2018.01.14. 제20주기 소암 현중화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59 12.05.~12.07. 제17회 서예작품 및 평생학습전시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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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총론
    강경호 공연기획자

Ⅰ. 들어가며

지금은 문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한다. 소수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던 고급 문화예술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문화 민주주의는 모두로부터의 예술(Art from All)을 지향하면서 지금의 시
대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차별의 철폐를 문화예술에서도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반
영한 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고급문화 중심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점은 모든 사
람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문화예술 접근성에 대한 고민보다도 개인의 참여와 향유가 강조
되는 시대로 변화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민주주의 실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실제로 많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많은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정책이 문화 민주주의 실현의 완성이라는 평
가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정책의 완성은 단순히 공공재원의 
투입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향유자의 정책만족도와 그를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해서 완성해야 함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재원의 투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여러 가지 창구(여론 수렴)를 개설하여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함은 
당연한 사명일 것이다.

또 진정한 정책의 주체는 공공재원을 분배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가와 예술소비자
(향유자)에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여 직접적인 의견 표현과 예술 행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야 하
는 것이 문화예술이 가진 지금의 시대적 사명이다.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연예술 분야 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공연이 공공재원에 의존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공연의 증가가 마냥 고무적인 현상은 아니다. 공공재
원의 투입을 통해 자생력을 가진 예술단체와 개인이 생성되어야 함에도 최근 몇 년 동안의 데이
터들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공연예술의 장르별 지표를 보고, 어느 한쪽의 
분야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Ⅱ. 2017년 공연예술 분야 분석

2017년 공연예술 분야 지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7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공연예술 전반을 살펴보면 2017년의 공연예술 분야는 총 공연 횟수
(개인과 단체 포함)는 1,577건이고, 사업 단위로 보면 총 6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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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7년 공연 분야 총괄 현황

구분
계 음악 연극 전통분야 무용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연횟수 1,577 100.0% 710 45.0% 668 42.4% 136 8.6% 63 4.0%

사업단위 673 100.0% 451 67.0% 129 19.2% 58 8.6% 35 5.2%

1. 음악 분야
음악 분야 활동실적은 451건으로, 공연예술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다. 개인이 62건, 단체가 

389건이다. 참고로 2016년은 471건이었다. 이번 2017년 통계는 2016년과 달리 행사 성격의 공
연이나. 콩쿠르 등의 지표 9건을 제외하였는데, 이를 참고로 하면 전년도 대비 비슷한 사업 건수
다.

<표 24> 2016~2017년 음악 장르별 공연 현황

년도 구분 계 클래식 복합 대중 기타

2017년
건수 451 275 80 79 17

비율 100.0% 61.0% 17.7% 17.5% 3.8%

2016년
건수 471 246 70 155 0

비율 100.0% 52.2% 14.9% 32.9% 0.0%

비교증감
(전년 대비)

건수 ∆20 29 10 ∆76 17

비율 ∆4.2% 11.8% 14.3% ∆49.0% 17%

위의 표에서 보듯, 2017년은 전년도 대비 11.8% 클래식의 비중이 9% 정도 증가했지만 대중음
악의 비중은 49.0%가 감소하였다. 이 같은 변화 요인은 복합적인데, 대중음악의 경우 지원금 사
업이나 개인과 단체가 직접공연을 개최하기보다는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와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하거나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한 공연이나 복합장르로의 영역 확장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 연극 분야
2017년 개최된 연극 분야 사업 건수는 129건으로 개인 3건, 단체 126건이다. 2016년에는 135

건의 사업이 개최됐다.

<표 25> 2016~2017년 연극 장르별 공연 현황

년도 구분 계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2017년
건수 129 44 58 13 8 6

비율 100.0% 34.1% 45.0% 10.1% 6.2% 4.6%

2016년
건수 135 71 32 14 0 18

비율 100.0% 52.6% 23.7% 10.4% 0.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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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분야의 사업 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표 통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7 년은 2016
년 연극 분야 중 마당극으로 분류되었던 놀이패 한라산의 ‘4·3 평화인권마당극제’를 축제로, ‘대
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전’,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 등은 행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설공연을 지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이 같은 분류로 2017 년 성인극의 비중이 2016 년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아동극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
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주해녀문화 창작뮤지컬 ‘호오이 스토리’는 2억 원(국비·지방비 각 1
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의 뮤지컬 열풍을 해녀문화의 가치와 제주브랜드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개발하려 했으나 일회성에 그치면서 그 평가가 엇갈렸다. 또 내용과 구성을 비롯하여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연예술 창작물은 단순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좋은 작품이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작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또 주목할 현상으로 극단 가람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창작뮤지컬 ‘들꽃여인 의
녀반수 김만덕’을 수정 보완해 지속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연극 분야에서 복합장르인 김은영의 ‘온에어 잠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해녀를 소재로 한 실험극으로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3. 전통예술 분야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사업 건수는 총 58건으로, 개인 6건 단체 5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도

는 66건이었다.

<표 26> 2016~2017년 전통예술 장르별 공연 현황

년도 구분 계 음악 의례 복합 기타

2017년
건수 58 22 4 26 6

비율 100.0% 37.9% 6.9% 44.8% 10.4%

2016년
건수 66 45 2 15 4

비율 100.0% 68.2% 3.0% 22.7% 6.1%

2017년 전통예술 분야의 특이 사항은 전통예술과 타 장르의 협업을 통한 복합공연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오유정의 ‘달의 노래’는 전통음악과 춤, 영상을 복합적으로 콜라보레이션(협업)한 비주얼 
아트라는 형식으로 관객들을 만났고, 국악연희단 하나아트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
술, 음식 등의 요소를 무대로 복합한 ‘꿈꾸는 섬: 해녀’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4. 무용 분야
2017년 무용 분야 사업 건수는 35건이고 개인 4건, 단체 31건이다. 2016년도는 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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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6~2017년 무용 장르별 공연 현황

년도 구분 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2017년
건수 35 16 7 2 6 4

비율 100.0% 45.7% 20.0% 5.7% 17.2% 11.4%

2016년
건수 35 14 12 4 5 0

비율 100% 40.0% 34.3% 11.4% 14.3% 0.0%

인도 무용계의 거장 아스따드 데부의 제주특별공연이 있었고 제주도립무용단의 ‘자청비’는 많
은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의상과 영상으로 꾸며진 무대로 볼거리를 만들었지만, 평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제18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는 관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제주무용계의 성장을 위
한 교육문화교류의 장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Ⅲ. 나오며

공연예술계의 지속적인 화두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춘 작품과 조직으로 연속적인 활동이 
보장되는가? 이었다. 이러한 공연예술계의 갈증은 오래전부터 예술 행정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수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고, 공연계 또한 노력해 왔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공연예술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제도는 지속해서 중앙과 지역에서 정책을 펼쳐왔지만, 한시
적인 추진과 단편적인 효과에 만족해야만 했다. 단건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예술단체의 운영과 
제작, 유통의 통합적 지원과 함께 전반적 예술컨설팅 등을 통한 구조 개선 등의 명제는 공연예술
계뿐만이 아닌 전체 문화예술계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결과 위주의 지원정책의 현실은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관성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실연하는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상주단체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며 유지되고 있는데, 상주단체로 선
정된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문화예술예산
을 많이 투입하고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오랜 지원제도의 과정을 통
해 우리는 학습해왔다. 

이러한 고민의 지점들과 동시에 실현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현실들은 어떠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과 지원은 공공재와 가치재로서가 아닌, 문화 복지의 

한쪽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금의 지원정책이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에
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아주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언제까지 지원금(공공재원)에 의지하면서 활동들을 유지해야 하는가? 
단순히 가치재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의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당위성만으로 그 주장들과 명

분을 지속할 것인가? 
지금의 제주 사회는 예술가들에게 위와 같은 당위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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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과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에게 공감시킬 수 있으려면 공공재원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과 단체예술가들이 국민의 세금인 그 재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예술향유자
(예술소비자)인 시민(도민)이 인정할만하며 공감할 수 있는 예술 행위를 통해 진정한 소통의 중심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술지표는 그 시대 삶의 반영이지만 단순히 지표만을 놓고 예술 환경에 대한 평가와 문화 민
주주의의 완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지표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었다는 식의 
평가 또한 어리석은 분석일 것이다. 복합적인 문제점과 현안이 포함된 자료인 것이다. 더 이상 
양적인 팽창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으며 양과 질의 변환이 앞으로의 미래비전임을 인식하고 인
정해야 시대인 것이다. 

시대는 경쟁을 요구한다. 예술현장 또한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현실이다. 
경쟁이 만병통치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자생력에 대한 고민의 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

을 것이고, 그것은 곧 질적인 부분을 담보해야만 예술향유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술의 주체는 문화 분권의 중심인 우리들 모두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출발하여온 
예술 행위와 지원정책에서 문화 분권화된 지역의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당히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막중하니 끊임없는 자기반성
을 통한 예술소통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과 문화는 지속해서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는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술 행위자(창작자)와 향유자, 문화예술 행정 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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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분야 >
■ 공연예술 분야 지표

<표 28> 2017년 공연예술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673 29 22 35 59 55 66 60 43 85 83 70 66

제주시 437 18 15 24 33 34 45 35 23 58 56 49 47

서귀포시 178 8 7 8 16 14 16 19 17 17 22 19 15

제주시/
서귀포시

37 2 0 3 6 6 3 4 2 6 3 1 1

도외 19 1 0 0 4 1 2 2 0 4 1 1 3

도내/도외 2 0 0 0 0 0 0 0 1 0 1 0 0

<표 29> 2017년 공연예술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1,577 68 47 44 131 139 196 165 148 183 176 142 138

제주시 1,207 55 33 35 97 106 166 110 109 142 134 108 112

서귀포시 343 12 14 9 30 31 28 52 38 37 40 33 19

제주시/
서귀포시

1 0 0 0 0 1 0 0 0 0 0 0 0

도외 26 1 0 0 4 1 2 3 1 4 2 1 7

<표 30> 2017년 공연예술 분야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년도 구분 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무용

계
건수 673 451 129 58 35

비율 100.0% 67.0% 19.2% 8.6% 5.2%

개인
건수 75 62 3 6 4

비율 100.0% 82.7% 4.0% 8.0% 5.3%

단체
건수 598 389 126 52 31

비율 100% 65.0% 21.1% 8.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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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7년 공연예술 분야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년도 구분 계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계
건수 1,577 710 136 668 63

비율 100.0% 45.0% 8.6% 42.4% 4.0%

개인
건수 115 70 7 33 5

비율 100.0% 60.9% 6.1% 28.7% 4.3%

단체
건수 1, 462 640 129 635 58

비율 100.0% 43.8% 8.8% 43.4% 4.0%

① 음악 분야
■ 음악 분야 지표

<표 32> 2017년 음악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451 20 14 24 45 32 42 32 29 57 66 49 41

제주시 287 12 8 16 26 21 26 20 11 40 43 34 30

서귀포시 129 7 6 7 11 8 12 10 15 13 18 14 8

제주시/
서귀포시

21 1 0 1 4 3 2 1 2 3 3 0 1

도외 12 0 0 0 4 0 2 1 0 1 1 1 2

도내/도외 2 0 0 0 0 0 0 0 1 0 1 0 0

<표 33> 2017년 음악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710 21 14 24 61 63 73 64 61 89 102 73 65

제주시 463 13 8 16 36 44 51 36 29 63 69 48 50

서귀포시 229 8 6 8 21 19 20 27 31 25 31 24 9

도외 18 0 0 0 4 0 2 1 1 1 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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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17년 음악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대중음악 복합 기타

계 451 195 19 53 8 79 80 17

제주시 287 138 12 40 5 39 45 8

서귀포시 129 39 6 13 3 32 29 7

제주시/서귀포시 21 8 0 0 0 6 5 2

도외 12 8 1 0 0 2 1 0

도내/도외 2 2 0 0 0 0 0 0

<표 35> 2017년 음악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대중음악 복합 기타

계 710 241 20 61 20 135 201 32

제주시 463 161 12 44 5 89 132 20

서귀포시 229 66 7 17 15 44 68 12

도외 18 14 1 0 0 2 1 0

<표 36> 2017년 음악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대중음악 복합 기타

계
건수 451 195 19 53 8 79 80 17

비율 100.0% 43.2% 4.2% 11.8% 1.8% 17.5% 17.7% 3.8%

개인
건수 62 35 5 0 1 19 2 0

비율 100.0% 56.5% 8.1% 0.0% 1.6% 30.6% 3.2% 0.0%

단체
건수 389 160 14 53 7 60 78 17

비율 100.0% 41.1% 3.6% 13.6% 1.8% 15.4% 20.1% 4.4%

<표 37> 2017년 음악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대중음악 복합 기타

계
건수 710 241 20 61 20 135 201 32

비율 100.0% 34.0% 2.8% 8.6% 2.8% 19.0% 28.3% 4.5%

개인
건수 70 39 5 0 1 20 5 0

비율 100.0% 55.7% 7.2% 0.0% 1.4% 28.6% 7.1% 0.0%

단체
건수 640 202 15 61 19 115 196 32

비율 100.0% 31.6% 2.3% 9.5% 3.0% 18.0% 30.6% 5.0%



2018 제주문예연감

❚ 61

■ 음악 분야 편람

연번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1.06. 밴드 브릭의 'REAL TALK & TIME'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2 01.07. 주윤하의 '나를 위로하는 콘서트'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3 01.14. 제주고등학교동문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고등학교관악부동문회

4 01.15. 이루마 전국 투어콘서트 'Picture me' 제주아트센터 엠플러스

5 01.15. 제주드림클라리넷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드림클라리넷앙상블

6 01.17.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 초청 
신년음악회 'Smile'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7 01.18. 유근호의 'Walk Together'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8 01.19.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예술단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경축 
'2017 신년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9 01.19.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 130 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와 함께하는 겨울클래식'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10 01.19.~01.20. 쁘띠꼬숑의 그림책콘서트 in jeju
그림책방노란우산, 
제주기적의도서관

쁘띠꼬숑앙상블

11 01.20.
제 19 회 오현음악부동문회 정기공연 
'신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오현음악부동문회

12 01.20.
지유명차 음악차회 제주편 
'얼후(二胡)에 담긴 바이족(白族)의 소리'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지유명차

13 01.2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7주년 기념 콘서트 
일곱번째 선물-JK김동욱, 말로, 대니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4 01.21. 음악교육신문 제주지사 콩쿨 입상자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악교육신문제주지사

15 01.21. 타틀즈의 'Let’s B-Time'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16 01.22. 제 1 회 표선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표선색소폰앙상블

17 01.23.
제 3 회 하음앙상블 정기연주회 
'함께가는 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하음앙상블

18 01.25. 박광선의 'Variety Show'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19 01.28. 밴드 사우스카니발의 '몬딱 도르라'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20 01.30.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THE LIVE(더라이브)' - 제주공연

제주아트센터 JIBS 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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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2.02.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 95 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22 02.07. SOVIS 비올라 앙상블 '봄을 기다리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SOVIS 비올라앙상블

23 02.09. 제주 메세나 콘서트 '메·모·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메세나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KCTV 제주방송

24 02.11. 디어 아일랜드 콘서트 알엠알 키친&홀 디어아일랜드(DearIsland)

25 02.11. 사우스카니발 콘서트 '크래미 어워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우스카니발

26 02.12.
'봄을 기다리며'
- 볼빨간사춘기, 정승환, 박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장군엔터테인먼트

27 02.18. 김용찬 피아노 독주회 콘서트홀하모니 in 제주 김용찬

28 02.23.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제 55 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29 02.25. '원더랜드 인 제주' - 로이킴 드르쿰다야외목장 안지스컴퍼니

30 02.25.
YB vs 윤도현 전국투어 콘서트
〈딴판〉-제주공연

제주한라체육관 유니컴퍼니

31 02.25.
문화콘서트 유수암 8 번째
'Duo - Slow but Relax'

카페 판 제주스토리

32 02.26.
김광석 추모콘서트
'가객에게 부치는 편지 4th'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김광석을사랑하는
제주뮤지션들

33 02.26.
제주문화창작연구소 
'졸바로' 창단 기념 공연

한라마을작은도서관
제주문화창작연구소
졸바로

34 02.28. 기타리스트 박주원 집시로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5 03.04.
김경호 전국투어콘서트 
'KIMKYUNGHO 1997' - 제주공연

제주아트센터 브로스이엔티

36 03.04. 사우스카니발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37 03.11. 아카펠라 그룹 빠시오네(Passione)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38 03.16.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 131 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39 03.18. 소은주 밴드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40 03.18.
제 66 회 정기연주회
'봄바람에 흐르는 관악의 향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41 03.21.~04.28.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온성학교 등 3 곳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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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3.21.~11.16. 찾아가는 신나는 스쿨콘서트 사계초등학교 등 7 곳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
관악단

43 03.22.
뮤지컬 갈라 콘서트
'GO! GO! 브로드웨이'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44 03.23.
문화콘서트 유수암 9 번째
'정흠밴드-달콤하거나…상큼하거나…'

카페 판 제주스토리

45 03.23. 제주피아노두오협회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두오협회

46 03.24.
레즈니코바 올가 첼로독주회 
'봄의노래'

이담갤러리 레즈니코바올가

47 03.24.~11.22. 찾아가는 연주회 함덕초등학교 등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48 03.25. 바닐라 어쿠스틱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49 03.25. 제주 평화나비 콘서트 제주벤처마루 제주평화나비

50 03.25. 제주들꽃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들꽃합창단

51 03.26.~05.14. 풍경이 있는 음악회 제주향사당, 새연교 등 제주빌레앙상블

52 03.26.~09.24. 제주모다들엉 하우스콘서트 제주탱고올레 한국실버예술문화네트워크

53 03.28. 신인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54 03.28.
제주 CBS 창립 16 주년 기념음악회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제주특별자치도

55 03.29. 메이트리 공연'아카펠라의 아름다움'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56 03.29.~11.29. 통통튀는 클래식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57 03.30.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연합합창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함께 노래해요'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58 03.31.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새 봄을 여는 팡파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윈드오케스트라

59 04.01.~04.29. 봄바람 春風, 그리고 클래식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60 04.02. 김성희 타악기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성희

61 04.04.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 55 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62 04.05. 함정밴드 공연 플레이스캠프 제주 플레이스(playce)

63 04.06.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 132 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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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4.07. 4∙3 70 주년 국민문화제 서울특별시 광화문북부광장
제주 4∙3
제 70 주년범국민위원회

65 04.07. 신춘 가곡의 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라루체앙상블

66 04.08.
백건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 
- 제주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67 04.08. 제8 회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시밀레색소폰앙상블

68 04.10.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

69 04.1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기획공연 
'미취학 아동을 위한 EQ 쑥쑥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70 04.13.~07.14. 자작나무숲의 친절한 콘서트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등 
복지기관 4 곳

자작나무숲

71 04.14. 윤종신 콘서트 특강 제주아트센터
타입커뮤니케이션, 
미스틱엔터테이먼트, 
유니컴퍼니

72 04.14.~04.15.
국악밴드 나릿 초청공연
'제주바람 쐬러가자'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73 04.15. 세번째 봄 Memory 0416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74 04.15.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8 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나눔오케스트라

75 04.15. 제주연등축제 합창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연합회

76 04.15.~04.16. 기획공연 콘서트 뮤지컬 '청춘밴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77 04.15.~05.28. 이종혁의제주음악콘서트 바오젠거리, 외도동 이종혁의제주음악콘서트

78 04.19. '와들락 밴드 & 라니 알로하'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흥동 
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79 04.19.~04.20.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음악회 서귀포온성학교 등 2 곳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80 04.20. 숨비소리 '봄 2017 다시 노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숨비소리

81 04.21.
2017 교향악축제-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다랑쉬 " - 레드아일랜드 II 등 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중앙미디어네트워크

82 04.21. 런치 버스킹
여의도 동우국제빌딩 
제주서울본부 앞

제주관광공사 등 
서울주재제주기관

83 04.21.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베토벤과 브람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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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04.21.~05.19.
움직이는 예술단
'시민 속 클래식 바이러스'

서귀포관광극장 등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85 04.21.~06.21. 어쩌다 클래식 바오젠거리 등 자르트(JART)

86 04.22. V.O.S 콘서트 in Jeju 'Voice of Soul'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설문대

87 04.22.
문화콘서트 유수암 10 번째
'스테이플러의 GO 100'

카페 판 제주스토리

88 04.22. 제 4 회 도민과 함께하는 힐링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앙상블 FUN

89 04.23.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90 04.24.
제 2 회 제주건반예술학회 정기연주회 
'Die Pianisten'

제주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제주건반예술학회

91 04.24.~08.17. 제 4 회 희망콘서트 공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남생이못

제주빌레앙상블

92 04.26.
문화가 있는날 수요음악회
'기분 좋은 날 LEMON TREE'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93 04.26. 실버밴드 빅브라더 공연 서복전시관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94 04.26. 음악이 흐르는 로비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로비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95 04.26. 해설이 있는 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국립제주박물관

96 04.26.~09.27. 쓰담쓰담 숲속 힐링콘서트 서귀포치유의숲

자작나무숲,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97 04.26.~10.25. 청춘마이크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8 04.27.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 96 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노래'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99 04.28. 리에토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리에토색소폰앙상블

100 04.28.~05.14. 재즈! 도심에 물들다. 바오젠거리 등 재즈밴드시크릿코드

101 04.29.
제12회 팔공사랑 우리가곡 부르기 대회 
- 강문칠 작곡가 창작곡 발표

대구 팔공문화원 대강당 대구동구팔공문화원

102 04.29.~09.23. 찾아가는 음악회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등 3곳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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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04.29.~10.09. 재즈! + 제주도! = 재즈도!!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등 3곳 재즈밴드시크릿코드

104 05.04. 제4회 정기연주회 '유럽의 관악과 댄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클라리넷앙상블B-M

105 05.06.~09.02. 새연교 시민콘서트 새연교 야외무대 서귀포시

106 05.11.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조관우 & 조통달 그때, 그리고 지금'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7 05.11. 제9회 미야자키-제주 교류연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제주피아노학회

108 05.12. 피아니스트 박혜현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악교육신문제주지사

109 05.12.~06.30. 삼다공원 힐링 야간 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KCTV제주방송

110 05.13.
디바콘서트
- 박기영, 알리 '봄향기 가득한 음악여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1 05.13. 박새별 콘서트 'Starry notes in Jeju' 에리두 Cafe n Beds 박새별

112 05.13.
쉘위댄스 in 서귀포 
‘씽꼬빠시온(5 Passion)’ 탱고 밴드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13 05.14.
세계적인 솔리스트와 
재일코리아성악앙상블과 함께하는 
'제주4.3평화음악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 
제주4.3유족회, 
제주영상문화원

114 05.14.
한라산 재즈가수 수니킴의
'서귀포의 봄을 노래하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15 05.14.~08.31. 섬마을콘서트 비양도 등 오버플로우

116 05.16.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117 05.18. 바리톤 허종훈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악교육신문제주지사

118 05.18.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 133 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119 05.19.
바이올리니스트 김영근
'제주도 봄의 소리'

김정문화회관 써니진기획

120 05.19. 오페라 갈라 콘서트 '베르디 vs 푸치니'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121 05.20. 보름왓 음악회 표선면성읍리 일원 제주영농조합법인보롬왓

122 05.20. 한라윈드앙상블 제 67 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3 05.20.~07.08. 하음하트콘서트 아라주공아파트 등 3 곳 하음앙상블

124 05.23. 보림사 창건 60 주년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보림사금강불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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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05.25. 백혈병 어린이 돕기 '생명, 나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카리스합창단

126 05.25.
한국리스트협회제주지부
제 7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한국리스트협회제주지부

127 05.26.~10.13.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11 시 금요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128 05.27. 2017 작은 음악회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29 05.27.~10.21. 컴투게더 - 릴레이 콘서트 겟스페이스 락카데미

130 05.28. 울랄라통기타 첫 정기연주회 김만덕기념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봉사동아리울랄라통기타

131 05.28. 제 11 회 정기연주회 '여인의 향기' 제주아트센터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32 05.29.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6 회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33 05.30.
김경택의 'WIND SKETCH with 
worldmusic ensemble weproject'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김경택

134 05.31.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35 05.31.~09.07.
인디밴드 소금인형과
'힐링*필링에 빠지다'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등 3 곳 문화추물락

136 06.01. 제 2 회 다모앙싱어즈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다모앙싱어즈

137 06.0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 56 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138 06.02.~09.15. 찾아가는 음악회 '아하~ 이 음악!' 구엄초등학교 등 3 곳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139 06.03. 나눔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40 06.03. 무비콘서트-백년의 노래 간드락소극장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매깨라스튜디오

141 06.03.
제 26 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42 06.03.~06.04.
풀 메탈 제주 페스티벌
(Full Metal Jeju Festival)

탑동해변공연장 비니모터

143 06.03.~06.05.
제 9 회 양웅선 클래식 기타 독주회 
'회상'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서귀포시예술의전당 소극장

양웅선

144 06.06.
WE PROJECT
'바람과 숲 바다의 이야기'

프랑스 파리 Cité des Arts 위프로젝트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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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06.06.
심희정 교수 초청 독주회와 예비 
피아니스트를 위한 Masterclass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건반예술학회

146 06.09.
앙상블 'The Feliz'Episode 1
- 처음 그리고 바람 (제주공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앙상블더펠리즈

147 06.09.~07.07. 음악으로 꿈꾸는세상 어도초등학교 등 3 곳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48 06.10.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제1회 희망나눔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우쿠렐레교육협회제주지부,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Jeju&Art

149 06.10. 포크가수 김용덕과 양병집의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50 06.10.~10.14. 곶자왈 숲속 콘서트 교래자연휴양림 야외공연장 곶자왈공유화재단

151 06.11. 하버드 아카펠라 크로크딜로스 내한 공연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문화방송

152 06.15.
제주브라스퀸텟 창단연주회 및 
제 1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브라스퀸텟

153 06.16. 고혈압관리센터 5주년 기념 힐링 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주보건소

154 06.16.
기타리스트 김광석과 춤꾼 안지석의 
합동 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55 06.16.~08.31. 서귀포시민 사랑음악회 안덕생활체육관 등 5 곳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156 06.17. SOUND BRIDGE (TO SEOUL) 서울특별시 KT&G 상상마당
제주문화예술발전회
몬딱도르라

157 06.17.
고진영 바이올린 독주회
'Jeju Story Chapter One'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고진영

158 06.17. 펑키 뮤지션 '사이'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59 06.19. 행복한 제주 제 3 회 평화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160 06.20.
호국보훈의날맞이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in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대한민국해군

161 06.23. IT 밴드 카타 rsis 초청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62 06.24. 김수연 플루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수연

163 06.24. 사우스카니발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164 06.24.
제 2 회 앙상블나인 정기연주회
'비바 비발디!'

제주카카오스페이스닷원 
멀티홀

앙상블나인

165 06.24.
졸바로 공연
'불러보멍, 들어가멍, 배와가멍'

한라마을작은도서관
제주문화창작연구소
졸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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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06.24. 칼리시스콰이어 제 2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칼리시스콰이어

167 06.24. 태히언의 레게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68 06.24. 평화콘서트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강정평화학교,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169 06.25. 제 7 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능희

170 06.26. 제16 회 제주브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브라스앙상블

171 06.26.
제주앙상블준 제 23 회 정기연주회 
'String & Wind'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앙상블준

172 06.27. 바흐의 모테트 전곡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바흐솔리스텐서울

173 06.27.
카리스뮤직코퍼레이션 앙상블 시리즈 
Ⅳ 'Generation'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카리스뮤직코페레이션

174 06.28. 클라재즈의 선율속으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75 06.29. 바이올리스트 김문철 토크콘서트 '인연' 이담갤러리 리스트링

176 06.29. 제 9 회 라루체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체앙상블

177 06.30.

미니 오케스트라 민트리오, 
가수 최은진 씨 초청 공연 
'근대가요 복원프로젝트 
제 1 탄-우리는 풍각쟁이야'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78 07.01. 월드뮤직밴드 오마르&이스턴파워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79 07.01.
제 3 회 제주도 우쿨렐레 연합발표회
'너영나영 지꺼지게 우쿨렐레 치멍 
놀아봅세 시즌 2'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우쿨렐레

180 07.01. 제 3 회 오인경 오휘성 듀오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승직

181 07.02.~10.29. 트멍콘서트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182 07.05.~07.08.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183 07.08.~07.09. 제 3 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색소폰협회

184 07.14. 양영욱 색소폰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양영욱

185 07.15. 서머 콘서트 콘서트홀하모니 in 제주
서머스오페라단, 
섬아이뮤직센터

186 07.15. 인디 가수 '블루스맨 김대중'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87 07.15. 핀아국제앙상블 '물의소리' 김정문화회관 핀아국제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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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07.15.~09.09.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문화원

189 07.16.
Melodie D’amour cello ensemble 
창단연주회

이담갤러리 Melodie D’amour

190 07.16.~10.05. 소나무 숲 우리 음악 콘서트 제주수목원길 일원 국악연희단하나아트

191 07.18. 그리운 바다, 제주 러시아를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안미현, 키릴캬슈닌

192 07.19.~09.09. 강효지 피아노 리사이틀 '제주를 담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강효지

193 07.21.
경계를 허무는 숨, 음악과 영상으로 
말하다 - 9·숨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94 07.21.
세계자연유산 등재 10 주년 기념 
'앙상블 펀'공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수경정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195 07.21.
소극장 콘서트
'From 바흐 To 비틀즈'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96 07.21. 솔리우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서울특별시 영산아트홀 솔리우스오케스트라

197 07.21.
앙상블디아파종의 목관 5 중주로 듣는 
친근한 클래식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앙상블디아파종

198 07.22.
문화콘서트 유수암 11 번째
'끌로드샤 퀄텟 play Claude Bolling'

카페 판 제주스토리

199 07.22. 제 2 회 앙상블까메라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앙상블까메라타

200 07.22.~08.26.
뚜럼브라더스와 함께하는 한여름의 축제 
'이디왕 들어보라게'

박물관은살아있다 
제주중문 뮤직홀

밴드뚜럼브라더스

201 07.23.
관객과 함께하는 테라피 뮤직 
감성여행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02 07.23. 제 3 회 구좌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구좌합창단

203 07.25.
제 17 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늘푸른음악회

204 07.26.
한국합창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함께하는 합창, 사랑의 하모니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5 07.27.~07.29.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6 07.28.~07.30.
엄희정 피아노 리사이틀
'건반위의 무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엄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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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07.28.~07.30. 오케스트라 민트리오 공연 렛츠런파크제주 레츠런파크제주

208 07.29. 밴드 Road'n 창립공연 갤러리카페더몹시 밴드 Road'n

209 07.29.~08.16. 힐링 아카펠라 서귀포장애인복지관 등 3 곳 빠시오네

210 08.03. 박소현 첼로 리사이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소현

211 08.04. 제 8 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오능희

212 08.05. 재즈펑키밴드 JSFA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13 08.05. 포크싱어라이터 박강수씨의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14 08.05.~08.27.
한여름밤의 콘서트
'음악에 사랑을 더하다'

제주러브랜드 제주러브랜드

215 08.06.
내.외국인 관광객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

바오젠거리 토마토밴드

216 08.09. 제주피아노학회 초청 스페셜 콘서트 이담갤러리
제주피아노학회, 
아트만뮤직

217 08.11.~10.22. 찾아가는 공연장 – 도르라 트럭 함덕서우봉해변 등 제주메세나협회

218 08.12. 스탠딩에그 전국 투어 '여름밤에 우-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

219 08.12. 팝페라 그룹 로맨스 그레이 공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20 08.13.~08.19.
음악과 풍경 Story in Jeju
- Audinos Guitar Duo

서울특별시 금호아트홀연세,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최인

221 08.15. 게우지코지 콘서트-심포니송 공연 게우지코지인갤러리 함신익

222 08.18.
Sato Yukie 초청공연
'맛있는 메뉴, 맛나는 락'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23 08.18.
김용형하모니제주빅밴드
-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 정기연주회

탑동해변공연장 김용형하모니제주빅밴드

224 08.18.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제 57 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225 08.19.
보이스 오브 듀오 콘서트
(Voice of DUO Concert)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26 08.19. 조동희의 Blue Night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27 08.20.
기예르모, 문지윤, 이한주 공연 
'우리는 소리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28 08.20. 제 2 회 서귀포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229 08.23. 에도왈드 페르난데스 기타 리사이틀 김정문화회관 모던아츠, 김정문화회관

230 08.25.~10.13. 밴드묘한의 찾아가는 공연 제주과학고등학교 등 3 곳 밴드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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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08.26. 레즈니코바 올가 독주회 섬아이뮤직아트센터 섬아이뮤직아트센터

232 08.26. 제주돌담이야기 콘서트 남원읍 일원 제주문화기획연구소

233 08.26. 클로드샤 콰르텟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34 08.27.
절물 약수암 창건 60주년 제2회 산사음악회 
'우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야기'

절물자연휴양림
한국불교조계종절물약수암, 
절문약수암신도회

235 08.27. 제 14 회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산지물 물놀이장
서귀포시동홍동행정복지센터, 
동홍동연합청년회

236 08.29. 김형관 플루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형관

237 08.29.
문효진의 창작피아노 리싸이틀 
'이어도사나 콘체르토'

김정문화회관 모던아츠, 김정문화회관

238 08.30.
첼로 콰르텟 하드케이스 공연 
'해설이 있는 클래식'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국립제주박물관

239 09.01. 쟁이들 첫 번째 콘서트 이담갤러리 쟁이들

240 09.02. 기타리스트 산하의 독주회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41 09.02.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독창회 
'이어도사나-영원한 염원의 노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지선

242 09.02.
제 19 회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Over the Rainbow'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243 09.02. 제비트리오 초청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44 09.02. 한라윈드앙상블 버스킹콘서트 제주벤처마루 한라윈드앙상블

245 09.02. 행복한 클래식 음악여행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246 09.03. 김광석 다시부르기 제주아트센터 제주컬쳐, JIBS 제주방송

247 09.03. 제 3 회 제라한싱어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라한싱어즈

248 09.03.~11.20. 기타사랑 10.70 한림항 등 혼디마심 10.70

249 09.05.~09.08. 마을사랑 찾아가는 음악회 제주북초등학교 등 3 곳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250 09.07. 제 97 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251 09.08. 제주-대전 교류연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제주피아노학회

252 09.10. 낭만 제주 자연음악회 성산일출봉 제주도세계유산본부

253 09.10. 벨칸토 클라리넷앙상블 제1회 향상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벨칸토클라리넷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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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09.10. 재즈크로스오버 드림재즈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드림재즈,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55 09.10. 제2 회 화북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북윈드오케스트라

256 09.10. 포크 스테이지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57 09.10.~11.18. 전통과 예술의 만남 '삼도 풍류 음악회' 향사당 등 제주빌레앙상블

258 09.11. 제주장로합창단 제 9 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259 09.12.
기획공연 '실내악, 가을 클래식' 
- 나타니엘 로젠 초청 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60 09.12.~09.13. 뮤직클리닉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강스텔라

261 09.13.
제 2 회 조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조이필하모닉소사이어티, 
조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

262 09.14.
제 16 회 제주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칸투스합창단

263 09.14.~09.15. 섬아이 재즈 세미나와 콘서트 하모니인제주 섬아이뮤직아트센터

264 09.15.
대구, 제주 그리고 바람 '2017대구관악축제'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Rienzi Overture' 등 연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관악축제조직위원회

265 09.15.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남성합창단

266 09.16. 21번째 바람콘서트 - 어센딩, 홍조밴드 제주벤처마루
제주청년포럼, 
바람콘서트기획팀

267 09.16. 한라윈드앙상블 제 22 회 팝스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268 09.16. 현악연주팀'앙상블 나인 '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69 09.16.~09.17. 재즈밴드시크릿코드 재즈 민요 한마당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재즈밴드시크릿코드

270 09.16.~10.28. Join Us! Happy Up! 힐링콘서트 서호요양원 등 4 곳 솔동산음악회

271 09.17.
화북윈드오케스트라
제 2 회 가족사랑 여름 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화북윈드오케스트라

272 09.17.~09.18. 탱고선율, 가을바람과 사랑에 빠지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73 09.19.
제주도 천송재단 창단기념 음악회 
'하늘의 음악으로 세상을 수놓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천송재단, 
천송뮤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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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09.21.
제 134 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Limerence'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275 09.22.~10.02. 창작음악극 '해녀의 길'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276 09.23. hello 성악-클래식앙상블 버라이어티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77 09.23.
유쾌한 뮤지션 하찌 초청공연, 
우쿨렐레에 풍덩 빠져봅서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78 09.23. 제 1 회 클라리넷 페스티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279 09.23. 제 2 회 표선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홀 표선색소폰앙상블

280 09.23. 커피소년 카페 투어 콘서트 제주 벨롱 로스팅뮤직

281 09.23.~10.21. 우상임 1 인 음악극 '붉은 풍금소리' 북촌경로당 등 우상임

282 09.23.~11.04. 서귀포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283 09.24. 문학이 흐르는 합창 콘서트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글빛소리시니어여성합창단

284 09.24.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인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85 09.25. 김신우 비올라 독주회 'Inner Voice'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신우

286 09.26. 2017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287 09.26.
예지영의 첼로 이야기 3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예지영

288 09.27.
기타리스트 산하
'제주의 자연을 노래하다'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89 09.27.~09.29.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산지천 분수광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290 09.28. 박웅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웅

291 09.28.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 57 회 정기연주회 
'김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희망과 
평화의 대함성'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292 09.29. Yeo Jung Kim Cello Recital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여정

293 09.29.
용연 선상음악회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합창'

용두암 일원 제주문화원, 제주시

294 09.30. 골든브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골든브라스앙상블

295 09.30. 제 2 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속삭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파하마색소폰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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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10.01. 명성교회 창립기념 성가합창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명성교회

297 10.02.
주현미 & 코리안재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제주도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98 10.02. 한림공고 교악대동문회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한림공업고등학교교악대동문회

299 10.07.~10.10. 스트릿건즈 제주 '동쪽'투어 플레이스캠프 제주 등 3 곳 플레이스(playce)

300 10.08. 가수 남진 콘서트-제주공연 제주아트센터 미르앤컴퍼니

301 10.08. 뚜럼브라더스의 '해녀블루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302 10.08.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303 10.08.
제주 인디밴드 러피월드의 정규 2집 앨범 
쇼케이스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소금인형'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러피월드

304 10.09. 행복 나눔 음악회 '동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홍법정사선재합창단, 
홍법정사신도회

305 10.12. 양우형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양우형

306 10.13.
소프라노 유소영 독창회
'제주, 오페레타를 만나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유소영

307 10.13.
제 12 회 임산부의 날 기념 
태교음악회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보건소, 
월드휴먼브리지

308 10.14. 시작, 그 설레는 노래 Café the Moon 제주문화기획연구소

309 10.14.
오마르&이스턴파워 
초청공연'사막블루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310 10.14. 임산부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제주보건소

311 10.14.
제주국제대학교 영화연극학과를 
후원하는 '장필순 콘서트'

제주국제대학교 
야외특설무대

제주국제대학교

312 10.14.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313 10.14.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 13 회 정기연주회 '세레나데'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314 10.14.~10.15. 러피월드 정규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서귀포관광극장

문화추물락

315 10.15. 제 9 회 제주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316 10.16. 서귀포 가곡의 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317 10.16.
제주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 10 회 
정기연주회 '플루트의 향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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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10.17.
2017 Wonders Jeju Music Festival 
'응답하라, 가곡! 제주를 노닐다 시즌 2'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음악학회

319 10.18.
'가을, 사랑의 멜로디'
- 첼리스트 멜로디 다모르 공연

동홍아트홀
서귀포시동흥동 
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320 10.18. 제3회 제주사랑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321 10.19.
제 135 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322 10.19.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제 58 회 정기연주회 '빛과 그림자'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323 10.20.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24 10.20.
해설이 있는 이도훈 작곡발표회 
'내가 본 세상'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도훈

325 10.20.~10.27. 목관아 달빛 콘서트 제주목관아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KCTV제주방송

326 10.21. 곶자왈 마을 신평리 가을음악회 곶자왈생태체험학교 아저씨밴드몽생이

327 10.21.~10.24. 오류림 피아노 독주회
서울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오류림

328 10.21. 윤영로 초청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329 10.21.
제 17 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호두까기인형'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330 10.21. 제 2 회 정기연주회 대정읍청소년수련관 미라클합창단

331 10.21.
제 4 회 구좌합창단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음악이야기'

제주해녀박물관
해바라기·우리하도·종달
지역 아동센터, 구좌읍

332 10.21.
파하마색소폰앙상블과 
울산돌핀색소폰앙상블 교류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파하마색소폰앙상블

333 10.21. 표선색소폰앙상블 in 쏭스라이브 쏭스라이브 표선색소폰앙상블

334 10.21. 현은숙의 건반위 은파 아홉 번째나눔 '평안'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건반위은파

335 10.22. 2017 년 느영나영올래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느영나영문화예술단

336 10.22. 어린이-청소년 위한 해설 클래식 음악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337 10.23. 제 16 회 정기연주회'가을 소나타' 제주아트센터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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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10.24. 평화, 탐라빛 온누리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대한불교일봉선교종제주
교구종무원

339 10.25.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스피릿앙상블과 
추억을 부르는 이름 동물원

국립제주박물관 야외무대 국립제주박물관

340 10.25. 카노푸스 콘서트 '서귀포의 별로 물든 밤' 김정문화회관 모던아츠, 김정문화회관

341 10.25.~10.29. 같이가요 가을소풍 버스킹-10 월
산굼부리, 송악산, 
한라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342 10.26. 제주피아노학회 제 19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343 10.26. 카네기홀 '디코다 챔버 앙상블' 첫 내한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344 10.26.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오페라연구소, 
제주메세나협회

345 10.27.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8주년 기념 콘서트' 
- 정재욱, 김경록, 모세

제주도립미술관 야외공연장 제주도립미술관

346 10.27. 소리께떼 공연 서복전시관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347 10.27.~10.28. 제 27 회 탐라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48 10.28.
It Classic 공개방송
- 미친 사랑의 노래

메종글래드호텔 아리랑라디오

349 10.28. 김태우콘서트 'T-WITH'-제주공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아트그룹스테이지원, 
아이짬컴퍼니

350 10.28. 선율은 국경을 넘어서 일본 오사카야오시문화회관 한라윈드앙상블

351 10.28.
제 5 회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행'

제주아트센터
제주필하모닉색소폰
오케스트라

352 10.28.
제 7 회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느영나영 한소리'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353 10.28.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51 회 
정기연주회 '명곡시리즈 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354 10.29.
디어 아일랜드 창작곡 앨범 발표 
쇼케이스

제주카카오스페이스닷원 
멀티홀

디어아일랜드
(DearIsland)

354 10.29. 앙상블아들러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56 10.29.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2 -베토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BeauPianoDuo

357 10.30.
김남훈 타악독주회
'바람의 울림 그리고 어울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남훈

358 10.30.~11.13.
한국음악협회와 함께하는
거리의 바람과 그 흐느낌

바오젠거리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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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10.31. 바로크 오페라의 향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바흐솔리스텐서울

360 10.31.
소아암 환우 돕기
시와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61 10.31.
제주합창단 제 98 회 정기연주회 
'세계민요와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362 11.02. 가곡의 밤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363 11.03.
박순방 교수 정년 기념음악회 
‘감흥, 감동 그리고 감사’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정향회

364 11.04. 라파플루트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Memory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라파플루트앙상블

365 11.04.
서귀포다문화합창단 세 번째 이야기 
- 사랑의 하모니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한국음악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66 11.04.
우도동굴음악회
'초의 몸짓, 동굴의 울림'

검멀레해안고래굴 동굴소리연구회

367 11.04.~11.05.
루시드폴 8 집 발매 기념 공연 
'읽고 노래하다' - 제주공연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설문대

368 11.05.
제 4 회 하음앙상블 정기연주회 
‘기적의 선율을 노래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하음앙상블

369 11.05.
제 6 회 장애인 어울림 띠앗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370 11.06.
Passione 네 번째 정기연주회 
‘아카펠라, 제주를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빠시오네

371 11.07.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단원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372 11.09. 제 5 회 신인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373 11.10.
대구-제주 교류음악회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참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음악협회

374 11.10.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75 11.10. 제주빅색소폰 제 7 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빅색소폰

376 11.10. 칼리오페 정기연주회'하얀박꽃'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칼리오페

377 11.11. 김나형 정규 1 집 발매 쇼케이스 하모니인제주 콘서트홀 김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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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11.11. 김응수 바이올린 독주회 ‘Sehnsucht Ⅱ(동경)’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379 11.11.~11.19. 서귀포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소국장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모던아츠, SCOF, 
서귀포시

380 11.12. 제15 회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클라리넷앙상블

381 11.12. 제주부부합창단 제1 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부부합창단

382 11.12. 함께 걸어 좋은 길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성악앙상블소울

383 11.13.
제주 CBS 아가페합창단
제 31 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CBS 아카페합창단

384 11.14. 농협하나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하나로합창단

385 11.14. 유니세프 스토리가 있는 가을 음악회 선물 서귀포시청 별관 유니세프서귀포시후원회

386 11.14.~11.17. 제주국제시니어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제주지역 일원

국제합창교류재단

387 11.15.
'With You 열린콘서트' 
- 창작국악그룹'동화' 등 공연

동홍아트홀
서귀포시동흥동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388 11.15. 나웅준의 뮤직테라피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큐직

389 11.15. 오승명의 타악기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승명

390 11.16.
폴란드 브라티슬라비아 
챔버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391 11.17. 이야기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앙상블까메라타

392 11.17. 제23 회 정기연주회 -한라음악인의 밤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한라대학교예술학부음악과

393 11.18. 기획연주시리즈Ⅱ -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94 11.18.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은정

395 11.19. 제주풍류회 두모악 창단연주회 김만덕기념관 제주풍류회두모악

396 11.20. 안지아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안지아

397 11.21.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7 회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98 11.23.
제주문화원실버합창단
6 번째 창단 기념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실버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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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11.25. '궨당콘서트'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한국토지신탁, 
덕영종합건설, 
세가건축문화, 
그린힐사운드

400 11.25. 로망스 정기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기타동아리 
로망스

401 11.25. 모차르트한국콩쿨 서울본부입상자 콘서트 이담갤러리 모차르트한국콩쿨제주지부

402 11.25.
브라보콘서트
- Romantic Music in 가을향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03 11.25. 소리낭색소폰 연말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낭색소폰동호회

404 11.25. 음악드라마 '뽕그랑 레스토랑Ⅲ'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콘서트콰이어

405 11.26.
제주항쟁의 빛 해월당 봉려관 
달빛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관음자비량 합창단

406 11.27.
민요&팝&재즈를 버무린 맛있는 
콘서트

추자체육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407 11.27.
해병대 제 9 여단 창설 2 주년 기념 
군악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해병대제 9 여단

408 11.28.

제136회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 마르틴 뢰어의 협연'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409 11.29. 모던아츠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김정문화회관 모던아츠, 김정문화회관

410 11.3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 58 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411 12.02. 제주통키통키 제 2 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통키통키

412 12.02.~12.11.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미예랑소극장 미예랑소극장

413 12.03. 이동용 피아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동용

414 12.03.~12.21.
신나는 예술여행
- 인디밴드 소금인형의 찾아가는 콘서트

살레시오의집 등 10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15 12.05. 제주 혼듸손심엉 합창단 창단 발표회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남북하나재단

416 12.07.
희망나눔콘서트
- 목자들의 캐롤축제 시즌 4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417 12.09.
서귀포시민과 바리톤 김동규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Ars 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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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12.09.
아란 작은연주회
'따뜻한 겨울 A warm winter'

제주로베로호텔 아란연주단

419 12.09.
연말특집콘서트 
'Arirang Radio End of the Year Concert'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아리랑라디오

420 12.09.
재주소년 6 집 발매기념
'우리가 또다시 여행을 떠나는 이유'

반짝반짝지구상회 블루보이

421 12.09. 청소년을 위한 '기분전환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422 12.11.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이전기념공연 
'제주, 반갑습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서귀포예술의전당

423 12.12.
CTS 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5 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TS 제주방송심포니
오케스트라

424 12.12.
섬아이 뮤지컬&오케스트라 
가족송년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섬아이뮤직아트센터

425 12.12. 제주체임버코랄 제 12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체임버코랄

426 12.13.
베트남 만덕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자선음악회 - 김만덕 나눔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만덕기념관, 
KCTV 제주방송, 
제주특별자치도

427 12.13.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영원한 청년 쎄시봉 제주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428 12.14. 펠릭스합창단 제 12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천주교제주교구펠릭스합창단

429 12.14. 행복나눔 콘서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팝스오케스트라

430 12.15. 모드라기 합창단 제 3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모드라기합창단

431 12.15.
제 6 회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서귀포시동남교회 동남교회

432 12.16. 안미현 피아노 독주회 서울특별시 금호아트홀연세 안미현

433 12.16. 오카리나콘서트-마음의 울림 사람꽃카페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434 12.16. 원양하 피아노 독주회 이담갤러리 원양하

435 12.16. 크리스마스 케롤이 울리는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436 12.17. '마흔 즈음에-김광석을 노래하다' 제주쇼킹공연장 아이짬컴퍼니

437 12.17.
한라윈드앙상블
제 22 회 프롬나드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윈드앙상블

438 12.18.
제주성악동호회
보체끼아라(Voce Chiara) 창단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성악동호회보체끼아라
(VoceChi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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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12.20.
장선경, 김문철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낭만적인 어느 겨울날 ‘

이담갤러리 MC 예술기획

440 12.20. 하도 해녀합창단 공연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441 12.21.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2017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442 12.22. 꽈뜨로보체 제 2 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꽈뜨르보체

443 12.23.
제4회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감동후불제: 크리스마스에 부는 바람'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444 12.23. 트롬보닉트롬본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트롬보닉트롬본앙상블

445 12.25. 크리스마스 콘서트 - 10cm, 수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장군엔터테인먼트

446 12.26. 화북윈드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북윈드오케스트라

447 12.27. 송년음악회 - 베토벤 교향곡 합창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예술단, 제주아트센터

448 12.28.~12.31.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스페인 5 개 도시 순회공연

스페인 부르고스콘서트홀 등 5곳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49 12.29. 송년 BIG CONCERT '감동과 환희' 제주포레스트판타지아
제주포레스트판타지아, 
아라홀딩스

450 12.30.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게우지코지 
송년음악회

게우지코지인갤러리 게우지코지인갤러리

451 12.31. 2018 카운트다운 파티 신화테마파크 신화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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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20.~02.23. 제주국제합창제&심포지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조직위원회, 
한국합창총연합회 등

2 03.04. 음악세계 피아노 경연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영재아트북

3 04.01.
제주플루트 23 회 콩쿠르 및 
25 기 평가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플루트협회제주도지회

4 04.08. 2017 모차르트 콩쿨 제주지부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모차르트콩쿨 제주지부

5 04.22. 조선음악 전국학생음악 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조선음악

6 04.29. 음악교육신문제주지사 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악교육신문 제주지사

7 05.20. 제26 회 제주전국학생음악 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8 05.27. 제10 회 제주피아노학회 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9 12.16. 음악교육신문 제4회 피아노 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악교육신문제주지사

■ 음악 분야 수상

연번 기간 수상자 수상내용 수상작 장소 주최 및 주관

1 10.24. 홍정호
제1 회 대한민국 관악 작곡 
콩쿠르-금상

삼성혈(SamSungHyeol)
for Symphonic Band

서울 
한전아트센터

서울윈드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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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극 분야
■ 연극 분야 지표

<표 38> 2017년 연극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129 7 6 4 8 15 16 14 11 9 11 14 14

제주시 102 5 6 4 6 10 14 9 9 7 9 12 11

서귀포시 20 1 0 0 2 3 2 3 2 1 2 1 3

제주시/서귀포시 6 0 0 0 0 2 0 2 0 1 0 1 0

도외 1 1 0 0 0 0 0 0 0 0 0 0 0

<표 39> 2017년 연극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668 44 23 9 56 54 106 71 74 67 58 55 51

제주시 614 40 23 9 52 48 103 57 69 61 53 52 47

서귀포시 53 3 0 0 4 6 3 14 5 6 5 3 4

도외 1 1 0 0 0 0 0 0 0 0 0 0 0

※ 상설 공연 미포함된 수치

<표 40> 2017년 연극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129 44 58 13 8 6

제주시 102 36 50 9 5 2

서귀포시 20 6 5 4 2 3

제주시/서귀포시 6 2 3 0 1 0

도외 1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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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17년 연극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668 242 360 36 10 20

제주시 614 220 343 30 5 16

서귀포시 53 22 17 6 5 3

도외 1 0 0 0 0 1

※ 상설 공연 횟수 미포함

<표 42> 2017년 연극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건수 129 44 58 13 8 6

비율 100.0% 34.1% 45.0% 10.1% 6.2% 4.6%

개인
건수 3 2 1 0 0 0

비율 100.0% 66.7% 33.3% 0.0% 0.0% 0.0%

단체
건수 126 42 57 13 8 6

비율 100.0% 33.3% 45.2% 10.3% 6.4% 4.8%

<표 43> 20017년 연극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건수 668 242 360 36 10 20

비율 100.0% 36.2% 53.9% 5.4% 1.5% 3.0%

개인
건수 33 7 14 0 0 12

비율 100.0% 21.2% 42.4% 0.0% 0.0% 36.4%

단체
건수 635 235 346 36 10 8

비율 100.0% 37.0% 54.5% 5.7% 1.6% 1.2%

※ 상설 공연 횟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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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06.~01.08.
제주 해녀문화 창작뮤지컬 
'호오이스토리'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JIBS 제주방송

2 01.07.~01.08. 프린세스 공주 뮤지컬 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하늘

3 01.10.~01.22. 멍~탐정 뽕뚜루 간드락소극장 연극술사수작·간드락소극장

4 01.10.~12.31. 난타(THE NANTA)-상설공연 제주난타극장 피엠씨프러덕션

5 01.12. 인형극 ‘제주신화-신돌이야기’ 체코국립마리오네트극장 두잉

6 01.14. 피노키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울도깨비·놀이기획

7 01.21.~01.22. 액션뮤지컬 '레이디버그' 제주아트센터 이에스생활문화

8 02.04.~02.05.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제주아트센터 KCTV 제주방송

9 02.15. 도깨비시리즈 방문공연 요요어린이집 세이레어린이극장

10 02.16.~02.17. 그 이, 그 놈, 그 새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배우세상

11 02.18.~02.19. 연극 '꽃의 비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멍키

12 02.24.~02.26. 몬테크리스토 제주아트센터 공연마루

13 02.24.~02.26.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화랑

14 03.01. 오리지널 어린이캣-CAT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5 03.01.~12.31. 페인터즈 히어로-상설공연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펜타토닉

16 03.04.~03.05 아동극 '신데렐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놀이기획

17 03.24.~03.25. 나운규, 아리랑-시즌2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8 04.08.~04.09.
고지마야만스케 극단초청
'하토리 & 만스케 판토마임 쇼'

두근두근시어터 피엔아이시스템

19 04.13.~09.24. 모두의 비밀친구들 두근두근시어터 피엔아이시스템

20 04.14. 찌익이의 모험 방문공연 제남도서관 세이레어린이극장

21 04.16.~06.24.
제주교육박물관 인형극 산책
도깨비시리즈 등 공연

제주교육박물관
세이레이린이극장, ·
제주교육박물관

22 04.19.~04.20.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dubu 기획극단목동

23 04.20.~04.21. 국민연극 라이어 1 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4 04.22.~04.23. 넌센스 2 제주아트센터 제주멍키

25 04.29.~04∙30. 시크릿쥬쥬 시즌 2 제주아트센터 동그라미그리기

26 05.03. 피터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옴니아트홀

27 05.06.~06.11. 누구에게나 김택수는 있다 예술공간오이 예술공간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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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5.08.~07.12.
찾아가는 문화활동
- 작은 생쥐 찌익이의 모험

한수풀도서관 등 5 곳 세이레어린이극장

29 05.11.~12.29. 소통 예술공간오이 예술공간오이

30 05.12.~05.13. 극단미소 연극 '할배요'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31 05.13. 극단에저또 연극 '검정고무신' 제주아트센터
극단에저또·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2 05.13.~05.14. 불효자는 웁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3 05.15.~05.16.
건강나눔탈인형극 뮤지컬
- 야채대장한톨이 '바른 식생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제주본부

34 05.17. 세이레어린이극장의 '흉내쟁이 호랑이' 동홍아트홀
서귀포시동홍동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35 05.17.
기획공연 퓨전뮤지컬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36 05.23.~06.04. 콜라소녀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37 05.24. 가족뮤지컬 '빨간모자야 위험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심인

38 05.26.~08.02. 깨비랑 찾아가는 공연 구좌읍송당리사무소 등 장애인인형극동아리'깨비랑'

39 05.27. 이중섭-마지막 편지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40 05.27.~05.28.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엠플러스

41 06.02. 복합뮤지컬 '이솝이야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dubu 기획극단목동

42 06.02.~06.04. 연필로 써야만 하는 사랑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배우세상

43 06.03. 라이브액션가족뮤지컬 '히어로피터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마술램프, 극단챔프

44 06.03.~06.04. 뮤지컬 '엄마 까투리' 제주아트센터 드림엔터테인먼트

45 06.08.~06.09. 레미제라블 - 두 남자 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46 06.09. 마임이스트 유진규의 '빈손'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47 06.09.~06.10. 우리 읍내 제주국제대학교 본관 제주국제대학교영화연극학과

48 06.10. 소리극 '뽕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49 06.10.~08.31. 인형극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 두근두근시어터 피엔아이시스템

50 06.14.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새로운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겨찾기

51 06.14.~06.15.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국립제주박물관 극단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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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06.14.~06.23.
실버스타연극단 공연
- 미안해 다섯 번째 이야기 '하늘재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53 06.19.~06.25.
극단 문의 1 인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제주문화예술공동체

54 06.24.~06.25.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해미소, j 엔터컴

55 06.28. 뮤지컬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국립제주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6 06.29. 가족뮤지컬 '아기공룡크로롱'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심인

57 07.01. 연극 콜라소녀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극단세이레극장

58 07.06.~07.09. 신랑감을 찾아나선 두더지
문화놀이터도깨비, 
김정문화회관

문화놀이터도깨비, 
아하기획

59 07.13.~07.14. 극단디알엠컴퍼니 창작극 '불혹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60 07.14.~07.16. 뮤지컬 '매직컬 알라딘'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아이짬컴퍼니

61 07.15.~07.16. 기획공연 연극 '운빨 로맨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62 07.15.~07.16. 뮤지컬 '출동! 슈퍼윙스' 제주아트센터 교육극단새아침, 제주멍키

63 07.18.~08.20. 인형극 '별이와 친구들, 미리와 뽀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파노가리

64 07.19.~07.22. 그녀들의 바른생활 보고서 문화놀이터도깨비 극단그녀들의AM

65 07.20.~07.29. 팥죽할매와 바보 호랑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6 07.21.~08.03. 이웃집 쌀통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67 07.22. 동요뮤지컬 '꿈꾸는 쌩상'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68 07.23.~12.04. 찾아가는 제주어 연극 문화 공연 '동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등 8곳 서귀포시제주어보전회

69 07.25.~07.27. 우산 쓴 종이거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파노가리

70 07.29.~08.12. 그게 뭐라고 서귀포평안요양원 등 퍼포먼스단몸짓

71 08.05.~08.06.
익산 극단작은소리 초청 교류공연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72 08.05.~08.06. 기획공연 '나와라 뚝딱! 이야기 보따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73 08.10.~08.26. 예술공간 오이 축제-연극 예술공간오이 예술공간오이

74 08.12. 사춘기 메들리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75 08.13.
대정읍민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마당극
놀이패한라산 '세경놀이'

하모체육공원
제주서귀포시대정
여성농업인센터

76 08.16.~08.18. 삼류인생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배우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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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08.25.~08.26. 총각네 야채가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78 08.25.~08.27. 낮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9 08.26. 넌버벌 뮤지컬 '디스이즈잇'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80 08.27. 룸넘버 13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연희연구회

81 08.31.
예술무대 산의 인형극 
'이상한 수호천사'

광양초등학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2 09.02.~09.03.
마리오네티스트 김은영 뻬르넬의 
그림자극 '어느 날, 그는 까치 한 
마리를 보았네'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83 09.06.~09.09. 극단달나무 음악극 '달의 선물' 간드락소극장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4 09.09.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85 09.09. 기획공연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86 09.19. 교류공연 - 충남 극단예촌 '판소리 심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극단예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7 09.20. 품바, 날개 없는 천사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극단 가가의회, 
서귀포예술의전당

88 09.23. 온에어 잠녀 (On Air :The Mermaids) 간드락소극장 김은영

89 09.29.~10.01. 우수레퍼토리 공연 '이수일과 심순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90 09.30.~10.01. 어린이 연극 '보석같은 이야기' 간드락소극장 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91 10.06.~10.30. 쟝쥬네의 '하녀들'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92 10.08.~10.09 라틴 어게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비바

93 10.09. 오도깨비와 하르방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비컴퍼니

94 10.14. 판소리 인형극 '좀녜할망과 돌고래' 강정청소년문화의집 강정청소년문화의집

95 10.14.~10.15.
작은극장 작은연극
'작품발표회-12 작품'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96 10.21.~10.29. 창작 연극 초연 '하숙집 도난사건' 미예랑소극장 퍼포먼스단몸짓

97 10.27.~10.28.
극단가람 창작뮤지컬
'들꽃여인 의녀반수 김만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98 10.27.~10.29. 실험극'레퀴엠' 아트세닉 살거스

99 10.28. 이미지 퍼포먼스극 '꽃이 떨어질때, 그때'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꽃삽컴퍼니

100 10.28. 초연 창작극 '저격수와 따님' 김만덕기념관 극단파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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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8.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2 11.02. 춘향이의 첫날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여인극장

103 11.03.~11.11.
양용찬열사 추모 모노 드라마
'사랑 혹은 사랑법'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연극단구럼비유랑단

104 11.04.
대극장 기획초청연극 이순재∙손숙의 
'사랑별곡'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
원

105 11.04.~11.05.
인터랙티브 다원예술전:
신화-하례지몽 프로젝트 결과보고

서귀포시 걸서악 등 창작스튜디오 페이스

106 11.04.~11.05. 반가운 손님 세이레아트센터 연희단거리패30 스튜디오

107 11.04.~11.05. 극단푸른해의 '마술인형 선물' 두근두근시어터 극단푸른해

108 11.04.~11.29 제2 회 제주’더불어-놀다’연극제 제주아트센터 등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9 11.08. 제10회 정기공연 인형극 '호랑이 형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애인인형극동아리'깨비랑'

110 11.17.
세대가 함께하는 꿈소동 뮤지컬 
'희망을 찾아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1 11.18.~11.19. 아빠의 소금꽃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 11.22. 왕세자 실종사건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3 11.25.~11.26. 여상익의 '집'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114 11.25.~11.26. 코믹 가족뮤지컬 '라바 시즌3' 제주아트센터 아이짬컴퍼니

115 11.29. 극단현장 연극 '순이의 일기'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6 12.01. 뮤지컬 '피터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두부기획

117 12.01.~12.03.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동그라미그리기

118 12.05. 빨간코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겨찾기

119 12.15.~12.16. 창작 초연 '무궁화 꽃을 달았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0 12.15.~12.17. 선물, 이제 와서 세이레아트센터 상상놀이터

121 12.20.~12.21. 시골쥐 서울쥐와 산타 할아버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무지개극단

122 12.20.~12.25.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거리 위의 빨간 모자'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

123 12.22.~12.24. 보잉보잉 미예랑소극장
제주대학교극예술연구회, 
큐플레이

124 12.22.~12.25. 톡 톡 미예랑소극장
제주대학교극예술연구회, 
큐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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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23.~12.25. 수상한 흥신소 미예랑소극장
제주대학교극예술연구회, 
큐플레이

126 12.24. 극기억 창단공연 뮤지컬 '루나틱' 김만덕기념관 극단기억

127 12.24.
서귀포예술의전당 초청공연
'이수일과 심순애'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극단가람, 
서귀포예술의전당

128 12.28. 싸가지 흥부전 제주쇼킹공연장 아이짬컴퍼니

129 12.30.~12.31. 어린이 뮤지컬 '신비아파트' 제주아트센터 원앤원엔터테인먼트

연번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3.24.~03.25. 제2 회 대한민극 연극제 제주 예선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 06.24.~06.29. 제20 회 제주 청소년 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등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연극협회

3 09.25.~09.28. 2017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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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통예술 분야
■ 전통예술 분야 지표

<표 44>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58 2 2 5 4 5 5 10 0 13 2 6 4

제주시 28 1 1 2 0 1 3 5 0 8 1 3 3

서귀포시 20 0 1 1 2 3 1 5 0 2 1 3 1

제주시/서귀포시 8 1 0 2 2 0 1 0 0 2 0 0 0

도외 2 0 0 0 0 1 0 0 0 1 0 0 0

<표 45>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136 3 10 8 11 9 11 22 9 18 9 12 14

제주시 87 2 2 7 7 4 8 14 7 12 6 7 11

서귀포시 47 1 8 1 4 4 3 8 2 5 3 5 3

도외 2 0 0 0 0 1 0 0 0 1 0 0 0

<표 46>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음악 의례 복합 기타

계 58 22 4 26 6

제주시 28 10 3 10 5

서귀포시 20 7 1 12 0

제주시/서귀포시 8 5 0 2 1

도외 2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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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2017년 전통예술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음악 의례 복합 기타

계 136 38 4 63 31

제주시 87 23 3 32 29

서귀포시 47 15 1 29 2

도외 2 0 0 2 0

<표 48>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음악 의례 복합 기타

계
건수 58 22 4 26 6

비율 100.0% 37.9% 6.9% 44.8% 10.4%

개인
건수 6 3 0 3 0

비율 100.0% 50.0% 0.0% 50.0% 0.0%

단체
건수 52 19 4 23 6

비율 100.0% 36.6% 7.7% 44.2% 11.5%

<표 49> 2017년 전통예술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음악 의례 복합 기타

계
건수 136 38 4 63 31

비율 100.0% 28.0% 2.9% 46.3% 22.8%

개인
건수 7 3 0 4 0

비율 100.0% 42.9% 0.0% 57.1% 0.0%

단체
건수 129 35 4 59 31

비율 100.0% 27.1% 3.1% 45.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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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11.~12.06.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2 01.19.~01.20. 찾아가는 제주민요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성읍민속마을보존회

3 02.18.~02.25. 제주의 민속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4 02.24. 현미의 판소리 이야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5 03.12.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국악의 선율 가향아트센터 가향아트센터

6 03.12.~06.04. 제주민의 삶 전통을 넘어 현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덕정목관아,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농요보존회

7 03.22.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제주 
교류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전라북도립국악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8 03.24.~08.24.
북의 울림으로 희망을 전하는 
이웃사랑 난타공연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등

이도이두드림진흥회

9 03.25. 국악인 양지은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0 04.14. 나무꽃 창단공연 '위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아트프로젝트그룹나무꽃

11 04.14.~04.15.
국악밴드 나릿 초청공연 
'제주 바람 쐬러 가자'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2 04.22.~10.21.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6곳 한국국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3 04.28.~04.29. 박효진 '이어도, 사나'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아트세닉

박효진

14 05.13. 제주에서 흥 내다 산방산나무꽃 야외극장 아트프로젝트그룹나무꽃

15 05.14. 창극 '배비장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이유(JU)창극발전소

16 05.24. 임실 필봉농악 토크콘서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
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17 05.28.
2017 강릉단오제
- 용머리예술단 '이어도 전설' 공연

강릉단오제전승교육관
 앞 수리마당

강릉단오제위원회

18 05.31. 전통국악단가향 공연 서복전시관 야외무대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9 06.09.~08.18. 신명나는 국악 심인요양원 등 5 곳 국악단가향

20 06.14.~07.20. 얼씨구 신명나게 놀아보세 성지요양원 등 4 곳 용머리예술단

21 06.18.~09.10. 지꺼지게 놀멍 나누멍 성이시돌요양원 등 4 곳 제주두루나눔

22 06.21. 만끽하라 청년국악 동홍아트홀 서귀포시동홍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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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6.25.~07.15. 가족소리판굿 '삼승할망 꽃놀래' 나눔요양원 등 3 곳 민요패소리왓

24 07.09. 제5 회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국악단가향

25 07.15. 비가올징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노리꽃

26 07.15. 종합예술인 국근섭의 '감성무, 감성가락'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27 07.15.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5 호 제주불교의식 공개시연

제주불교의식전수관 제주문화예술재단

28 07.15.~08.12. 국악의 향연 평안요양원 등 4 곳 한국국악협회서귀포시지부

29 07.22.~07.23. 퓨전음악콘서트 '바람의 섬' 김정문화회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김정문화회관

30 07.22.~10.14. 무형문화재와의 동행 제주무형문화재전수관 제주문화예술재단

31 07.28.~07.30. 힐링아트페스티벌 '웰컴투 그린아일랜드' 제주현대미술관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32 07.29. 판소리 마당 얼씨구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

국악단가향

33 07.30. 취선악태평소브라스의 '태평소연구소'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34 09.02. 태평소 연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태평소교육연구회

35 09.02.~09.03. 송당마불림제 2017 구좌읍송당마을 일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송당리, 
제주특별자치도

36 09.06. 달의 노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유정

37 09.08.
국악의 꽃 판소리 보급공연
- 육자배기 쏘곱에 제주가가 피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지부

38 09.10.
해금연주회
- 해금올레와 함께하는 국악나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해금연주단해금올레

39 09.17. 2017 제주농요전승공연 탑동해변공연장 제주농요보존회

40 09.17. 이혜주 가야금 개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혜주

41 09.17.~09.24.
제주락(樂)정기공연
'국악, 제주를 그리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국악실내악단제주락(樂)

42 09.18.~12.22.
학교로 찾아가는 국악공연
- 보고 느끼고 즐기고

신례초등학교 등 9 곳 한국국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43 09.22.

제16회 6 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악교류전
- 한국국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비바리들의 소리와 춤의 향연' 공연

인천종합예술회관 
소공연장

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한국국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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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9.27.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와 함께 하는 
가을맞이 국악 한마당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45 09.28. 굿GOOD 보러 가자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한국문화재단

46 09.30.~10.01. 풀어풀어풀어내자 - 허쉬판굿 김정문화회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김정문화회관

47 10.14. 탈춤 '천하제일탈' 국립제주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8 10.28.~10.29. 우수작품레퍼토리공연 '꿈꾸는 섬 : 해녀' 김정문화회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김정문화회관

49 11.04.~11.05. 2017 제주무형문화재 한마당 제주목관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50 11.18. 제주소릴 청(聽)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국가무형문화재제주민요보존회

51 11.18. 판소리 국창 첫마당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미래포럼

52 11.18.~11.19.
가족소리판굿
'펠롱도채비놀음 희희낙락'

국립제주박물관 민요패소리왓

53 11.23. 국악단 소리개 초청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국악단소리개, 
서귀포예술의전당

54 11.25.~11.26.
어지러운 세상을 한바탕 울리는 소리 
'꿈꾸는섬: 비비둥둥'

김정문화회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김정문화회관

55 12.03. 탈굿놀이 '하늘내림 땅올림' W스테이지제주 제주두루나눔

56 12.04.~12.07. 영감놀이교실 '염불신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57 12.09.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 호 영장소리 공개시연

성읍민속마을 남문공연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58 12.16. 무술년 맞이 무사안녕기원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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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예술 분야 행사

연번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9.23.~09.24.
제 20 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대한시조협회제주시지회

2 10.29. 제 34 회 제주 전국민요경창대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전통예술 분야 수상

연번 기간 수상자 수상내용 수상작 장소 주최 및 주관

1 09.30.
제주혼소리
예술단

제19 회 김제지평선 
전국국악경연대회
 - 단체부문 최우수상

제주민요 '봉지가'
김제
문화예술회관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김제국악원

2 05.14. 고광자
제13 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국창부문 1 등 상

팔만대장 등 6 곡
전라북도 
순창국악원

순창군,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

3 10.01.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
도지회

제5 회 
강화전국국악경연대회 
 - 금상(강화군수상)

해녀 노젓는 소리
인천강화마니산
상설공연장

강화군, 
항두계놀이보존회

4 10.29. 안보순
제34 회 
제주전국민요경창대회
 - 명창부 대상

이야홍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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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용 분야
■ 무용 분야 지표

<표 50> 2017년 무용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35 0 0 2 2 3 3 4 3 6 4 1 7

제주시 20 0 0 2 1 2 2 1 3 3 3 0 3

서귀포시 9 0 0 0 1 0 1 1 0 1 1 1 3

제주시/서귀포시 2 0 0 0 0 1 0 1 0 0 0 0 0

도외 4 0 0 0 0 0 0 1 0 2 0 0 1

<표 51> 2017년 무용 분야 월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63 0 0 3 3 13 6 8 4 9 7 2 8

제주시 43 0 0 3 2 10 4 3 4 6 6 1 4

서귀포시 14 0 0 0 1 2 2 3 0 1 1 1 3

제주시/서귀포시 1 0 0 0 0 1 0 0 0 0 0 0 0

도외 5 0 0 0 0 0 0 2 0 2 0 0 1

<표 52> 2017년 무용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35 16 7 2 6 4

제주시 20 7 6 2 2 3

서귀포시 9 4 1 0 4 0

제주시/서귀포시 2 1 0 0 0 1

도외 4 4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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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17년 무용 분야 장르별/ 지역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63 41 8 2 8 4

제주시 43 28 7 2 3 3

서귀포시 14 8 1 0 5 0

제주시/서귀포시 1 0 0 0 0 1

도외 5 5 0 0 0 0

<표 54> 2017년 무용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건수 기준)

구분 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건수 35 16 7 2 6 4

비율 100.0% 45.7% 20.0% 5.7% 17.2% 11.4%

개인
건수 4 0 3 0 1 0

비율 100.0% 0.0% 75.0% 0.0% 25.0% 0.0%

단체
건수 31 16 4 2 5 4

비율 100.0% 51.6% 12.9% 6.5% 16.1% 12.9%

<표 55> 2017년 무용 분야 장르별/ 공연유형별 공연 현황(공연 횟수 기준)

구분 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건수 63 41 8 2 8 4

비율 100.0% 65.1% 12.7% 3.2% 12.7% 6.3%

개인
건수 5 0 4 0 1 0

비율 100.0% 0.0% 80.0% 0.0% 20.0% 0.0%

단체
건수 58 41 4 2 7 4

비율 100.0% 70.7% 6.9% 3.4% 12.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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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분야 편람

연번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3.14. 당신이 나의 신데렐라예요?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2 03.30. 거문오름무용단 정기공연 '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거문오름무용단

3 04.20.~06.01. 혼비와 함께하니 얼씨구 좋구나 성지요양원 등 5 곳 혼비무용단

4 04.28.~05.27. 춤... 또 하나의 빛 중문요양원 등 3 곳 다온무용단

5 05.08.~05.18. ‘사랑 나눔’ 찾아가는 공연 세화요양원 등 7 곳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6 05.25.~05.27. 제2 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제주돌문화공원, 
서귀포관광극장 등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주국제즉흥춤축제운영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등

7 05.27.
현대무용가 야마다 세츠코의 
유랑(流浪)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8 06.10.~10.14. 2017 거리예술축제 '혼저옵서예' 바오젠거리 제주오름무용단

9 06.19. 올레 플라멩꼬레아 파티 제주탱고올레
제주탱고올레, 
올레플라멩꼬레아유니온

10 06.22.~06.23.
대전광역시립무용단 초청 공연 
'춤으로 그리는 동화-옹고집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대전광역시립무용단,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07.11.~07.14. 상·상(上·相) 그리고
전라북도남원국립
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12 07.15. 국근섭의 '감성무, 감성가락'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3 07.20. 제주시티발레단의 첫 번째 여정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티발레단

14 07.27.~09.07. 신나는 백세 얼씨구 성산난산리경로당 등 4곳 제주오름무용단

15 08.05. 이원국 발레단 초청공연 '지젤' 제주아트센터
이원국발레단,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 08.20. 제18 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탑동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 08.26.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부 정기공연 
'살암시라 살아진다'

탑동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제주시지부

18 09.09. 마음몸 울림(MAUMMOM ULIM) 다희연 안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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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9 09.09.
6 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용예술교류 -제주무용단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부산광역시영화의전당 
야외무대

한국무용협회부산광역시지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20 09.09.
영주 봉지의 삶 두번째 이야기 
'화(華火花)'

서귀포관광극장 다온무용단

21 09.14.~09.15. 홍신자의 거울(The mirror)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22 09.14.~09.23.
제26 회 전국무용제
- 다온무용단의 '回心(회심)'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
한국무용협회울산광역시지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광역시

23 09.22.~09.24. 제주 월드 탱고 페스티벌 제주탱고올레 등
제주탱고올레, 
한국실버예술문화네트워크

24 10.14. 농악과 발레의 만남 '아리랑 별곡'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5 10.18.
국악밴드 비단과 시각장애인 명상, 
예술기업 춤추는 헬렌켈러
'세종과 지화, 춤을 추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케이앤아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 10.21.~12.07. 제주도립무용단 공연 '자청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27 10.25.
인도 무용계의 거장 아스따드 데부 
'존재의 춤'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민∙관합동추진
기획단, 
제주섬문화한라산학교, 
설문대, 제주골든스피릿클럽

28 11.11. 춤추고 노래하는 한국의 역사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스페이스뮤직

29 12.16. 공간과 경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한결

30 12.17.
홍신자의 거울(The mirror)
- 앙코르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웃는돌

31 12.21.
흥청무보존회 10주년 기념 공연
- 제주오름무용단의 '제주비바리와       
  해녀' 공연

국립국악원 우면당 흥청무보존회, 성신예술단

32 12.22. 제주도립무용단 제50회 정기공연 '매듭'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33 12.27. 비바리의 꿈 海女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이연심제주창작무(민속춤)보존회, 
서귀포예술의전당

34 12.30.
제2 회 제주의 색(色)...
“춤과 소리' 서귀포를 춤추다'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지부

35 12.30. 제3 회 정기공연'母_머문자리' W스테이지 제주 제주춤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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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분야 행사

연번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6.18.
제26 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대회
- 다온무용단, 제주오름무용단, 
  춤사랑무용단 참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
07.09.~08.30.

(5 회)
문화역량워크숍 제주민속예술단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3 12 월
‘제주창작무 무보집 – 해녀춤∙물허벅춤’ 
발간

컬쳐제주 이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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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분야 총론
    김석윤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제주의 축제환경이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변화
는 문화 이주의 물결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제주 이주민은 지방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정도로 
이주민 인구가 증가했다. 자연환경도 이미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여행 열풍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의 지형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된 지형 속에서 개최 실적이 1년에서 5년 미만의 소규모 축제가 25개에 이르고 있
다. 주민 화합과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축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관광객들
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행사가 축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축제를 통한 지역 인지
도나 이미지 개선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개최되고 있는 행사는 연간 100여 개가 넘는
다. 해마다 적지 않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나 조직은 자
연스레 축제끼리 경쟁하면서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축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축제의 내용과 개최 건수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부터는 축제의‘편람’ 유형을 새롭게 설계했다. 이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
유형 구분을 준용하고 ‘편람’의 내용 또한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대상 축제를 중심으로 기술했었
다. 하지만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 축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 가운데 개최일 수가 1일인 행사, 개최 횟수가 3회를 넘지 
않은 행사, 관광지 등에서 특별 이벤트로 진행되는 행사를 제외하고 모두 수록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표 56>와 같이 62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 대상 축제는 36개이다. 이 가운데는 신규 축
제 7개가 포함되어 있다. 신규 축제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해야 인센티브 
경합을 벌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표 56>에 제시된 축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6> 제주도내 축제 개최 유형

구분 계 생태자원축제 전통역사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예술축제 기타

건수 62 14 13 5 25 5

비율 100.0% 22.5% 21.0% 8.1% 40.3% 8.1%

위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축제 유형은 ‘예술축제’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축제
의 40.3%인 25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는 축제는 ‘지역특산물 축제’로 
5개다. 제주의 자연과 생태자원을 축제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는 14개이며, 역사 자원을 활용한 
축제 13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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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문화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지만 예술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제
주가 관광지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연출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환경과 관련된 특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에 들불축제가 4년 연속으로 뽑혔다는 점이다. 또한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축제 육성 분야에
는 탐라문화제와 해녀축제가 지정되면서 우수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축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축제 주제
와 프로그램의 연계성, 대표 프로그램 발굴, 조직 운영, 주민참여와 방문객 특성 고려, 공간 활
용, 예산의 자립성 등의 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의 범위와 유
형, 광역단위 축제와 마을(화합형) 축제의 차별화된 지원・육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축제 지원을 통해 각 축제가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축제 지원조직이 필
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설적인 축제지원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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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분야 >
■ 축제 분야 지표

<표 57> 2017년 축제 분야 월별/ 지역별 축제 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62 0 1 3 7 3 2 6 12 7 12 7 2

제주시 37 0 1 2 4 3 0 4 7 5 7 3 1

서귀포시 25 0 0 1 3 0 2 2 5 2 5 4 1

<표 58> 2017년 축제 분야 장르별/ 지역별 축제 현황

구분 합계 생태자원 전통역사 지역특산물 예술 기타

계 62 14 13 5 25 5

제주시 37 6 8 2 19 2

서귀포시 25 8 5 3 6 3

■ 축제 분야 편람

연번 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 02.03.~02.04. 2017 제19 회 정유년 탐라국 입춘굿 제주목 관아 일대 제주시, 제주민예총

2 03.02.~03.05. 제20 회 제주들불축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

제주시,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3 03.24.~03.25. 제7 회 서귀포봄맞이축제 서귀포시 이중섭공원 일대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

4 03.31.~04.09. 제26 회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시 전농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제주대학교 일대

제주시

5 04.01.~04.02. 제13 회 서사라문화거리축제
제주시 삼도1 동
전농로 일대

서사라문화거리축제위원회

6 04.01.~04.03. 제24 회 4·3 문화예술축전 제주시 관덕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예총

7 04.01.~04.09. 제35 회 제주유채꽃축제
서귀포시 표선면 
조랑말체험공원

표선면 가시리 마을회

8 04.08.~05.07. 제9 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대

대정읍,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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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9 04.21.~04.23. 제9 회 우도소라축제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우도면연합청년회

10 04.26.~05.13. 2017 제5 회 제주예술문화축전 제주시 산지천광장 일대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1 04.29.~04∙30. 제22 회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일대

서귀포시남원읍, 
남원읍축제위원회

12 05.13.~05.14. 제14 회 방선문 축제 제주시 방선문 일대
오라자연문화유산보전회, 
방선문축제위원회

13 05.20.~05.21. 제10 회 다민족문화제 제주시청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14
05.26.~06.28.
09.08.~10.22.

2017 제8 회 거리예술제(상∙하반기) 제주시 바오젠거리 등 제주시

15 06.02.~06.04. 제18 회 보목자리돔축제 서귀포시 보목동 보목포구 렛츠런파크 제주

16 06.12.~06.15. 제10 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 07.07.~07.08. 2017 제14 회 스테핑 스톤 페스티벌
제주시 조천읍 
함덕서우봉해변 일대

스테핑스톤

18 07.15.~07.16. 2017 제6회 제주국제라틴컬쳐페스티벌
제주시 조천읍 
함덕서우봉해변 일대

한국라틴문화교류원

19 07.26.~08.02. 2017 제24 회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제주시

20 07.28.~07.29. 제16 회 삼양검은모래축제 제주시 삼양검은모래해변
삼양검은모래
축제위원회

21 07.29.~07.30. 제15 회 쇠소깍 검은모래 축제 서귀포시 쇠소깍 일대
효돈동주민센터, 
효돈동연합청년회

22 07.29.~07.30. 제4 회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서귀포시 돈내코광장 일대 영천동축제위원회

23 08.04.~08.05. 제4 회 서귀포 자구리축제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송산서귀마을회

24 08.04.~08.06. 2017 제13 회 이호테우축제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이호테우축제위원회

25 08.05.~08.06.
제22 회 표선 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일대

표선리마을회, 
표선리청년회

26 08.05.~08.06. 제10 회 금능원담축제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금능리, 
금능원담축제추진위원회

27 08.05.~08.06. 제17 회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및 예래생태체험관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위원회

28 08.08.~08.16.
제22 회 제주국제관악제·제12 회 
국제관악콩쿠르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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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8.09.~08.13.
2017 제7 회 서귀포 
야해(夜海)페스티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서귀포시

30 08.11.~08.13. 제17 회 도두 오래물 축제 제주시 도두 오래물 광장 등 도두오래물축제위원회

31 08.12.~08.13. 2017 제6회  KOREA FULL MOON FESTIVAL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씨포스트제주

32 08.25.~08.26. 2017 제7 회 제주뮤직페스티벌
엘리시안제주리조트 
야외특설무대

제주관광공사

33 08.25.~08.27. 제11 회 4·3 평화인권마당극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놀이패한라산

34 08.28.~08.29. 2017 제15 회 제주관악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5 09.08.~09.10. 제10 회 제주산지천 축제 제주시 산지천 일대 제주산지천축제위원회

36 09.19.~09.24. 제18 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김만덕기념관

제주여민회

37 09.20.~09.24. 제56 회 탐라문화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56 회탐라문화제
추진위원회

38 09.22.~09.24. 제10 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제주시 추자항 일대 추자도축제추진위원회

39 09.29.~09.30. 2017 제17회 서귀포 천지연 음악축제
서귀포시 천지연 
칠십리야외공연장

한국음악협회서귀포시지부

40 09.29.~10.01. 제23 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
서귀포시,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41 09.30.~10.01. 제10 회 제주해녀축제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42 10.08.~10.28. 제26 회 소극장연극축제
제주한라대학교한라아트홀, 
미예랑소극장, 
세이레아트센터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3 10.13.~10.15. 제4 회 고마로 馬축제 제주시 고마로 일대 일도2 동주민자치위원회

44 10.14.~10.15. 2017 제6 회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제주시 삼도2 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

제주민예총

45 10.14.~10.15. 제20 회 이중섭예술제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서귀포예총

46 10.14.~10.15. 제26 회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민속공연장

덕수리민속보존회

47 10.20.~10.22. 제14 회 제주마축제 렛츠런파크 제주 렛츠런파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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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0.21.~10.22. 책들의 가을소풍 제11 회 제주책축제 제주고등학교
제주도교육청,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초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

49 10.21.~10.22. 2017 제6 회 삼도풍류축제 제주시 관덕정 일대 삼도풍류축제추진위원회

50 10.21.~10.22. 제8 회 혼인지 축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일대

온평리마을회

51 10.21.~10.22.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 재연 축제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성읍마을 일대

성읍1 리마을회, 
사단법인성읍민속마을보존회

52 10.26.~10.29. 제7 회 제주옹기굴제
서귀포시 대정읍
고바치노랑굴 일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제주옹기박물관

53 10.26.~10.29. 2017 제4 회 제주아트페어 제주시 샛물골여관길 글로컬제주연구원

54 11.03.~11.04. 제8 회 제주올레걷기축제 제주올레 3 코스, 4 코스 제주올레

55 11.03.~11.05. 제13 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제주장애인연맹

56 11.03.~11.07. 2017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도 일대 제주건축문화축제조직위원회

57 11.04.~11.05. 제16 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유배지 일대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58 11.07.~11.12. 2017 제8 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 
제주프랑스영화제집행위

59 11.08.~11.12. 2017 제16 회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등 한국실험예술정신

60 11.30.~12.03. 제17 회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61 12.02.~12.03. 2017 제6 회 지구촌 문화축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2 12.23.~12.31. 제13 회 제주영화제 메가박스 제주아라점 등 (사)제주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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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01. 2017 남극 노인성 페스티벌 서귀포시 외돌개
한국예총서귀포지회, 
탐라문화유산보존회

2 01.04. 제1 회 조끄뜨레 +30 영화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림문화관광형사업단,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3 02.03.~02.06. 2017 봄맞이 제주원도심 재생 축제 제주원도심 일대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 02.17.~03.01. 제1 회 미밋동산 평화 예술제 제주시 일대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5 04.29.~10.22. 2017 아트세닉 스트릿아트프로젝트 아트세닉 아트세닉

6 06.02.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일본 오사카 
히가시나리구민센터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7 06.02.~07.02. 제주노랑축제 탐나라공화국 탐나국공화국

8 06.09.~06.10. 김희철 감독의'이중섭의 눈'상영회 메가박스제주점 제주영상위원회

9 06.19.~06.25. 핀란드 위크 헤이 제주시 일대 깐사

10 07.22.~08.05. 제10 회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서귀포시 일대 서홍동청소년지도협의회

11 07.27.~07.29. 제5 회 미디어제주 청소년 음악캠프
제주오션뷰,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제주,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2 08.11.~08.13. 제1 회 제주등축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제주불교신문

13 08.12.~08.13. 2017 신양섭지코지해변 여름∙바람축제
서귀포시 
신양섭지해수욕장

신양리마을회, 신양리청년회

14 08.12.~08.15. 매직비치 제주 2017 제주시 곽지해변 제이더블유앤코

15 08.17.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in 제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한국장애인문화
예술단체총연합회, 
A+Festival 조직위원회

16 09.02.~09.30.
마을, 예술을 담다 
<2017 모관골목축제>

제주시 삼도2 동 
문화예술의거리 일대

제주민예총

17 09.08.~09.09.
2017 제주음식 영화축제
(Food Film Festival in jeju)

제주시 대명리조트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18 09.18.~10.02. 제주 우먼 아트페스티벌
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문화기획연구소, 
PHILMUSIC, 풍경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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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9.27.~11.27. ‘ART IN ARA’ 프로젝트 제주시 아라동 일대
이다, 아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 09.30.
상모1 리 마을축제
'바람의 언덕-우리 같이 놀맨!'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 상모1 리마을회

21 10.07. 왓수다 축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마불림

22 10.13.~10.14. 제주담다 축제 2017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숨비페어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IBS 제주방송

23 10.14.~10.15. 제3 회 제주밭담축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24 10.14.~10.23. 2017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가을축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저지문화예술인마을주민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25 10.20.~10.21.
제2 회 제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대 제주문화예술재단

26 10.21. 제9 회 제주어 골을락 대회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보존회

27 10.28.~11.17.
제주시민을 위한 인생허브학교
文樂의 숲에서 길을 찾다

제주목관아, 향사당, 
카페비스트로더반

제주문화원, 제주시

28 11.04. 부를樂 춤출樂 느낄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 11.11.~11.12. 2017 제주문화원형콘텐츠 페스티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30 11.16.~11.22. 2017 제주 창작공간 페스티벌 제주도내창작공간 6 곳 제주문화예술재단

31 11.17.~11.27.
2017 예술로 제주 탐닉 
창작결과발표및 전시회

이디아트갤러리 제주민예총

32 11.17.~12.06. 이상한 여행자들-살거스 바오젠거리 등 제주시일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 11.29. 서커스 코미디-더 퍼니스트 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34 12.01. 제13 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35 12.01.~12.03. 제11 회 아름다운 문화향기전 참사랑문화의집 제주시

36 12.22. 제주실버종합예술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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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현황
1. 건축

연번 단체명 주소

1 대한건축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1 길 1 호 5 층 (63197)

2 대한건축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건축학부 (63092)

3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제주시 승천로 74 (63224)

2. 다원 및 일반

연번 단체명 주소

1 Lab.왓 제주시 동광로8 길5 (63213)

2 그림책미술시민모임제주 제주시 관덕로6 길 11 (63168)

3 글로컬제주연구원 제주시 관덕로 15 길 6 (63277)

4 깐사 제주시 서광로2 길 27-2 (63188)

5 꽃삽컴퍼니 서귀포시 신서귀포97 번길 87 102-104 (63576)

6 꿈꾸는고물상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108 (63613)

7 마불림 제주시 관덕로6 길 6 (63168)

8 문화추물락 제주시 기자서길 13 아라홀소극장 (63246)

9 비엠씨킴스 제주시 도근내길 13-8 지하 (63071)

10 살거스 제주시 관덕로6 길 16 (63168)

11 색동회제주지회 제주시 서사로 167-2 (63190)

12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서귀포시 문부로 12-4 (63589)

13 서귀포문화밧떼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63595)

14 씨포스트제주 제주시 서사로 109-1, 2 층 (63181)

15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 6 길 16 지하 (63168)

16 위프로젝트프라임 제주시 문송2 길 15 (63122)

17 재주도좋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 길 9 (63039)

18 제주그림책연구회 제주시 용원길 8-2 (63162)

19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제주시 가령로 57 (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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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용

연번 단체명 주소

20 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제주시 관덕로 6 길 11 지하 (63168)

21 제주문화창작연구소 졸바로 제주시 일주동로 293-1 (63320)

22 제주문화컨텐츠연구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8-2 (63643)

23 제주문화포럼 제주시 전농로 107 (63179)

24 제주시낭송협회 제주시 연신로 87-5 (63228)

25 창작스튜디오 페이스 서귀포시 이어도로 943 (63573)

26 초록별사람들 제주시 한림읍 귀덕7 길 5 (63024)

27 크리에이티브모닝스제주 제주시 연북로 234 (63147)

28 한국라틴문화교류원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54 (63333)

29 한국실험예술정신 서귀포시 신서귀로 97 번길 87 102-104 (63567)

연번 단체명 주소

1 거문오름무용단 제주시 수덕3 길 4 (63099)

2 국제전통무용협회 서귀포시 중앙로 79 6 층 (63592)

3 나빌레라무용단 제주시 구좌읍 세화7 길 41-1 (63361)

4 다온무용단 서귀포시 태평로 529-6 (63589)

5 바리나모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375(63635)

6 빛무용단 제주시 설촌로4 길 14 E-301 (63319)

7 선화발레무용단 제주시 고마로 145-1, 3 층 (63259)

8 솔향춤보존회 제주시 우정로 6 길 32 (63609)

9 숨비민속무용단 제주시 광양2 길 7 3 층 (63198)

10 연꽃무용단 제주시 선덕로6 길 36 가동 103 호 (63135)

11 예지무용단 제주시 태성로 5 길 6 (63261)

12 이연심 제주민속춤보존회 서귀포시 동홍중앙로23 (63589)

13 이지연발레단 제주시 국기로 36 (63140)

14 제주민속무용단 제주시 이도2 동 이도아파트 114-303 (63222)

15 제주시티발레단 제주시 동광로 50 (63213)

16 제주오름무용단 제주시 화삼북로2 길 12 115-1202 (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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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

연번 단체명 주소

17 제주전통어멍무용단 서귀포시 태평로 529-6 (63589)

18 제주춤아카데미 제주시 우정로6 길 32 (63069)

19 제주춤예술원 제주시 천수동로 20 (63256)

20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무용단 제주시 동광로 69 (63270)

21 탱고올레 제주시 연신로 68 (63229)

22 한국무용협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63567)

23 한국무용협회제주시지부 제주시 관덕로9 길 10 (63166)

24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연동10 길 3 지젤발레센터 (63133)

25 한국발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0 (63213)

26 해송민속무용단 제주시 정든로2 길 18 (63225)

27 혼비무용단 제주시 서사로 22 길 12 (63185)

연번 단체명 주소

1 계간 다층 제주시 오복5 길 14 (63211)

2 구좌문학회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67 (63362)

3 국제펜한국본부제주지역위원회 제주시 수덕로 44 205-901 (63101)

4 귤림문학회 제주시 서문로5 길 19 502 호 (63153)

5 글밭제주동인회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2758 (63639)

6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주시 516 로 3120 (63243)

7 녹담수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 29 길 25 101-404 (63199)

8 돌과바람문학동인회 제주시 동화로1 길 49-4 (63302)

9 동인脈 제주시 광양4 길 25 (63199)

10 들메문학동인회 제주시 신대로13 길 16 (63122)

11 라음문학회 제주시 인다13 길 45-4 1 층 (63248)

12 문학아카데미 세대공감 제주시 정존5 길 36 (63102)

13 백록수필문학회 제주시 연화로 25 204-602 (63138)

14 새별문학회 제주시 용담1 동 2826-13 번지 102 호 (63184)

15 섬돌문학동인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275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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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주소

16 성산포문학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3 (63641)

17 솔동산문학회 서귀포시 서귀동 솔동산로 11 번길 5 (63596)

18 수산봉문학회 제주시 광양11 길 10 (63209)

19 시올레동인 제주시 남녕로 46 (63128)

20 아동문학동인동화섬 제주시 원노형6 길 12-1 (63082)

21 애월문학회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9 길 11 (63043)

22 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12 길 7 (63168)

23 영주문학회 제주시 연수로5 길 8 (63081)

24 영주음사 제주시 오현길 61 (63192)

25 오라동책읽는주부들의모임 제주시 오라로10 길 13 은하오렌지빌 나202 호 (63148)

26 재능시낭송협회제주지부 제주시 일주동로 293-1 (63320)

27 젊은시조문학회 제주시 독짓골2 길 15 202 호 (63221)

28 정드리문학회 제주시 성화로6 길 52-1 (63156)

29 제주동서문학회 제주시 용화로8 길 20-1 (63159)

30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시 산록북로 819-4 뜨레별타운 213 (63244)

31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 19 길 46-5 (63181)

32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시 신대로 22 길 20 (63136)

33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 신대로 22 길 20 (63136)

34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시 광양13 길 6-6 (63209)

35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시 오남로 7-13 109-202(63202)

36 제주여성작가회의 자청비 제주시 임항로 278 (63281)

37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주시 용문로 17 길 23-6 (63159)

38 조엽문학회 제주시 연동1 길 17 대원빌라 가동 305 호 (63129)

39 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시 신동로 27 번길 12-6 (63566)

40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3 층 (63281)

41 한국작가회의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63281)

42 한라산문학동인회 제주시 수덕9 길 61-1 (63103)

43 한림읍책읽는주부들의모임 제주시 한림읍 문화길 9-2 (63032)

44 한수풀문학회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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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술

연번 단체명 주소

1 규방공예 미 제주시 서사로23 길 23 (63186)

2 그루터기회 제주시 태성중2 길 8 (63260)

3 그룹연 제주시 서광로2 길 5-14 (63188)

4 다시방프로젝트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 길 18-16 (63357)

5 들꽃수채화회 제주시 월랑북길 43, 107 호 (63095)

6 마음빛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63611)

7 마주보기동화그림회 서귀포시 동홍서로 82-1 (63588)

8 문화공간양 제주시 거로남6 길 13 (63304)

9 문화조형연구센터 제주시 충효1 길 4-1 (63177)

10 미술동인 집 제주시 원노형남1 길 16 (63084)

11 바란그림회 제주시 삼성로 11 길 17-1 (63268)

12 백록담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63243)

13 산남회 서귀포시 동홍북로 24 3 층 (63588)

14 산하도예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 길 1 2677-1 (63064)

15 섬.여백회 제주시 성화로 6 길 19 (63157)

16 섬아트연구소 제주시 하귀로 22 길 9-6 (63051)

17 시상작가회 제주시 도령로 128 삼무파크빌 804 호(63118)

18 아트스튜디오 그리메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214-14 (63039)

19 아트창고 제주시 제주시 삼성로9 길 19 (63269)

20 에뜨왈 제주시 애월읍 소길2 길 44 (63037)

21 연아트 제주시 연북로 583 1 층 연갤러리 (63230)

22 예소담 제주시 연화남길 17 (63141)

23 이음새천연염색연구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구로 121번길 120 이음새교육농장(63609)

연번 단체명 주소

45 함덕문학회 제주시 조천읍 함덕12 길 55 가동202 호(63333)

46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서귀포시 동홍로36 번길 7-1 (63589)

47 혜향문학회 제주시 고마로 21 701 호 (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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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주소

24 일구구오 제주시 1100 로 3308 에코트윈A 동 302 호 (63086)

25 전가조형연구소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63007)

26 전통규방공예연구회 동심결 제주시 벌랑길 73-1 임예당공방 (63320)

27 전통천연염색색체예술연구회 제주시 중앙로 170-1 (63198)

28 제주도예가회 제주시 신산로 15 길 15 (63274)

29 제주디자인협회 제주시 오남로 6 길 4 2 층(63146)

30 제주馬미술연구소 제주시 상고길 98 (63057)

31 제주만화작가회 제주시 월산남길 4 3526-9 (63093)

32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시 애월읍 신엄9 길 22-2 (63047)

33 제주미술연구회 제주시 성화로6 길 19 (63157)

34 제주섬유예술가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산업디자인학부 312 호 (63243)

35 제주수채화협회 제주시 태성중2 길 8 (63260)

36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시 신대로 159 (63135)

37 제주옹기디자인협회 제주시 신산로 15 길 15 (63274)

38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5 번길 28-28 (63623)

39 제주의표정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63243)

40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신대로 21 길 31 가-103(63135)

41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서귀포시 무영로 254 번길 3-1 (63501)

42 제주조각가협회 제주시 삼성로 9 길 17-1 (63269)

43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 락 제주시 신산로 15 길 49 354-17 2 층 (63273)

44 제주판화가협회 제주시 태성로 4 길 24-5 (63261)

45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시 오복6 길 9 (63224)

46 지꺼진 손멋글씨회 제주시 원노형8 길 2, 801 호 (63082)

47 창작공동체 우리 제주시 오라로4 길 25 (63148)

48 초우회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63119)

49 캘리그라피 오월 제주시 오남로 90 2 층 (63146)

50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시 동광로 51 4 층 (63197)

51 한국문인화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애월읍 광령10 길 40 (63062)

52 한국미술협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하논로67 번길 31-8 1 층 (6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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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

연번 단체명 주소

53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 82 지하 (63270)

54 한국서각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조천6 길 9 (63331)

55 한국전업미술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15 길 49 354-17 2 층 (63273)

56 한우리회 제주시 문송길 37 (63122)

57 현대여성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태성로 4 길 32 (63261)

58 형전회 제주시 고마로 15 길 4 (63254)

연번 단체명 주소

1 가온누리사진연구회 제주시 명월성로 394 (63015)

2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제주시 고산동산5 길 31 (63211)

3 녹색사진연구회 제주시 산천단동길 35 (63243)

4 대정사우회 서귀포시 상모로 290 번길 13 (63510)

5 딥블루포토클럽 제주시 서문로 4 3 층 (63174)

6 모슬포카메라클럽 서귀포시 상모로 290 번길 13 (63510)

7 백록사우회 제주시 중앙로 132 (63170)

8 백마포토라인 제주시 오도1 길 22 (63109)

9 본뜬세상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32 (699-911)

10 삼다사진동우회 제주시 노연로 30 (63082)

11 상록예술사진연구회 제주시 용담로20 길 34-2 (63174)

12 새이웃사우회 제주시 오현길 9 (63194)

13 섬에서부는바람 제주시 중앙로 40 4 층 (63166)

14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제주시 동광로 13 길 26-8 (63274)

15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제주시 홍랑길 10 제주서광교회 사무실 (63182)

16 제주기독사진선교회 제주시 아란9 길 22 (63237)

17 제주도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 제주시 용담로9 길 15 (63152)

18 제주사진가회 정낭 제주시 성화로 6 길 42 (63156)

19 제주사진사랑 제주시 연삼로 505 2 층 (63218)

20 제주상록사진학회 제주시 용담로20 길 34-2 (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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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예

연번 단체명 주소

21 제주생태사진연구회 제주시 은남3 길 20-1 (63123)

22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서귀포시 중정로 50 (63595)

23 제주영상동인 제주시 동화로1 길 49-17 (63302)

24 제주오름사진연구회 제주시 천수로 9 길 10 서해1 차아파트 313 호 (63255)

25 제주카메라클럽 제주시 사평4 길 24-10 102-302 (63145)

26 제주탐라사진동호회 제주 제주시 광양9 길 10 제주시청 (63208)

27 제주포토라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3 번길 4 (63530)

28 제주풍경사진가회 제주시 용문로 134-1 (63161)

29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제주시 평전3 길 2 (63183)

30 칠십리사우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6 (63587)

31 탐라사진작가협의회 제주시 도남로 5 길 18 (63200)

32 포스나인 제주시 청풍길 8-4 (63290)

33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5 (63605)

34 한국방송대학교제우포커스 제주시 오등봉길 48-13 (63240)

35 한국사진작가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시 중앙로 41 길 7 (63592)

36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제주시 월랑북길 37 (63095)

37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 층 (63196)

38 한국환경사진협회제주도본부 제주시 신대로 13 길 10 (63122)

39 한라사우회 제주시 서광로 20 길 26 (63201)

40 현실사진동우회 제주시 신설로 55 (63229)

연번 단체명 주소

1 대한서화예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용문로 14 길 10-2 (63161)

2 동심묵연회 제주시 서광로 209-1 3 층 (63183)

3 묵랑 제주시 연북신설길8 (63228)

4 사봉서각회 제주시 승천로 82 (63230)

5 삼다연서학회 제주시 이도이동 1059-11 9/6 (63210)

6 삼무서회 서귀포시 이어도로 253 길 38 (63543)

2018 제주문예연감

122 ❚

연번 단체명 주소

7 상묵회 제주시 서사로 22 길 7-1 (63185)

8 상지서회 제주시 신대로 21 길 31 가-103 (63135)

9 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시 천지로 23 (63592)

10 서귀포소묵회 제주시 신대로 70 (63125)

11 서석각자회 제주시 연미2 길 23 (63145)

12 서예문인화초대작가제주작가협회 제주시 서사로 127 2 층 (63182)

13 송악서각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58 (63510)

14 영주연묵회 제주시 용문로 14 길 10-2 (63161)

15 정방묵연회 제주시 수덕5 길 14 (63099)

16 정연회 제주시 관덕로 40 3 층 (63168)

17 제주글담 제주시 수정2 길 21-1, 102 호 (63069)

18 제주문인화군방도 제주시 수덕7 길 14 (63099)

19 제주서각회 제주시 조천6 길 9 (63331)

20 제주소묵회 제주시 관덕로 9 길 3-1 (63166)

21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신대로21 길 31 (63135)

22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서예초대작가회 제주시 오복4 길 20 (63223)

23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제주시 원노형로 93 103-304 (63085)

24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시 고마로 11 길 24-5 (63252)

25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제주시 오남로6 길 24 2 층 (63146)

26 제평서각회 제주시 신산로 1 길 4 양지빌라 B 02 호(63265)

27 큰엉서각회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456-24 (63618)

28 탐라서예문화원 제주시 아란9 길 22 104-505 (63237)

29 통묵회 제주시 청귤로 5 길 6-5 (63217)

30 포정먹그림사랑회 제주시 복지로 111 (63220)

31 한국서각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남성로 25 길 8 207 호 (63169)

32 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제원3 길 19 (63131)

33 한글서예묵연회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3 길 116 (63046)

34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 길 38 (63005)

35 한글서예제주초대작가회 제주시 구남동 1 길 24 (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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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극

9. 연예

연번 단체명 주소

36 한라서예학회 서귀포시 중앙로 62 길 13 (63168)

37 한연회 제주시 삼성로 16 길 1 지하 (63271)

연번 단체명 주소

1 그녀들의Am 제주시 애월읍 광령8 길 31(63062)

2 극단 가람 제주시 서광로 20 길 7 (63186)

3 극단 오름 서귀포시 문부로 11 길 24-2 (63589)

4 극단 이어도 제주시 중앙로 72 지하 (63168)

5 극단 정낭극장 제주시 서문로 76-5 (63154)

6 극단 제주 제주시 중앙로 218, 4 층(63207)

7 극단 파노가리 제주시 광양13 길 34 지하 (63212)

8 극단세이레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63185)

9 극단수눌음공연예술 제주시 진동로 21 (63289)

10 깨비랑 제주시 516 로 3120 (63243)

11 놀이패 한라산 제주시 모시길 13 (63148)

12 드라마센터 코지 서귀포시 중앙로 79 번길 3 (63592)

13 세이레어린이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63185)

14 세이레청소년극회 제주시 서광로 182-6 (63185)

15 어.마.빠.랑신나는인형극회 서귀포시 문부로 11 길 24-4 (63589)

16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연북로 66 에코파인 지하1 층(63138)

17 제주청년예술단체 몬딱스 제주시 다랑곶1 길 16, 111 호 (63097)

18 퍼포먼스단 몸짓 제주시 독짓골2 길 12 지하 (63221)

19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 층 (63196)

연번 단체명 주소

1 한국연예예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22 1 (6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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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

11. 음악

연번 단체명 주소

1 제주독립영화협회 제주시 용화로9 길 32-4 (63156)

2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시 관덕로9 길 22 (63166)

3 제주영상애니메이션창작연구소 제주시 연화로 25 (63138)

4 한국영화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고마로 18 길 11 (63275)

연번 단체명 주소

1 CBS 제주아가페합창단 제주시 신광로 15 (63126)

2 whynot!연∙노형여성합창단 제주시 은수길 85 A 동 101 호 (63141)

3 건반위은파 서귀포시 칠십리로 485 번길 10 (63599)

4 구좌합창단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63360)

5 까메라타 제주시 노형12 길 24 (63083)

6 꽈뜨로보체 서귀포시 신동로47 번길 33 (63566)

7 노고록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전농로 68 206 호 (63181)

8 느영나영문화예술단 제주시 동문로10 길 2 (63264)

9 다모앙싱어즈 제주시 연북로 70 (63138)

10 당신의사람들 제주시 도남로 53 (63200)

11 돌체우먼코러스 제주시 오라로10 길 6 (63148)

12 동굴소리연구회 제주시 오광로 18-3 (63110)

13 디어아일랜드 제주시 독짓골2 길 16 (63221)

14 라루체앙상블 제주시 남광북1 길 15 201 호 (63223)

15 라파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연북로 499 (63234)

16 락카데미 제주시 서광로29 길 11 (63199)

17 리더스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용문로 14 길 14 (63161)

18 모던아츠 제주시 도령로 15 13 층 (63098)

19 미라클합창단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65-12 (63507)

20 베가피아노트리오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 층 (63169)

21 빠시오네 서귀포시 신서로 55 105-201 (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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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주소

22 서귀포귤빛여성합창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02 (63621)

23 서쪽하늘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63008)

24 성악앙상블소울 서귀포시 중앙로 105 (63584)

25 세바합창단 서귀포시 중앙로 198-9 607-301(63585)

26 소리샘중창단 서귀포시 중앙로 150 길 4-1 (63584)

27 소리어울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인문대학1 호관 (63243)

28 솔동산음악회 서귀포시 솔동산로 27 (63596)

29 솔렘남성중창단 제주시 동광로 17 길 34-1 (63273)

30 수리수리마하수리 서귀포시 하예하동로 16 번길 2-3 (63538)

31 스테핑스톤 제주시 구산로4 길 39-11 (63236)

32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수덕5 길 72 608 호 (63103)

33 시밀레주니어앙상블 제주시 1100 로 3285 지하 드림뮤직 (63087)

34 신성동문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70 (63138)

35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제주시 연문2 길 3 (63119)

36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63243)

37 앙상블 나인 제주시 국기로 14 (63138)

38 앙상블 펀 제주시 신산로 22 (63268)

39 에코재즈밴드 제주시 서해안로 648 (63138)

40 오렌지스쿨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해양과학대학 1 호관 지하1 층 
5117 호 (63243)

41 오름브라스콰이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63558)

42 원 제주시 천수로 13 길 27 (63254)

43 자작나무숲 제주시 서사로 25 (63169)

44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제주시 진군남4 길 5 (63092)

45 재즈밴드시크릿코드 제주시 정존11 길 68 309-1103 (63100)

46 제라한싱어즈 제주시 정존13 길 13 (63099)

47 제주&아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8 길 35 (63062)

48 제주BeauPianoDuo 제주시 가령로4 길 22 (63211)

49 제주YWCA 여성합창단 제주시 삼무로 11 길 3 (63118)

50 제주건반예술학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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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주관음사관음자비량합창단 제주시 산록북로 660 (63244)

52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제주시 정든로3 길 4 (63225)

53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중앙로 71 번길 16 2 층 (63592)

54 제주남성합창단 제주시 가령골길 2-2 (63275)

55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시 사장2 길 21 202 호 (63133)

56 제주대학교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63243)

57 제주대학교윈드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63244)

58 제주도플루트협회 제주시 오현길 16 지하 (63195)

59 제주드림앙상블 제주시 1100 로 3285 지하 드림뮤직 (63087)

60 제주드림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고마로9 길 4 (63253)

61 제주들꽃합창단 제주시 신성로12 길 32 (63206)

62 제주목관5 중주 제주시 신촌5 길 40-5 (63337)

63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시 중앙로 185 2 층 (63197)

64 제주문화예술발전회 몬딱도르라 제주시 정존13 길 13 (63099)

65 제주부부합창단느영나영 제주시 가령로 57 (63216)

66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주시 전농로 97-1 (63179)

67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시 연삼로 382 1 층 제이뮤직 (63222)

68 제주빅밴드 제주시 일주서로 7800 지하 (63128)

69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주시 연북로 70 에코그린 지하 (63138)

70 제주색소폰앙상블 제주시 고마로 45 (63252)

71 제주솔로이스츠 제주시 서광로 21 길 18 (63182)

72 제주시청직장합창단 제주시 광양9 길 10 (63208)

73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아라1 동 6078-8 더클래식2 차 501 호 (63238)

74 제주아트 제주시 중앙로 13 길 34-10 1 층 (63264)

75 제주앙상블준 제주시 동광로 114 4 층 (63275)

76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제주시 동문로 10 (63264)

77 제주오페라연구소 제주시 정존9 길 19-1, 202 호 (63102)

78 제주우쿨렐레 제주시 가령로1 길 25 지하 (63214)

79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산로 82 (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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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시 남광로 181 310-202 (63262)

81 제주체임버코랄 제주시 국기로 14 204 호 (63138)

82 제주카멜리아코러스 제주시 동광로9 길 6 (63196)

83 제주칸타빌레합창단 제주시 아란9 길 22 (63237)

84 제주칸투스합창단 제주시 구산로4 길 13-4 (63236)

85 제주콘서트콰이어 제주시 천수동로 2 208-301 (63256)

86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고마로1 길 27 지하 (63250)

87 제주클라리넷콰이어 제주시 도령로 9 (63098)

88 제주타악기앙상블 제주시 서사로 40 (63172)

89 제주통기타모임 제주시 청귤로1 길 4-7 (63216)

90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63558)

91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63559)

92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 길 41 (63052)

93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 길 41 (63052)

94 제주특별자치도색소폰협회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269 (63019)

95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제주시 아란12 길 9 (63238)

96 제주특별자치도음악학회 제주시 월산남로 66-1 (63093)

97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제주시 오현길 16 지하 (63195)

98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제주시 신대로 10 길 11 2 층 (63125)

99 제주풍경 제주시 칠성로길 1 (63166)

100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주시 연북로 48, 301 호 (63085)

101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주시 연삼로 386 (63222)

102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제주시 오현길 16 지하 (63195)

103 제주피아노학회 제주시 서광로 22 길 27 2 층 (63201)

104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제주시 연동4 길 12-2 지하 (63132)

105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주시 수정2 길 25 101 호 (690191)

106 청년노래단 청춘 제주시 남성로 25 길 15 2 층 (63169)

107 카리스뮤직코퍼레이션 제주시 연삼로 10 (63118)

108 카메라타싱어즈 제주시 우평로 318 201-901 (630700)

2018 제주문예연감

128 ❚

12. 전통예술

연번 단체명 주소

109 칼리시스콰이어 제주시 남광로2 길 43-26 (63230)

110 칼리오페 제주시 서사로21 길 23-1 (63186)

111 클라리넷앙상블B-M 제주시 월랑북2 길 1 (63095)

112 트롬보닉 제주시 선덕로4 길 1 (63134)

113 파하마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서사로 25 (63169)

114 펠릭스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38 (63085)

115 표선색소폰앙상블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32 번길 8 (63629)

116 푸른꽃회 제주시 중앙로12 길 7 (63168)

117 프라임타악기앙상블 제주시 문송2 길 15 4-6 (63122)

118 하나로합창단 제주시 서사로 56 (63172)

119 하도해녀합창단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 6-1 (63363)

120 한국관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15 13 층 (63098)

121 한국성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아란12 길 9 (63238)

122 한국음악교육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63243)

123 한국음악협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63567)

124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구산로4 길 13-4 (63236)

125 한국피아노학회제주지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5 (63605)

126 한국합창총연합회제주도지회 제주시 우령8 길 31 A-301 (63069)

127 한라윈드앙상블 제주시 신산로 93-1 (63274)

128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시 아연로 478-6 (63240)

129 혼디모앙문화예술봉사단 제주시 연삼로 351 (63205)

130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주시 아란12 길 25-4 501 호 (63238)

연번 단체명 주소

1 국악단 가향 제주시 영평길 218 (63308)

2 국악실내악단 제주락 제주시 서사로 48 화영빌딩 3 층 (63172)

3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제주시 승천로 8 지하 (63224)

4 남원읍민속보존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723 번길 3 (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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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나들이 제주시 남성로3 길 7 (63184)

6 대한시조협회제주시지회 제주시 용문로18 길 27-8 (63161)

7 돌하르방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62-1 (63265)

8 로천예악진흥협회 서귀포시 516 로 771 길 200 (63577)

9 민요패 소리왓 제주시 서사로 36 (63172)

10 박경선소리마당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69 (63605)

11 백록민속예술단 제주시 구남로7 길 31 지하 (63222)

12 사라예술단 제주시 신설로 9 길 42-2 (63229)

13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하효중앙로98 번길 14-6 (63601)

14 서우제예술단 제주시 중앙로 184 (63198)

15 선돌예술단 제주시 고마로1 길 4-2 (63250)

16 송죽예술단 제주시 동문로14 길 3 지하 (63265)

17 올레민속예술단 서귀포시 서문로 21-4 (63155)

18 용머리예술단 제주시 동광로 142 지하 (63254)

19 용화문화예술회 제주시 연사길 54-2 (63145)

20 이어도민속예술단 제주시 용화6 길 5-1 (63158)

21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8 (63629)

22 전통음악연구소 연음 제주시 도령로 140 (63118)

23 정의골 소리패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01-8 (699-914)

24 제주국악관현악단 제주시 월산남2 길 52 (63093)

25 제주국악단 제주시 동광로 3 지하 (63197)

26 제주농요보존회 제주시 신산로1 길 15 (63265)

27 제주농요보존회 한라예술단 제주시 신산로1 길 15 (63265)

28 제주두루나눔 제주시 무근성7 길 1 3 층 (63166)

29 제주소리보존회 제주시 오도1 길 42 (63109)

30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시 사라봉길75 (63284)

31 제주탐라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91-1 (63282)

32 제주해금연주단해금올레 제주시 신설로 55 108-901 (63229)

33 죽향대금산조원형보존회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218 3 층 (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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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지연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효돈로 177 (63606)

35 탐라민속예술원 제주시 516 로 3065 373 (63244)

36 풍물굿패 신나락 제주시 독짓골6 길 9 (63221)

37 한국국악협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 317 번길 23 (63598)

38 한국국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삼성로 35 2 층 (63269)

39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제주지부 제주시 무근성7 길 1 3 층 (63166)

40 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시 원노형남1 길 46-9 (63084)

41 한누리예술원 제주시 명림로 49-23 (63313)

42 한솔예술단 제주시 신산로9 길 10-2 (63271)

43 한얼메아리예술원 제주시 광양13 길 6-2 (63209)

44 해오름국악예술원 제주시 정존11 길 68 301-606 (63100)

연번 단체명 주소

1 제주민예총 제주시 동광로 51 4 층 (63196)

2 한국예총서귀포지회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63567)

3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시 동광로 51 5 층 (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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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박물관 현황
연번 구분 명칭 소재지

1 국립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63284)

2 대학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63243)

3 공립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63605)

4 공립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63278)

5 공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 8 길 12 (63134)

6 공립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시 명림로 430 (63313)

7 공립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오복4 길25 (63224)

8 공립 제주돌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63345)

9 공립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63270)

10 공립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63362)

11 사립 넥슨컴퓨터박물관 제주시 1100 로 3198-8 (63091)

12 사립 다희연티뮤지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63341)

13 사립 메이즈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63351)

14 사립 본태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 번길 69 (63525)

15 사립 그시절추억의 테마공원 선녀와나무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63341)

16 사립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63632)

17 사립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63526)

18 사립 신영영화박물관무비스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63620)

19 사립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63544)

20 사립 제주건강과성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63531)

21 사립 제주민속촌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8 (63629)

22 사립 제주커피박물관바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 번길 89-17 (63641)

23 사립 제주평화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 길 63 (63006)

24 사립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63521)

25 사립 제주보석앤화석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11 (63627)

26 사립 한울랜드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63356)

27 사립 헬로키티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63526)

28 사립 레오나르도다빈치과학박물관 서귀포시 산록남로 788 (63525)

29 사립 파파월드 나비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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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관 공립 서귀포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 (63594)

2 공립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63595)

3 공립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63595)

4 공립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63017)

5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 로 2894-78 (63079)

6 공립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63517)

7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 14 길 35 (63005)

8 사립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63021)

9 사립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63635)

10 사립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 1 길 70 (63339)

11 사립 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63535)

12 사립 성안미술관 제주시 중앙로 470 (63236)

13 사립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시 탑동로 14 (63165)

14 사립 왈종미술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21 4 번길 20 (63597)

15 사립 유민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63642)

16 사립 자연사랑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613 번길 46 (63623)

17 사립 제주러브랜드미술관 제주시 1100 로 2894-72 (63079)

18 사립 제주유리의성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63005)

19 사립 제주조각공원미술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63527)

20 전시관 공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 8 길 12 (63134)

21 공립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63341)

22 사립 SOS 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63572)

23 사립 닥종이인형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63572)

24 사립 믿거나말거나박물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 번길 32 (63535)

25 사립 석부작박물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63571)

26 사립 설록차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63521)

27 사립 세계미니어처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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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립 세계술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31 (63627)

29 사립 세계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63594)

30 사립 소인국테마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828 (63522)

31 사립 이랜드뮤지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63024)

32 사립 제주공룡랜드전시관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로2 길 1 (63064)

33 사립 제주아이스뮤지엄 제주시 은수길 69 (63141)

34 사립 제주옹기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 254 번길 3-1 (63501)

35 사립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63534)

36 사립 제주테디베어 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 번길 31 (63535)

37 사립 조안베어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로 113 (63544)

38 사립 초콜릿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 번길 144 (63504)

39 사립 타임파크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63005)

40 사립 ㈜탐라신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63341)

41 사립 테지움사파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63037)

42 식물원 사립 방림원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용금로 864 (63005)

43 사립 생각하는 정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63005)

44 사립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1278-169 (63346)

45 사립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6 (63535)

46 사립 일출랜드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63635)

47 사립 제주허브동산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170 (63628)

48 사립 카멜리아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63526)

49 사립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63011)

50 사립 휴애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63608)

51 수족관 사립 ㈜제주해양과학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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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드락소극장 제주시 관덕로 6 길 11 지하 (63168)

2 겟스페이스 제주시 광양13 길 6-3 (63209)

3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63567)

4 더마파크공연장 제주시 한림읍 월림7 길 155 (63017)

5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홍로 104 (63588)

6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중앙로 72 (63168)

7 사운드스페이스소리 제주시 서사로 25 (63169)

8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63595)

9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동홍로 31-7 (63589)

10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 (63594)

11 서귀포학생문화원공연장 서귀포시 중앙로 150 번길 4-1 (63585)

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선덕로8 길 12 (63134)

13 세이레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182-6 (63185)

14 셰프라인월드 공연장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1181 (63355)

15 쇼월드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64 (63346)

16 신세계쇼앤서커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17 아라뮤즈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63243)

18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 길 16 지하1 층 (63168)

19 예술공간오이 제주시 연북로 66 에코파인 지하1 층(63138)

20 예향당 제주시 오일장동길 36 (63116)

21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63345)

22 오션아레나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63642)

23 이레 제주조랑말타운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64-21 (63624)

24 저지문화예술야외공연장 제주시 한경면 저지14 길 35 (63005)

25 점보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319 번길 31-11 (63521)

26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63063)

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63547)

28 제주난타극당 제주시 선돌목동길 56-26 (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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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드림랜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529 (63039)

30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63270)

31 제주서커스월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14 (63524)

32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63193)

33 제주아트리움 제주시 노형로 89 (63061)

34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오남로 231 (63147)

35 제주영상미디어센터예술극장 제주시 신산로 82 (63270)

36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시 중앙로 14 길 18 (63168)

37 제주폴리아트센터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18 (63041)

38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 (63218)

39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 (63165)

40 퍼시픽랜드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63535)

41 한라 제주시 명림로 575-107 (63330)

42 한라아트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6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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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C JEJU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63547)

2 ini 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117 (63067)

3 KBS 제주방송총국전시실 제주시 복지로1 길 8 (63220)

4 각인사진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조천7 길 20 (63331)

5 강부언갤러리 제주시 동문로 58 (63265)

6 갤러리&카페지오 제주시 도남로3 길 6 (63200)

7 갤러리18 번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 길 18 (63337)

8 갤러리2 중선농원 제주시 영평길 269 (63311)

9 갤러리R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54-2 (63047)

10 갤러리고팡 제주시 금능남로 15 (63010)

11 갤러리노리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91 (63017)

12 갤러리더머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북로 157-20 (63528)

13 갤러리둘하나 제주시 중앙로23 길 20 (63194)

14 갤러리락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97 (63004)

15 갤러리미래 제주시 남성로 75 (63174)

16 갤러리버금 서귀포시 일주동로 8167-2 (63601)

17 갤러리비오톱 제주시 신성로6 길 29 (63204)

18 갤러리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07 (63535)

19 갤러리카페다리 제주시 동광로1 길 2 (63197)

20 거인의정원갤러리카페 제주시 대원길 58 (63239)

21 그림책갤러리제라진 제주시 관덕로6 길 11 2 층 (63168)

22 기억공간re:born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98-1 (63340)

23 꿈인제주 제주시 남성로 142 (63171)

24 다비치리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35-18 (63580)

25 담화헌 제주시 주르레길 55 (63077)

26 더 갤러리 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 길 15 (63005)

27 더 아트스테이호텔 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04 (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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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라마다아트갤러리 제주시 탑동로 66 (63165)

29 먹글이있는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 길 38 (63005)

30 문화곳간가락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중길 8 (63036)

31 문화공간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63179)

32 바람섬갤러리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25 (63612)

33 박여숙화랑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 762 번길 79 13 호(63525)

34 별방21 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길 17 (63363)

35 보앙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540 (63035)

36 부미갤러리 제주시 은남3 길 19 (63123)

37 비아아트갤러리 제주시 관덕로 15 길 6 (63277)

38 비오토피아갤러리 서귀포시 산록남로 762 번길 79 (63525)

39 사진말갤러리마음빛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63611)

40 산지천갤러리 제주시 중앙로3 길 36 (63277)

41 서담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2 길 102 (63005)

42 세심재갤러리 제주시 서광로5 길 17 (63184)

43 스페이스닷원갤러리 제주시 첨단로 242 (63309)

44 스페이스예나르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14 길 36 (63005)

45 신산갤러리 제주시 신산로 82 (63270)

46 심헌갤러리 제주시 아란14 길 3 (63238)

47 아트센터갤러리수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63635)

48 아트스페이스씨 제주시 중앙로 69 (63192)

49 아트창고 제주시 덕평로 383 (63356)

50 연갤러리 제주시 연북로 583 (63230)

51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 14 길 21 (63169)

52 우도창작스튜디오갤러리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63365)

53 이담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609-1 (63060)

54 이안갤러리 제주시 첨단로 213-4 (63309)

55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갤러리 서귀포시 이중섭로 33 (63595)

56 이희정갤러리 제주시 신설로 2 길 5-13 (63227)



2018 제주문예연감

❚ 139

연번 명칭 소재지

57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17 (63501)

58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63345)

59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63341)

60 제주아르브뤼미술관 서귀포시 고근산로 273 (63556)

61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주시 중앙로 2 (63165)

62 지니어스로사이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63642)

63 초계미술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872 (63050)

64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 번길 60 (63535)

65 한라아트홀 전시실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63092)

66 한수풀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63028)

67 현인갤러리 제주시 도령로 50 2 층 (63081)

68 휘닉스아일랜드 파랑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63642)

69 휴애리갤러리팡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63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