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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주문예연감은 2018년 제주지역 문화예술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에 의해 각 단체가 제출한 활동실적, 언론사 보도자료, 도내 문화시설 대관 현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9 제주문예연감은 책자 형식에서 벗어나 활동 실적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의 
자료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활용을 위해 PDF 자료로 제공됩니다. 



- 1 -

문학

2018년 문학 발간현황

2018년 장르별 현황

구분 소설 시 시조 수필 아동 희곡 종합 인문교양 계
건 1 16 7 19 16 1 20 1 81

2018년 문학발간 편람

구분 단행본 동인지 계간지 계
건 55 14 12 81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동인지 아동 제주아동문학협회 루루의 유리구슬 한그루
동인지 수필 제주수필과 비평작가회 제주수필과 비평 제4호 제주 수필과 비평작가회
동인지 종합 국제 PEN한국본부 제주위원회 제주펜엔솔러지  15호 국제 PEN한국본부 제주위원회
동인지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9호 애월문학회
동인지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7호 제주시조시인협회
동인지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제27호 귤림문학회
동인지 시 한라산문학 동인회 한라산문학 동인지 제31호 한그루
동인지 종합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제7호 영주문학회
동인지 시 돌과 바람 문학동인 돌과바람 6집- 스캔을 당하다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26호 귤림문학회
동인지 종합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6호 영주문학회
동인지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9호 혜향문학회
동인지 종합 서귀포문인협회 서귀포문학 29집 서귀포문인협회
동인지 수필 제주수필 제25집발간 제주수필 제25집 제주수필문학회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60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61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62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63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다층문학회 계간 문예 다층 77호 도서출판 다층
문예지 종합 다층문학회 계간 문예 다층 78호 도서출판 다층
문예지 종합 다층문학회 계간 문예 다층 79호 도서출판 다층
문예지 종합 다층문학회 계간 문예 다층 80호 도서출판 다층
문예지 종합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제74집 열림문화
문예지 종합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제75집 열림문화
문예지 종합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제76집 열림문화
문예지 종합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제77집 열림문화
단행본 소설 양혜영 고요한 이웃 삶창
단행본 수필 김종배 평신도가 쓴 성서 묵상-하느님의 철부지 반석인쇄
단행본 수필 임시찬 두럭산 숨비소리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김양택 갈무리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김길웅 마음자리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고여생 탯줄의 연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양길주 일상이 그리는 삶의 문양 책나무
단행본 수필 김순신  채비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정윤택 시간이 자라는 뜨락 정은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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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장르에 포함되지 않은 발간물은 반영하지 않음.

단행본 수필 이철수 나는 걷는다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부진섭 탐라의 풍경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부진섭 가버린 세월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고희화 어떤 풍경 제주콤
단행본 수필 김순례 마음 속 풍경 학마을 B&M
단행본 수필 진해자 기다리는 등대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현민식 망상 속에서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송미경 더 늦기전에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박정환 삶을 경영하다 자연과인문
단행본 시조 장영심 자작자작 익는 겨울 고요아침
단행본 시조 강상돈 느릿느릿 뚜벅 뚜벅 열림문화
단행본 시조 장영춘 단애에 걸다 황금알
단행본 시조 이창선 물장구 포물선 다층
단행본 시조 김윤숙 참빗살나무 근처 작가
단행본 시조 이승일 직진 버스 타는 구름 한그루
단행본 시 김윤미 바람우표서신 우리글
단행본 시 강덕환 생말타기 한그루
단행본 시 신경림 외 검은 돌 숨비소리 걷는사람
단행본 시 양전형 제주어시집 굴메 각
단행본 시 김순란 순데기 파우스트
단행본 시 정희원 저 숲에 하얀 사슴이 고요아침
단행본 시 김길웅 텅 빈 부재 정은출판
단행본 시 현택훈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걷는사람
단행본 시 김순선 백비가 일어서는 날 들꽃
단행본 시 안은주 오류의 정원 시인동네
단행본 시 문경훈 그대 그리운 집 북매니저
단행본 시 김애리샤 히라이스 한그루
단행본 시 강방영 그 아침 숲에 지나갔던 그 무엇 시문학사
단행본 시 양민숙 한나절, 해에게 파우스트
단행본 아동 김란 외계인 해녀 한그루
단행본 아동 이정미 물방울 한국문학세상
단행본 아동 김정애 기억을 팝니다 도서출판 좋은땅
단행본 아동 김섬 웃음웃을꽃 장수하늘소
단행본 아동 박영주 기린과 바다 아띠봄
단행본 아동 김정련 콩벌레 한그루
단행본 아동 김정희 청청 거러지라 둠비둠비 거러지라 한그루
단행본 아동 키움학교 편 반짝반짝 빛나는-키움학교 어린이시집 아동문학세상
단행본 아동 김영기 참새와 코알라 아동문예사
단행본 아동 양순진 학교가 좋아졌어요 책나무
단행본 아동 박재형 할망장터 장수하늘소
단행본 아동 부복정 드르에 불놩 덩싹덩싹 한그루
단행본 아동 김정숙 구젱기 짝꿍 한그루
단행본 아동 박희순 말처럼 달리고 싶은 양말 청개구리
단행본 아동 김란 몽생이 엉뚱한 사건 한그루
단행본　 인문교양 강용희 제주토박이의 섬, 바람, 오름- 두 번째 이야기 책과나무
단행본 희곡 문무환 하얀초상화 서정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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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2018년 월별 활동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10 13 16 20 32 31 36 26 25 36 32 6 283

2018년 장르별 활동 편람

구분 공예 도예 디자인 복합 설치 조각 판화 회화 계
건 15 17 10 66 3 1 1 170 283

2016년 지역별 전시 편람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208 65 10 283

2018년 미술활동 편람

1.1-1.31 강지연: Disire 展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1.4-1.7 서울 위드 닥종이 모임 제주 전시회:해녀이야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6-1.31 문명의 공존: 신제남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15-2.3 캘리그라피 동아리 연합전 갤러리카페 다리 갤러리카페 다리
1.15-1.19 다 받아주니 바다라더라 캘리그라퍼 김효은 문예회관
1.19-3.27 꽃; 찰나의 아름다움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18-2.25 ‘중국 기와를 만나다’ 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30-2.3 제주의 품 II 김정희 문예회괸
1.26-3.2 'The White' 연작: 작가 조조 개인전 강남구 스페이스 D 강남구 스페이스 D
1.31-4.1 2017 사회예술프로젝트결과보고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2.1-2.16 한 시우쯔: 풍경 안과 밖 展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2.4-2.8 정서적 기억 이서연 김수현　 문예회관
2.10-2.25　 오감으로 채우는 문화예술희망여행 결과보고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2.23-4.22 '설문대(設問大), 크게 묻다'전 제주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2.20-3.20 윈드, 바람부는 혁(미술동인 혁)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무릉갤러리
2.23-3.1 대구 이상회 제주 전시 연갤러리 연갤러리
2.27-5.20 회귀(回歸): 김창열 화백 소장품전 김창열미술관 김창열미술관
2.6-3.25 또 하나의 가족, 개와 게 전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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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0 <식물학개론>展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2.14-3.14 김소라, 변세희 초대전:헤브 어 나이스 데이를 위하여 갤러리 팡 갤러리 팡
2.15-2.28 이정윤: Round trip project from Jeju 展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2.19-2.28 소장작품 전(미술부문) 제주문화진흥원　 제1전시실
2.19-3.6 소장작품 전(미술부문)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관
3.5-3.31　 생을 얻는 나무-봄의 소리:문정호 개인전 문정호 초록빛 갤러리
3.2-3.29 Young Pioneer展 - ‘이아에서 길을 찾다(Navigate in IAa)’ 예술공간이아　 예술공간이아

3.31-7.20
4·3 70주년 특별전 : 포스트 트라우마|||The Special Exhibi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Jeju April 3rd massacre : Post Trauma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3.6-3.31 고보형작가초대전: 제주의 여인들 스페이스예나르 　스페이스예나르
3.14-4.22 지역네트워크교류전 2018 : 이상동몽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3.17-3.30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전 '식물성' 예술공간이아 예술공간이아
3.18-3.23 송기수 작품전 　송기수 제2전시실
3.18-3.23 제45회 백록담전 백록담회　 제1전시실
3.23-4.15 여성캘리그라퍼7인초대전:새겨진 기억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6-6.26 동아시아평화인권전-침묵에서 외침으로 4.3평화재단 4.3평화기념관
3.29-4.2 흙+생명의 어울림 제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제3전시실
3.29-6.10 제주4.3 이젠 우리의 역사 특별전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31-4.30 예술로 들춰낸 4.3의 기억전 및 4.3 그들의 기억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문예회관
3.15-4.30 권윤덕 그림책 나무 도장 전시회 너분숭이기념관 너분숭이기념관
3.31-4.6 전농로의 봄 제주문화포럼 문화공간 제주아트
3.27-4.10　 이율배 작가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4.1-4.30 박경민: 스며들다 展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4.1-12.31 바다 위로 재주도좋아 문화공간양
4.1-12.31 거로다방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양
4.3-5.12 밧듸글라 문화공간양 문화공간양
4.3-4.7 제3회 예소담전 예소담회 문예회관
4.3-4.29 25회 4.3미술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예술공간이아, 아트스페이스
4.5-4.11 김남호 작가 개인전: 신의 계시 돌빛나예술학교 돌빛나예술학교
4.5-4.11 봄그리고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4.7-5.27 도예가 정미선 개인전:'동자(童子)' 스페이스예나르 스페이스예나르
4.7 섬:섬 프로젝트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4.14-4.20 정영배 개인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층
4.14-4.19 백성원 개인전: 자연제주 백성원 문예회관 3전시실
4.19-5.14 나강 작가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14-5.31 4.3 70주년 특별전 "4.3 꺾이지 않는 서귀포문화빳데리 서귀포문화빳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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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4.14-5.5 제 77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 놀다 play "we on fire"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예회관
4.23-7.31 박물관 속 작은 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4.20-5.2 김지희: Blooming Jeju 展 　제주켄싱턴호텔갤러리 제주켄싱턴호텔갤러리
4.20-4.29 베르너 사세: 심상(心相)·추상전(수묵화)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4.24-4.27 제3회 패션문화상품 연구개발 전시회 제주대패션의류학과, FnC 팀산학협동 제주대 박물관 기획전시실
4.26-4.30 하늘빛 수채화 정기전-제주풍경 이미지 재조명 　하늘빛 수채화회 문예회관
5.1-6.30 강창열의 열린 시간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3층 갤러리
5.1-5.31 제9회 고은한국화전 켄싱턴호텔제주 켄싱턴호텔제주
5.1-5.31 정우재: Gleaming Days 展 켄싱턴호텔제주 켄싱턴호텔제주
5.1-5.31 강태환 개인전 - gaps drawing 켄싱턴호텔제주 켄싱턴호텔제주
5.2-5.13 예술공간 이아 기획초대 천세련展 'UBIQUITOUS' 예술공간이아 예술공간이아
5.3-5.18 말馬 그림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5.5-5.10 오민수개인전'산수유람-서귀포' 오민수 서귀포예술의전당
5.7-5.12 2018 선비의멋 천년의숨결 온고지신전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서귀포예술의전당
5.14-5.20 제6회 먹그림전 먹그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5.17-5.30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 이명복展 '그날 이후'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이아
5.25-6.3 안세현 개인전 [녹아버린검정사각형] 갤러리18번가 갤러리18번가
5.30-6.5 우수청년작가(박주우)초대전 제1전시실 문예회관
5.30-6.5 우수청년작가(김진수)초대전 제3전시실 문예회관
5.30-6.5 우수청년작가(고용석)초대전 제2전시실 문예회관
5.1-5.12 김영주 개인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15-6.5 제주 밤바다: 전창운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2-5.13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 장치길 展 '풍류風流-순리' 예술공간이아 예술공간이아
5.2-7.1 생태미술 2018 : 플라스틱 생물 생태미술 제주도립미술관
5.19-5.31 채집풍경 - 선을잇다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5.1-5.5 제77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전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문예회관
5.1-5.5 제77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전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문예회관
5.1-5.5 제77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전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문예회관
5.6-5.10 2018 제주예술문화축전 기획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문예회관
5.15-6.30 전시] 그림책 : 부여 양화면 송정리 131 제라진 제라진
5.20-5.24 토마아트 기획전 토미아트 문예회관
5.22-6.23 유다미 개인전 <풍경 스친 유령Spectralscape> 문화공간양 문화공간양
5.23-7.24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II - 제주 삼라만상 섬아트문화연구소 갤러리비오톱
5.20-5.24 바라보다, 삼천호: 조영자 개인전 조영자 문예회관 1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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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31 박남 초대전: 행상여인 연갤러리 연갤러리
5.16-5.24 드로잉동아리 그릴락 창립전 드로잉동아리 그릴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19-6.29 이정미 도예전: 돌, 바람, 물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5.24-8.31 제주옹기, 삶의 일상을 담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
6.25-7.8 일상의 예술-제주 민화전 서귀포 소암기념관 서귀포 소암기념관
6.1-6.30 정명화: 집으로 가는 길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6.1-9.30 두 개의 물방울처럼 김창열미술관 김창열미술관
6.1-7.31 "제주=별"(유충목 개인전) 유충목 스페이스예나르
6.1-6.7 성연작가 개인전: 선으로 바라보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6.2-6.8 박원철 만화가 두번째 카툰전:만화같은 세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2-6.17 빈센트 맥킨도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5.30-6.18 황기선 작가 초대 그림전 서담미술관 서담미술관
5.30-6.5 제주우수청년작가 3인 초대전 제주도문화진흥원 문예회관 
6.5-6.8 2018영아티스트 프로젝트-서귀포에서 노닐다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6.6-7.5 고윤식 초대전=8회초계미술청년미술상수상기념 초계미술관 초계미술관
6.5-6.10 양태장의 마음을 잇다 기획전 제주갓전시관 제주갓전시관
6.22-6.28 국가무형문화재 탕건장 전시와 시연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6.29-7.4 제주문화 섬유로 되돌아보기(제 10회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제주섬유예술가회 문예회관
6.14-6.21 우리들의 향기:함초롬수채화동아리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15-7.15 디지털 페이터 박상규 개인전<서울여자> 갤러리18번가 갤러리18번가
6.16-6.21 그 곳 -김차영 개인전 김차영 켄싱턴제주호텔
6.22-7.5 grime Na Hyun Jung: 보살피다, 바라보다 _삼승할망 展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갤러리
6.16-6.22 물장올 판타지:변금윤 개인전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6.17-6.23 유월의 꽃'을 말하다' 제주도예가회 문예회관
6.17-6.23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제주도예가회 문예회관 3전시실
6.29-7.4 3회 이미영 도예전 이미영 문예회관
6.12-6.25 조도연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6.22-6.29 유인순 개인전: 아름다운 동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26-7.5 윤인자 초대전: 탐나-서정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6.27-7.3 강술생 개인전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6.21-7.4 윤진미 개인전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6.2-6.9 제20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전 사)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서귀포예술의전당
6.11-7.22 '부재(不在)의 기술(記述)'전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
6.4-6.24 마부니 피스 프로젝트 오키나와 2018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6.30-7.7 추보배 산수화전 KBS제주 전시실 KBS제주 전시실
7.1-7.31 박보영 <여기 제주>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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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0 황금나무 그 꿈의 이야기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관
7.6-7.31 살림하는 붓질:양성평등주간 기획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7.7-7.13 손유진 개인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7.7-10.3 제주도립미술관 초대전 <강광, 나는 고향으로 간다>|||<Kang Kwang, I go home>|||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7.9-10.7 이중섭미술관 특별기획전: 소, 사랑하는 모든 것 이중섭 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7.1-7.10 김경환 개인전: 36.5도 갤러리카페 커피파인더 갤러리카페 커피파인더
7.7-7.13 신진 청년작가 손유진 개인전 제주연갤러리 제주연갤러리
7.1-9.30 한 여름밤에 즐기는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박물관은살아있다 박물관은살아있다 박물관은살아있다
7.1-12.30 2018 퐁낭아래귤림 주경야작晝耕夜作프로젝트 오미경 창작공간퐁낭아래귤림
7.3-7.28 박한나 개인전 <적정거리> 문화공간양 문화공간양
7.5-7.10 제주청년작가 공모전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관
7.1-7.12 원심력전과 탐미생활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옛 황지식당 건물 등
7.1-9.30 피어라 바람꽃 4.3평화재단/창작그룹 숨 4.3평화기념관 2층 특별전시실

7.14-10.3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 - 100년의 여행, 가나아트 컬렉션>|||<Masterpieces of Korean Modern Art - The Art Journey of 100 years with Gana Art Collection>|||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7.24-8.5 제주4.3순례기록전:무엇이라는 이름하에 충북민미협 청주시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7.25-7.26 Pink Island, Jeju-Berlin: The Jeju 4.3 Seminar 문화공간 양 독일
7.13-7.16 고동우 개인전 문예획관 3전시실 문예회관 3전시실
7.2-9.2 신준철 개인전: 제주비경 ICC제주갤러리 ICC제주갤러리
7.3-10.3 특별전시 고려철화청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7.16-8.3 제주 질그릇-제주사름 삶의 역사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7.14-7.19 오.일육도로 넘어 연 이중섭미술관
7.17-7.21 제주수채화협회 열다섯번째 회원전 제주수채화협회 문예회관 1전시실
7.18-7.21 色, 눈으로 느끼는 '제주의 맛' 고경란 문예회관
7.28-8.1 제주디자인협회전 및 세미나 - <디자인! 미래를 향한 시선!> 사단법인 제주디자인협회 문예회관
7.21-7.27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것들-제주삼라만상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커뮤니티그룹전)
7.21-7.26 김복신 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전시실
7.21-7.27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이면(裏面)': 양형석 도예가 연갤러리 연갤러리
7.18-9.5 한여름의 천문학 서귀포 기당미술관 서귀포 기당미술관
7.2-11.30 한수풀 들으멍 고르멍 파멍 황우럭만화천국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7.22-7.27 제21회제주문인화연구회회원전(수묵의속삭임)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시
7.17-8.17 김남호의 '황제' 롯대호텔제주 초대전으로 롯데호텔제주
7.27-7.29 생태주의 퍼포먼스 작가와 함께하는 자연에 들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7.14-11.9 제 14회 제주신화전 제주문화포럼 제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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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5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풍경:이남찬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25-7.29 광복 73주년 기념 김금숙 만화 원화展 <풀>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이아
8.1-8.31 또 다른 언어-서귀포:박순민 개인전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
8.1-8.15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 송대섭展 <4 kinds of Sea> 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이아
8.1-8.31 Out of Body, Out of Time, Out of Place 강주현 문예회관
8.1-8.31 김산: 아래로부터의 풍경 展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8.2-8.6 #잇다 - 2018 제주·울산한국화 교류전 제주한국화협회 문예회관
8.2-8.31 퀼트 다소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4-8.31 꿈꾸는 돌/도예, 사진 전 김남숙/정요택 문예회관 2전시실
8.4-9.1 이정 개인전 <지나간 미래> 문화공간양 문화공간양
8.8-10.14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특별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8.17-8.30 예술공간 이아 기획 <Day Life - Day Dream>
8.238.30 '데이 라이프(Day Life)-데이 드림(Day Dream)' 기획전 예술공간 이아 이아 갤러리 2
8.29-9.12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 제주4.3평화재단 후원 제주4.3평화기념관
8.7-8.11 녹음방초승화시 한국전업미술가회제주도지회 문예회관 2전시실
8.7-8.11 제7회(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제주도지회정기전 사단법인한국전업미술가협회제주도지회 문예회관
8.7-8.11 -영주십경전- 그 두번째 제주미술연구회 문예회관
8.23-8.24 마음의 시동걸기 아크릴동아리 비바 아르테 제주대병원 1층
8.11-11.20 김풍창 개인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8.11-10.14 'apmap 2018 제주'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8.9-11.5 순환의 여행-방주와 강목사이 2018 한경면 클랭블루갤러리 클랭블루갤러리
8.17-8.21 양근석 개인전: 섬 속의 섬 문예회관 문예회관
8.28-10.31 제주 섬+돌+숲:김경환 개인전 플랫폼K+콘텐츠복덕방 파스쿠찌 탑동점
8.18-8.24 이하늘 개인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8.14-8.25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8.18-8.31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 정진展 <달팽이 인간> 예술공간 이아
8.16-8.31 이성종작가개인전:제주-별을 품다 거인의정원 갤러리 거인의 정원 갤러리
8.31-9.2 제2회 제주등축제: 빛으로 전하는 행복 제주불교신문 산지천 일대
9.1-11.1 제주공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심헌갤러리 제주시
9.7-10.11 제주의 향기를 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전통천연염색채예술연구회 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전시실
9.1-9.7 타임캡슐 10년의 이야기 제주여성미술그룹에뜨왈회 문화공간 제주아트
9.1-9.7 변혜정 도예전 '흔적' 변혜정 제주시
9.1-9.30 제주, 바다를 닮다 김지환 외 애월읍 돌창고 바보리
9.1-9.30 신선애: Floating Romance 展
9.1-11.30 책속에서길을찾다展
9.4-10.3 한림 켈틱 소환 신예선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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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0 빛, 여행 그리고 상상전 김만덕기념관 1층 김만덕기념관 1층
9.6-9.9 < 2018 HAO: OK션[옥션] >_제주 (구)자양삼계탕
9.6-10.31 2018 JMOCA 컬렉션 : 풍경을 그리다 제주현대미술관
9.14-9.17 쪼끌락 미술시장-서귀포사랑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9.8-9.14 서승환 개인전:퍼스트, 스트리트아트 길 위에서 그리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9.1-9.15 2018년 3월 초계미술관 초계미술관
9.15-9.21 이숙경개인전(제주하늘 별 바람과 삶) 이숙경 제주시
9.15-11.10 권희수 개인전 <백시白視>
9.5-9.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9.14-9.20 제주 아시아 예술 교류전 문화공간 제주아트 문화공간 제주아트
9.19-11.4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9.15-9.23 제주의 돌, 그리고 돌담 강소라 제주시
9.7-9.25 인도네시아 매스디뵤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9.17-10.13 예술공간 이아 기획 <회화의 귀환 - 재현과 추상 사이>
9.20-10.3 신진작가 고혜령 초대전 갤러리 팡 휴애리 갤러리 팡
9.28-10.11 미지의 초상 고승욱 제주시
9.29-10.4 이미선 공필화 - 치유의 정원전 이미선 서귀포시
10.1-10.31 나현정 : 사라진多 다시 태어난多
11.1-11.10 제주 기록하다 배중열 제주시
10.5-10.28 돌섬 조윤득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4-10.24 김강훈 개인전 김강훈 제주시
10.8-10.28 퐁닛 퐁넛 고경태 기록전 천주교제주교구 복음화실·한베평화재단 아트스페이스씨
10.10-10.16 제6회 김혜숙개인전-"제주인" 김혜숙 종로구
10.10-10.16 제9회 박성배개인전"산수도" 박성배 종로구
10.12-10.23 제주 중진공예 작가전 심헌갤러리
10.12-10.22 김수현도예전 김수현 제주시
10.13-10.22 2018 김정윤 도예전 제주 갤러리비오톱 제주시
10.12-10.5 다시-삶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문예회관
10.16-10.22 제주이주청년작가 이안욱 도자걸개그림전 이안욱 제주KBS전시실
10.5-10.30 말, 숲 속을 걷다 장근영 도예전 스페이스예나르
10.27-11.30 제주옹기 제작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제주옹기 숨미술관
10.25-10.28 제10회 제주옹기굴제 옹기전승보존회/옹기박물관 서귀포 고바치노랑굴 일대
10.27-11.30 제주옹기 제작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담화헌 스튜디오 제주시
10.13-10.18 제3회 이가희 개인전 "해녀와 바다" 이가희 서귀포시
10.20-10.26 꿈꾸는 그림동화 원화전 마주보기동화그림회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10.16-10.20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여섯번째 회원전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문예회관 2전시실



- 10 -

10.19-10.25 숨(해녀문화 우수 예술창작지원) 진주아 제주시
10.23-10.30 감정, 파동, 균열 그리고 시작 최인애 서귀포시
　10.20-11.30 스페이스 설치 조각전 김평식 신산공원
10.5-10.11 이연정 판화전"기억의 공간" 이연정 제주시
10.23-10.28 십자가&수채화 전시회 고대경 도남동 갤러리비오톱
10.23-11.4 제주청년유망예술가 지원 현덕식 개인전 현덕식 초계미술관
　10.13-10.25 팔색추경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10.24-10.29 제주, 광주 청계회 회원전 청계회 KBS제주갤러리
10.28-2.28 '꿈꾸고 난 후(Apres un reve)' 채기선 신화월드 끌로드아트홀
　10.22-10.30 김정하 개인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22-10.31 공존의 가치 더빠에야 한담리 더빠에야 2층
10.22 여행을 그리다: 김현숙 드로잉전 갤러리 현 갤러리 현
10.27-10.31 NE:UTOPIA part.2 고윤식 제주시
10.27-10.31 제7회 정랑회전 "제주-서울 수묵화전" 포정먹그림 사랑회 제주시
10.26-10.30 제주 정착 이주민 미인회 그림전 미인회 W스테이지
10.30-1.30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ICC 갤러리초대전) 김미령 개인전 ICC제주갤러리
10.23-10.30 제주감빛에 담은 옷 이야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1.3-11.9 푸르메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1.1-11.30 회색숲, 멍멍씨 야옹씨 한항선 외 갤러리 앤 카페 더 몹시
11.1-11.30 오윤화: Backstage
11.1-11.10 제주 기록하다 배중열 제주시
11.2-11.8 제21회 形전시회: 삶의원천-바당 形전 제주시
11.2-11.14 예술공간 이아 기획 <섬과 바람의 서사> 예술공간이아
11.1-11.10 청년작가 김지영 초대전 김지영 현인갤러리
11.6 정신으로서의 물 김창열미술관
11.7-11.12 제5회제주카톨릭 미술가회전 제주카톨릭미술가회 문예회관
11.13-17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학번 동기전-만난지 31년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학번 문예회관
11.18-12.23 도녹스 개인전 <기억의 형태>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11.22-12.5 100마이너스30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씨
11.24-11.29 만화에 색을 입히다 만화채색연구회 문예회관
12.1-1.2 신민정-꽃이 피다 켄싱턴제주호텔 켄싱턴제주호텔
12.5-12.9 제1회장지기법전 장지기법 문예회관
12.10-12.14 제3회 한국창조미술가협회 제주도지회 정기전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도지회 문예회관
12.15-12.20 생명의 숲 곶자왈 홍순병 문예회관
12.15-12.20 전통지화 특별전 석용스님 문예회관
9.3-10.21 제주기행, 길에서 만나다 서귀포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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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5 아시안ACS 국제해양예술제 제주 전시 아시안(Asian) ACS(Arts Culture and Science) 문예회관 3전시실
10.12-10.21 쿠로시오 해류: 동아시아 해양 건축 실크로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6-10.30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할로영산’展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시
10.1-11.1 서로(Each other)' 목정훈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곶자왈 야외숲
10.23-11.15 전국국립대학박물관 연합순회전 제주대박물관 제주대박물관 기획전시실
　10.22-10.28 판타지 제주 아일랜드-춘자의 선물 신승훈 개인전 강남구 삼성동 묵지아트
11.4-11.7 제주도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서귀포초대작가회전 제주도미술대전 서귀포예술의전당
10.29-11.2 데페이즈망 박정근, 전은숙 호주 앙트로포 갤러리
10.29-11.4 2018제주아트페어 (사)글로컬제주연구원 제주시
11.1 24회 제주미술제 도립미술관/문예재단 문예회관
11.1-1.31 소장품으로 본 제주의 숨결 제주도립미술관
11.18-11.23 남부 워터칼라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11.24-11.29 미술동인 집 정기전 미술동인집 문예회관
12.7-12.27 돌我보카 展 하석홍/우광훈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12.8-12.14 신상화 한지 조형전 “섬속의 빛”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14-12.20 2018 제주문화기획학교 기획실험전-제주를 열다 제주문화기획학교 예술공간이아
12.14-12.20 생태미술결과보고전-Ecopace Jeju 제주현대미술관 갤러리 노리
12.19-1.19 2018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이아실록 예술공간이아 예술공간이아
12.21-12.26 제주미술연구회 소품전 제주미술연구회 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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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8년 월별 활동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2 4 6 2 8 0 2 0 0 4 3 2 33

2018년 지역별 전시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29 4 0 33

2018 사진 활동편람

1.2-2.25 양종훈의 포토옴니버스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제주
1.21-1.25 제주카메라기자회 2017보도영상전 제주카메라기자협회 문예회관 제주
2.1-2.28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회원전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갤러리&카페 지오 제주
2.9-2.23 소장작품 전(사진부문)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관 제주
2.14-2.18 포토 1004 회원전 포토1004회원　 문예회관 제주
2.12-3.5　 제주생태사진전 제주야생화를아끼는사람들의모임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
3.1-3.17 소장작품 전(사진부문)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괸 제주
3.7-3.11 제28회 녹색사진연구회 사진전 　녹색사진연구회 제1전시실 제주
3.19-4.7 Red Hunt "서정희 사진전" 　서정희 다리갤러리 제주
3.24-3.29 제주의 굿 주제전: 사진 김상부 문예회관 문예회관 제주
3.31-4.30 4.3 70주년 기억, 예술로 고함-기억투쟁 70년, 4.3기록사진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문예회관 제주
4.20-4.25 제17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 계곡을 찾아서 섬에서부는바람사진회 제3전시실
4.24-5.13 Red Hunt 사진전 서정희 성안미술관
5.11-5.17 한.중.미국.멕시코 국제사진 교류전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회 문예회관
5.15-5.19 카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회원전 가토릭제주교구사진가회 문예회관
5.25-5.29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 연합전 사진단체연합 문예회관
5.25-5.29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 연합전 사진단체연합 문예회관
5.11-5.17 한국․중국․멕시코․미국 국제사진교류전 (사)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서귀포시

5.14-12..31 제주해녀의 어제와 오늘 서재철 서귀포시
3.23-5.25 특별전 복시환 사건을 아시나요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5.18-6.13 김병국 사진전 갤러리팡 갤러리팡
5.25-5.29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연합 주제전 『제주를 탐하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예회관
7.13-9.9 이창훈 작가 기증 사진전 제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제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7.21-8.4 서귀포 사진전-이추룩 변헌 거 보염수과 고경대 작가: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 문화공간 스토리 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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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5 사진전:꽃물에 스미고 향기에 취하다 이명희 사진전 문예회관 2전시실
10.15-10.19 들꽃 사진전 폰카들고 들꽃산책 회원전 한라수목원 생태전시관
10.19-12.30 (연장)산지천갤러리 만농 홍정표 사진전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 Jeju Cultureart
10.27-10.31 제주영상동인 기획전 바람섬, 제주 제주영상동인 제주시
11.7-11.12 제주환경사진연합회 한중일 사진교류전 제주환경사진연합회 문예회관 1전시실
11.7-11.12 제26회 회원전 및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제주환경사진협회 문예회관
11.30-12.4 2018제주지회 정기회원전 및 한중교류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문예회관
12.10-12.14 제8회 제주기독교사진가협회 회원전 제주기독교사진가협회 문예회관
12.10-12.14 제76회 제주카메라클럽 회원전 제주카메라클럽 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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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2018년 월별 활동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0 3 3 3 7 7 5 12 5 7 4 4 60

2018년 지역별 전시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51 8 1 60

2018 서예 활동편람

2.1-2.6 한초회 서예전 한초회 문예회관
2.7-2.13 소농 오문복 서예전 　오문복 문예회관
　2.27-4.1 주제소장품전:자연을 느끼다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3.1-3.17 소장작품 전(서예부문) 제주문화진흥원 문예회관
3.18-3.23 나무에 새긴 각 여행 양민호　 제3전시실
3.24-4.29 제47회 제주소묵회전 제주소묵회　 문예회관
4.3-4.7 제47회제주소묵회전-제주풍광을 쓰다 제주소묵회 서귀포시
4.8-4.13 제2회 문인화 제주작가회전 - 필묵향에 나래를 펴다 문인화제주 제3전시실
4.11-5.8 제주 서예가 4인전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자연유산센터
5.15-5.19 제35회 상묵회전"제주의 애환을 묵향에 담다" 상묵회 문예회관
5.20-5.24 제24회 한글서예사랑모임 회원전 "제주의 사계 묵향에 싣다" 한글서예사랑모임 문예회관
5.25-5.29 제6회 한국서협회 제주도회전 제3전시실 문예회관
5.12-8.12 장무상망(長毋相忘) '특별전 제주추사관 제주추사관
5.15-5.19 제35회 상묵회전 '제주의 애환을 묵향에 담다.' 상묵회 제주시
5.20-8.30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제주사계를 묵향에 싣다” 한글서예사랑모임 문예회관
　5.20-5.24 한글서예사랑모임 회원전 먹글이 있는 집 문예회관

6.1-6.5 제주캘리사랑모임:제주필스토리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6.6-6.10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전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문예회관
6.15-6.21 “세종성왕과 제주어의 만남전” 한글서예묵연회 문예회관
6.17-6.23 제주-서울 서예가 미술대전 초대작가회 교류전서예협회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1-2전시실
6.24-6.28 고희전을 묵향에 실어 이명희 문예회관
6.24-6.28 제17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 정연회 문예회관
6.29-7.31 마음 그리고 글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캘리그래피 동호회 제주도의회 의사당 2층 전시실
7.1-7.31 명아재 인보(印譜)-수묵의 유희展 장은철 문예회관
　6.29-7.4 제주경기 기호서화학회 교류전 월봉묵연회 문예회관
7.21-9.29 소암기념관으로 마실오다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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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7.27 제주오름과 필묵의 만남전 필현회 문예회관 3전시실
7.28-8.1 2018 제주서예문화축제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문예회관
8.2-8.6 제주 묵랑회 문인화 회원전 묵랑회 제주문학의 집
8.2-8.6 제주작가협회 전남서예가회 교류전 제주작가협회 문예회관 3전시실
8.2-8.6 제주-목포서화교류전 (사)대한민국서예문인화초대작가제주작가협회 문예회관
8.7-8.11 탐라서예문화회 애국지사 어록 회원전 탐라서예문화회 문예회관 1전시실
8.16-9.3 제주수묵화회 창립전 제주수묵화회 한라도서관 전시실
8.12-8.16 한국서예 평화의 메시지전 서예협회 문예회관1-3전시실
8.17-8.21 제29회 회원전'제주유배의 흔적을 찾아서'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문예회관
　8.17-8.21 탐라서각연구회 정기전 문예회관 문예회관
8.17-8.21 제주도서예가협회전 문예회관 문예회관
8.20-8.24 백범 김구 선생 유묵전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 토평동 어울림터 학습관
8.22-8.31 제주도문예회관개관 30주년 서예 초청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1-3 전시실
8.23-8.31 성당 전윤희 고사성어 서법전 전윤희 제주시
　9.8-9.12 필(筆)하모니 제주지원문인화회 문예회관
　9.8-9.14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작 전시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문예회관
9.15-9.20 2018 제주서예문화축전 한국서가협회제주지회 제주시
9.28-10.7 제주 서예가 강창화 KaFA국제아트페어부스전 한국미술협회/㈜킨텍스 일산 킨텍스
9.26-9.30 문인화, 생활 속의 느낌! 한국문인화협회제주지회 제주시
10.4-11.25 20세기 한국서화-밤에 뜬 해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10.16-10.22 강경훈서예전 강경훈 서귀포시
10.16-10.22 대만 포일서법협회 초청 동도전 삼무서회 서귀포시

　10.12-10.18 멋글로 제주 산책 손멋글씨회 연갤러리
10.27-10.31 제7회 정랑회전(제주-서울 수묵교류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10.29-11.2 2018한국수묵연구회展

　10.21-10.26 한국서각협회 초대작가 초청 제주지회전 제주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1전시실
11.2-11.9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전 한국수묵연구회 해변공연장/도의회 전시공간
11.7-11.12 세종성왕과 제주어와의 만남 한글서예묵연회 문예회관
11.13-11.17 전국추사서예 문인화 휘호대전 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문예회관
11.30-12.4 제주경우문예회 창립전 제주경우문예회 문예회관
12.5-12.9 제3회 캘리그라피오월 제주 멋글씨전 캘리그라피 오월 제주 멋글씨회 문예회관
12.15-12.20 제14회 사봉서각전 사봉서각회 문예회관
12.21-12.26 감빛에서 묵향으로 문혜숙 문예회관
12.27-12.31 제주목관아 서예체험 작품 전시 월봉묵연회 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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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2018년 월별 활동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9 22 15 26 33 28 21 35 24 25 44 41 323

2018  장르별 활동 현황

구분 클래식 대중 계
건 226 97 323

2018 세부장르별 현황

구분 건수
관악 43
대중 80
뮤지컬 2
복합 42
성악 57
앙상블 7
오케스트라 34
오페라 12
타악 2
피아노 37
현악 7
계 323

2018  지역별 공연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271 48 4 323

2018년 음악 공연 현황

1.12 서귀포관악단「11시 금요 음악 산책」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관악단
1.13 궨당콘서트-장필순＆김형섭(자전거탄풍경)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컬쳐
1.14 어린이 노래동아리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제주도서관친구들
1.18 Der Klang(클랑)-이태리 독일 스페인 가곡 및 아리아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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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8 유키 구라모토 신년콘서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향미디어
1.21 스테이플러 A Song Of Stars EP앨범 쇼케이스 겟스페이스 스테이플러

1.27-1.30 롯데제주호텔'2018 뮤직페스티벌 인 제주' 롯데제주호텔 연회장 롯데제주호텔
1.28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KBS제주
1.6 사계바다소리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사계초등학교
2.1 가을방학 콘서트 -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
2.1 제주고등학교 제5회 동문연주회 문예회관 제주고등학교
2.1 제2회 우리소리 어울령 정기공연 소극장 우리소리어울령
2.1 제2회 장선옥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소극장 장선옥음악학원
2.1 제13회 고은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고은음악학원
2.1 13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2.11 아이키즈 밴드 콘서트 소극장 아라원음악학원
2.11 샘물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샘물 음악학원
2.11 제16회 제주청소년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2.14 더보컬리스트 실용음악학원 겨울방학 콘서트 소극장 더보컬리스트 실용음악학원
2.2 도립서귀포예술단 2018 신년음악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2.19-22 제주국제합창축제 문예회관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니움 조직위원회
2.20-21 2018 제주국제합창제 앤 심포지엄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2.20-21 2018 제주국제합창제 앤 심포지엄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2.3-4 2017~18 Theatre 이문세 제주아트센터 공연가온
2.21 현수진 음악학원 정기공연 서귀포 예술의 전당 현수진음악학원
2.23 2018 월드 콰이어 페스티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 전당
2.24 미성피아노 작은 음악회 소극장 미성피아노
2.25 송샘음악 교습소 작은 음악회 소극장 송샘음악교습소
2.25 제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2.26 제주영락 둘로스콰이어 제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영락둘로스콰이어
2.27 뮤직슐레음악학원 음악회 소극장 뮤직슐레음악학원
2.28 제주어로 노래하는 3인3색 콘서트-박순동, 문지윤, 손범석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한국오페라 70준년 기업 사업회
2.28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영상상영 오페라 <마술피리>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2.4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 제8회 정기공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약천사리틀붓다
2.8 꽃, 자연 그리고 봄의 시작 제주아트센터 도립제주합창단
2.9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50회 작은음악회 소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3.1 어린음악대 삼성원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소극장 삼성원음악학원
3.24 BBS제주불교방송 개국발원 행복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BBS불교방송
3.24 그 이름을 세우다-4.3 우리들 이야기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주민자치연대 모다정 10주년 정기공연
3.24 환자 위한 악단 초청공연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
3.24 서귀포 소년소녀 미션콰이어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소년소녀미션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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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4.3 영혼을 위한 노래 그리다 이아 예술공간 내 창의교육실 3층 제주오페라연구소
3.25 제2회 혜연피아노 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혜연피아노
3.27 제주피아노학회 2018신인음악회 소극장 제주피아노학회
3.3 2018 목관아달빛 콘서트 제주목관아 특설무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CTV제주방송
3.3 한라윈드앙상블 제6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한라
3.3 백영미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소극장 백영미음악학원
3.4 어린이음악대 노형원 음악학원 피아노 연주회 소극장 노형원음악학원
3.4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4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3.9 제주필 청소년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필 청소년오케스트라

3.9-3.10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동백꽃 여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한국오페라 70준년 기업 사업회
4.1 꽃피는 4월에 제주에서 우리 만나요. 반갑습니다. 아트세닉 아트세닉
4.1 거리예술 활성화 - 글로벌 바람의 울림 탐라문화광장, 바오젠거리, 오일장, 요양원 다문화난타봉사회
4.1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롱롱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4.11 제주대 인대밴드 '제주갑부훈' 초청공연 제주대 문화강좌인 '문화광장' 제주대
4.14 피아노와 플루트 듀오 리사이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4.14 오페라 투란도트 문예회관 제주국제오페라단
4.15 봄을 부른다-세월호 참사 4주기 기념 추모콘서트 카페소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뮤지션들
4.15 창단 20주년기념 제주한소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 한소리 여성합창단
4.2 Recreate-song of island 한라아틀홀 소극장 김경택
4.2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봄맞이 가곡의 밤 문예회관 제주도성악협회
4.2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11시 금요 음악 산책」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관악단
4.21 제5회 도민과 함께하는 힐링 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4.21 롱롱콘서트-멘도롱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자작나무숲
4.2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8봄 작은 음악회'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4.28 <기획>우수작품 초청공연 어쿠스틱 뮤지컬"나의노래"(구:바람이 불어오는 곳)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4.28 일렉트릭 뮤직, 동백꽃 향기를 내뿜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4.29 서귀포시 불교 연합 합창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시불교합창단연합회
4.3 거리의 악사 자르트 ‘문화 충전소’ 연동바오잰거리/구코리아극장/서귀포신시가지/이중섭거리 자르트(JART)
4.3 제32회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윈드심포니
4.5 도립서귀포예술단 제주4.3희생자 추념 70주년 평화음악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단
4.5 오예진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오예진
4.7 2018 봄맞이 콘서트 '팝재즈와 뮤지컬'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팝스오케스트라
4.7 제주4.3 광화문 국민문화제-안치환, 전인권, 멜로망스 서울 광화문광장 북광장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7 제주팝오케스트라의 음악공연-감동 후불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팝오케스트라
4.9 제주프라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제주프라임하모닉오케스트라

4.28- 숲속힐링음악회 '달팽이 안단테' 공연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치유의 자작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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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숲
5.1 더 가까이 5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단법인 더희망제주
5.1 제1회 제라한싱어즈와 함께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광장 힐링 콘서트 한라산국립공원내윗세오름 제라한싱어즈
5.11 양우형 피아노 독주회 문예회관 양우형
5.12 2018 교육가족 음악축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5.12 한라윈드앙상블 한.일 친선문화교류 연주회 문예회관 한라윈드앙상블
5.12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전국학생음악 콩쿠르 소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3 2018 가족문화축제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5.13 제주심포오케스트라"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5.15 국립합창단 초청공연<베르디 레퀴엠>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5.16 서귀포오석학교 개교 51주년 <오석작은음악회> 서귀포 오석학교 오석학교 제주부부합창단
5.17 종근당 키즈오페라 제주대 병원 종근당홀딩스,한국메세나협회
5.17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0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관악단
5.17 140회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5.18 색소폰&하프 듀오 리사이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색소폰&하프 듀오
5.18 제주성악동호회 Voce Chiara 제2회 정기음악회 문예회관 제주성악동호회
5.19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합창제 문예회관 제주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5.19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인음악회 오디션 소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9 클라리넷 앙상블 BM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클라리넷앙상블 B-M
5.19 아코디언 음악극'나의 우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우상임
5.2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작은음악회 소극장 제주클라리넷앙상블
5.23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11시 금요 음악 산책」 서귀포 예술의 전당 양지수
5.25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5.26 제9회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나눔오케스트라
5.27 Hwabuk Wind Orchestra 제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화북윈드오케스트라
5.28 제7회 제주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권사합창단
5.3 레즈니코바 올가 우크라이나 음악여행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섬아이
5.31 도립서귀포합창단 제60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합창단
5.31 제9회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횃불회
5.31 한국리스트협회 제주지부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리스트협회 제주지부
5.4 오보에 홍윤정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홍윤정
5.6 팝아티스트 임학성 초청콘서트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5.7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 제주 달리도서관 제주달리도서관
5.9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신인음악회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6.1 제24회 제주앙상블 준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앙상블준

6.1-10.31 숲 속 오두막 작은 음악회 안덕면 서광리 소재 카페소리 카페소리
6.14-24 제주인 페스티벌 제주주요지역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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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2.5 웰컴 투 마이 월드 –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 개러지 스튜디오 (제주시 연삼로 359) 밴드묘한
6.1 제주Beau Piano Duo 제9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Beau Piano Duo
6.1 고결 saxophone Ricital Match for 서귀포예술의전당소극장 고결
6.17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3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6.2 K2 김성면 & 에메랄드 캐슬 TOUR CONCERT 영어교육도시 KIS 대강당 (Gate 2) (주)설문대
6.2 제주색소폰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6.21 예지영의 첼로 이야기 4 ‘브람스의 위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예지영
6.22 제주시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6주년 기념 힐링콘서트 소극장 제주시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6.23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제주 공연 사업 제주 어쿠스틱홈즈 골드트리
6.23 느영나영토일예술학교 공연 김만덕기념관 제주문화원
6.24 김성희 타악기 독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성희
6.24 제3회 표선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표선윈드오케스트라
6.25 아지토스(Agitos)창단 연주회 문예회관 아지토스
6.28 하모니로 하나 되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 전당
6.29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인음악회 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6.3 제13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플르투카론앙상블
6.3 백영미 오카리나 독주회 소극장 백영미
6.5 아름다운 선거문화, 예술공연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6.5 이보미 피아노 리싸이틀 문예회관 이보미
6.7 2018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6.7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함께하는 제주음악제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8 제주4‧3 70주년 기념음반발매 공연‘死.삶 문예회관 소극장 노래세상 원
6.8 클라리넷 정준화 독주회 제주대학로 102 아라뮤즈홀 정준화
6.9 브로콜리너마저 제주콘서트 문예회관 (주)설문대
6.9 2018 팝스콘서트 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7.1 브릴리언트 퓨전 밴드공연 소극장 브릴리언트 퓨전밴드
7.1 월드뮤직 콘서트 바람의 섬 김정문화회관 제주빌레앙상블
7.1 제10회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유스오케스트라&어린이중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유스오케스트라 

7.13-12.9 사우스카니발 정규2집 제작 및 창립10주년 단독공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3길 13지하 사우스카니발 스튜디오 제주문화예술발전회 몬딱도르라
7.21-8.11 2018년도 거리 예술공연 제주 바오젠거리 용머리예술단
7.26-7.28 2018 제주청소년 관악제 문예회관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7-8 제주도 색소폰 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제주도색소폰협회
7.14 이호바당 노을 콘서트 이호테우해수욕장 이호테우축제위원회
7.15 2018년 전통시장및 상점가 문화공연 세화민속오일시장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7.19 남녕고등학교 청송열린음악회 문예회관 남녕고등학교
7.2 <서귀포관악단 11시 금요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관악단
7.2 숨비소리 힐링 콘서트 소극장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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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2018 Singer-Songwriter FESTA 낮과밤 지뮤
7.21 소금인형과 함께 음악에 빠지다 한라수목원, 사라봉산책로, 어영마을 소공원, 세연교 소금인형
7.21 한라윈드앙상블-너븐숭이 애기무덤에 바치는 조가 문예회관 한라윈드앙상블
7.24 제주사랑 2인음악회 sop오능희, M.sop김지선 문예회관 오능희,김지선
7.3 더 보컬리스트 실용음악학원 여름방학 콘서트 소극장 더보컬리스트 실용음악학원
7.3 비올리스트 김경원의 직선과 곡선 문예회관 김경원
7.31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NH 푸른음악회 문예회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7.5 강태영 귀국 비올라 리사이틀 문예회관 강태영
7.7 하이든 챔버 앙상블 초청 해설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하이든챔버앙상블
7.7 제11회 제주피아노학회 콩쿨 소극장 제주피아노학회
7.8 달콤한 작은음악회 소극장 조이투케터
8.11 한여름밤콘서트 서귀포시김정문화회관 제주빌레앙상블
8.11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2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3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4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5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6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16 안미현 피아노 독주회 「제주, 낭만을 그리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안미현
8.16 게우지코지 음악축제 하효마을 게우지코지 게우지코지 인 갤러리
8.18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9주년 기념 닐로·데이브레이크·홍조밴드와 함께 하는 여름밤의 야외콘서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8.18 숲속피아노 발표회 소극장 숲속피아노교습소
8.18 제주 Beau Piano Duo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 3브람스 문예회관 Beau Piano Duo
8.18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롱롱콘서트(감은장아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8.19 20주년 기념음악회 “Flnte Ensemble Festivl” 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8.26 <자체>문예회관 개관30주년 기념 “여민락(與民樂) 콘서트” 문의바람 제주문화예술진흥원
8.26 제주 돌담 이야기 콘서트 Ⅲ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125-6 제주문화기획연구소
8.26 지은혜 바이올린 독주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 지은혜
8.27 바리톤김훈독창회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김훈
8.28 제9회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 정기공연 문예회관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
8.3 Sonus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Sonus 어린이합창단
8.3 경희뮤직스쿨 정기연주회 소극장 경희뮤직스쿨
8.3 꽈뜨로 보체 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 전당
8.3 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 콘서트 '동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프로젝트 동행
8.31 제주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공연 / 김두수 제주 어쿠스틱홈즈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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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피아니스트 김현아 음악일기 시리즈 5 - 내인생의 변주곡 문예회관 김현아
8.4 제1회 제주국제음악 콩쿠르 문예회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8.5 소리샵 실용음악학원 콘서트 소극장 소리샵 실용음악학원

8.1-2 가족 코믹 오페라 "사랑의묘약" 제주아트센터 라루체앙상블
8.19-26 내 삶의 색소폰 탑동시민광장, 바오젠거리 외 (예정)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8.3-4 핫 썸머 밴드 페스티벌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 서귀포 예술의전당
8.3-5 2018 제주 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3-5 2018 제주 관악제 제주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8-16 2018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8-16 2018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도문예회관,천지연폭포 등 제주도내 23개 공연장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9-10 2018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3회 제주국제관악 타악콩쿠르 문예회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9.1 나눌락놀이터 제7회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 나누기> 효사랑요양원 나눌락놀이터
9.1 폴링 인 소울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9.1 “아름다운동행” 제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라이온스합창단
9.11 제주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4.3 평화의 노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솔로이스츠
9.12 제1회 아라하모니합창단 정기공연 문예회관 아라하모니합창단
9.15 꽃다지 콘서트 문화공간 STORY 와완 서귀포 시민 연대
9.16 임경은 콘서트 '숨비소리를 노래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Kyung Eun Lim
9.2 제주필 청소년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필 청소년오케스트라

9.1-2 어린이 뮤지컬<피노키오>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9.6-8 제주이주민합창축제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9.7-15 오페레타<이중섭> 서귀포예술의 전당,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9.21 개교 67주년 및 제29회 五賢人 의날 기념 오현음악제』 문예회관 오현고등학교
9.27 제18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 듀엣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9.29 제주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공연 / 임인건 제주 어쿠스틱홈즈 김우진
9.29 제주어 창작곡 합창곡 제18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제주늘푸른음악회
9.3 나눔 토크콘서트 History Alive 제주순복음복지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천송재단 제주순복음복지관
9.3 시각장애인 꿈을 그리는 소프라노 박주연 독창회 소극장 박주연
9.3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제5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9.5 꿈과 행복나눔 자선음악회-동행... 그 두 번째이야기. 문예회관 선재합창단
9.7 IBK기업은행 참좋은 음악회 문예회관 IBK기업은행
9.8 가족문화예술공동체 나눌락놀이터 제4회 가족음악회 소극장 나눌락놀이터
9.8 제23회 추억의 팝스콘서트 문예회관 한라윈드앙상블
9.9 섬아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섬아이
9.9 “지금 이순간“(Why not! 연·노형)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연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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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김세운 재즈 챔버-새들의 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세운재즈챔버
10.13 제주카멜리아코러스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여자중고동문합창단
10.15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16 문효진의 창작피아노 리싸이틀 [시선] 제주문예회관 문효진
10.2 첼리스트 김지영 리싸이틀 제주아라뮤즈홀 김지영
10.21-11.13 섬마을 공연 여행 우도, 비양도, 마라도 등 제주 부속도서 소재의 초등학교 락카데미
10.26-27 제28회 탐라합창제 문예회관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10.29-30 4인 4색 IN JEJU 예술공간오이 예술공간오이
10.23 한지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지희
10.23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10.24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2018 가을 작은 음악회 소극장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0.24 2018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라로 떠나는 유럽여행”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10.25 제35회 제주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대학교심포니오케스트라
10.27 제주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공연 / 산하 제주 어쿠스틱홈즈 제주 어쿠스틱홈즈
10.28 제8회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10.29 소프라노 유소영의 삶과 노래 문예회관 유소영
10.29 제 6회 가톨릭 합창 페스티벌 제주아트센터 천주교 제주시지구 성가대협의회
10.3 김수연 플루트 독주회 문예회관 김수연
10.3 김혜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 lyrical autumn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혜미
10.31 조성진 모노음악드라마<오리의 꿈:가제>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10.5 PAX TECUM(평화를 빕니다) 제주문예회관대극장 까메라타
10.5 양혜원 피아노 독주회 소극장 양혜원
10.8 제10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장로합창단
10.9 제30회 한림공고 동문의 날 기념, 제12회 제주한수풀관악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한림공고동문회
10.9 벨칸토 클라리넷앙상블 제4회 작은 음악회 소극장 벨칸토 클라리넷앙상블
11.1 거로마을 재즈 음악회 <밧듸글라> 거로마을운동장 문화공간양
11.1 장애인 어울림띠앗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어우림띠앗합창단
11.1 오라통기타 제7회 정기공연 소극장 오라통키타
11.11 제주건반예술학회 영재 콘서트 소극장 제주건반예술학회
11.11 제32회 제주CBS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아가페합창단
11.12 제11회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1.12 제17회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1.13 카노푸스 창작 스튜디오-소극장 오페라[고니의 노래] 소극장 카노푸스
11.13 임성윤 바이올린 독주회 문예회관 임성윤
11.15 오페라팩토리 정기공연 오페라갈라콘서트“피가로의 결혼” 소극장 오페라팩토리
11.15 펠릭스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펠릭스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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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제5회 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11.16 한국피아노학회 제주지부 제 5회 정기연주회 '앙프레시오니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피아노학회제주지부
11.17 제주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공연 / 플랫파이브 제주 어쿠스틱홈즈 제주어쿠스틱홈즈
11.17 제5회 제주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음앙상블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하음앙상블
11.18 스테이플러 국내교류 콘서트 (서울-제주) 제주 (겟 스페이스) 서울 (디딤홀) 스테이플러
11.18 창작음악극 "해녀의 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1.2 제6회 제주국제시니어코랄페스티벌 문예회관 주)중앙아트J&MUSLC
11.2 제7회 금붕사나유타합창단 정기공연(지극한 정성으로) 문예회관 유타합창단
11.2 칼리오페 하얀박꽃 소극장 칼리오페
11.2 현은숙의 건반위 은파 열번째나눔 "감사" -건반위은파 10주년 기념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대극장 현은숙
11.2 현은숙의 건반위 은파 열번째나눔 -감사-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건반위 은파
11.2 트롬보닉 트롬본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트롬보닉
11.21 제주시청 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시청합창단
11.22 칼리시스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칼리시스콰이어
11.24 (자체)2018 힙합페스티발 인 제주 "젊음, 우리의 열정(Youth, Our Passion)" 문예회관 힙합페스티벌
11.25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소극장 제주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11.26 제3회 우누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우누스오케스트라
11.27 천송재단 2주년 기념연주회“제주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 문예회관 천송재단
11.27 제2회 제주혼듸손심엉 합창단 정기공연 소극장 제주혼듸손심엉합창단
11.27 앙상블 나인 제 3 회 정기 연주회 <Serenade-달콤한 저녁>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앙상블나인
11.29 제주중앙고등학교 중앙음악제 문예회관 제주중앙고등학교
11.3 신성동문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신성동문합창단
11.3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제주아트센터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1.3 제13회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제주대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11.4 사랑.그리움 우리부모님 합창공연 문예회관 우리부모님합창단
11.6 2018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 제주 학생문화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1.6 제5회 라파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라파플루트
11.6 카노푸스 창작 스튜디오-소극장 오페라(고니의 노래) 소극장 카노푸스
11.7 클라리넷앙상블 클라미띠에 제1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클라리넷앙상블 클라미띠에
11.8 소프라노 강정아 귀국 독창회 아라뮤즈홀 강정아
11.9 가을 그리고 사랑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11.9 제주피아노학회 제20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1.30-12.1 순수창작음악 소금인형 콘서트 W스테이지, 서귀포관광극장 문화추물락
12.1 헤비언 제3회 정기공연 소극장 헤비언
12.1 2018KCTV 합창 페스티벌 문예회관 KCTV
12.1 제 17회 제주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아라뮤즈홀 제주칸투스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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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1회 제주창작음악회 [해녀 : 이어도사나 콘체르토] 제주아트센터 채널4.3
12.11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 3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유스오케스트라
12.11 송년음악회 소극장 제주성악동호회
12.11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12.12 오승명 타악기 독주회 문예회관 오송명
12.12 김진 피아노독주회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김진
12.13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2.14 트리오보롬 초청 김창열미술관 크리스마스 송년음악회 김창열미술관 김창열미술관
12.15 제주 어쿠스틱홈즈 더뮤지션 공연 / 장필순 제주 어쿠스틱홈즈 김우진
12.16 성한소리 음악학원 제13주년 음악회 소극장 성한소리음악학원
12.16 피아노 박수진 & 첼로 이현지 듀오 리사이틀 금호아트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3층) 이현지
12.17 이동용 피아노 독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이동용
12.18 부제: 메조소프라노 남명숙의 감사음악회 , 주제: 시간에 기대어....with friends 문예회관 남명숙
12.18 시간에 기대어 with Friends 문예회관 국제문화공연교류회
12.19 윤태형 클라리넷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윤태형
12.2 <자체>기획공연 7080콘서트 <응답하라 7080> 문예회관 제주문화진흥원
12.2 제4회 화북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화북윈드오케스트라
12.2 도립제주예술단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제주아트센터 도립예술단
12.21 2018 김만덕 나눔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2.21 제71회 정기연주회 “싼타클로스와 함께 문예회관 한라윈드앙상블
12.21 제주 프라임 콘서트 시리즈 Ⅰ - The Creation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예정)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22 2018 크리스마스 파티 <원도심이 와랑와랑> 제주 칠성로 야외특설무대(구 코리아극장 앞) 김유한
12.22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제2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함덕고등학교
12.22 눈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소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23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 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KBS제주
12.26 바람의 노래 소극장 제주글로벌센터
12.27 강한나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강한나
12.28 “소랑”Ensemble YsoMusic의 제주이야기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12.28 제주음악인의 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사)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12.29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12.3 뮤지컬 퀸 최정원 콘서트 한라아트홀 제주멍키
12.3 제주프라임콘서트Ⅰ-The Creation(기획연주시리트3) 제주대학교아라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3 제1회 비엔나음악교습소 정기연주회 소극장 비엔나음악교습소
12.8 소리바라기의 정기공연 소극장 소리바라기
12.9 주니어합창단 창단 연주회 소극장 주니어합창단
12.9 EPAR 초청 Trio Nang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EPAR
12.9 2018 제주창작합창페스티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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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1 2018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미예랑소극장 미예랑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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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2018년 활동 편람

기간 행사명 주최 및 주관 장소
11.3-10 2018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11.29-12.1 2018 제주국제건축포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한라컨벤션센터
11.5-9 제주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회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 제주도청 로비
11.7 공존을 위한 근현대건축물의 재해석- 건축세미나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 근로자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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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2018년 월별 활동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2 3 2 4 3 3 3 0 0 1 3 3 27

2018  장르별 활동 현황

구분 마당극 뮤지컬 아동 연극 계
건 1 1 4 21 27

2018년 활동 편람

기간 장르 공연명 주최주관 장소
6.12 아동극 제주신화전설 인형극 공연 '김녕사굴 이야기'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 제주문화원

1.6-14 연극 좀녜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1.30 연극 윤동주 달을 쏘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서귀포예술의 전당 대극장

2.7-14 아동극 두근두근시어터 개관기념공연<보석같은 이야기> 두근두근시어터 어린이전용소극장 두근두근시어터(재밋섬건물 1층>
2.19-24 아동극 제주두근두근시어터 개관기념<망태할아버지가 온다> 두근두근시어터 어린이전용소극장 두근두근시어터(재밋섬건물 1층>

2.24 뮤지컬 1946화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3.10-4.29 연극 바보히어로 극단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소극장

3.24 퍼포먼스 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점프>-토요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4.1-12.31 연극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제주이야기로 만드는 예술의 섬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21 연극 퍼포먼스단 몸짓 10주년 창작 레퍼토리 공연 퍼포먼스단 몸짓 미예랑소극장
4.21-2904-21 연극 연극<하숙집 도난사건> 퍼포먼스 몸짓 미예랑소극장
4.22-11.30 연극 우수 창작극 3편 공연 극단 파노가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한라아트센터, 김정문화회관
4.28-29 아동극 해녀의 집 극단 제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5.12-5.26 연극 환경살리기 동화<간 없는 토끼> 퍼포먼스단 몸짓 미예랑 소극장
5.12-13 연극 연극 조선간장 전라북도 극단 '둥지' 예술공간 오이 소극장
5.19-20 마임1인극 꿈을 찾아 떠나는 마임여행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6.2-3 연극 모노드라마 자청비 한은주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 외

6.11-6.12 연극 극단 이어도 제주이야기 창작극 공연 "귀양풀이" 극단 이어도 제주아트센터
6.30-7.1 연극 연극<그게 뭐라고> 퍼포먼스단 몸짓 미예랑소극장
7.1-12.31 연극 바람소풍<기억, 그리고 편지> 상상놀이터 거인의 정원, (돌문화 공원, 돌하르방 공원, 혼인지 등)
7.21-29 연극 지지고 볶고 퍼포먼스단 몸짓 미예랑소극장
10.20-12.2 연극 신생공연예술단체 및 공간지원(단체) 문화놀이터 도채비 동광로 12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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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연극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제주어 연극 공무원 연금 공단, 서귀포시 제주어보전회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 대강당
11.24 연극 제27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아트홀 외
11.30 연극 풀빵괴담 제주 극단 파노가리 문예회관 소극장

12.2-5 연극 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 - 창작모노드라마 "인생의 주연배우" 고가영 한라아트홀소극장 외 문예회관 소극장
12.24-25 연극 도덕적 공연 제주대 극예술연구회 미예랑소극장

12.18 마당극 조천중학원 놀이패 한라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 30 -

전통예술

2018년 월별 공연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0 1 3 1 1 1 3 2 4 4 0 7 27

2018년 분야별 공연 현황

구분 연극 음악 의례 종합 계
건 3 13 3 11 30

2018년 지역별 공연현황

구분 제주 서귀포 계
건 22 8 30

2018년 공연현황

2.1 제2회 우리소리 어울령 정기공연 소극장 우리소리어울령
2.28 송당 본향당 신과세제 송당 본향단 일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3.2 제 15회 서홍동 정월대보름 축제 서홍동 관내 소공원 서홍동 마을회
3.3 봄바람 국악향연 "가락맞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
3.7 허튼굿 <나눔이야기-봄바라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3.16 제주 영등/바람축제 제주 일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3.10-6.23 토요박물관 산책-전통창극과 플라멩고의 만남-춘향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3.23-25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제주 순회 공연 4.3평화기념관,한라도서관,기적의도서관등 관현맹인전통예술단

4.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국악공연 동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23 소리밧 그릅써 문예회관 (사)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도지부
6.9 제18회 탐라국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사)한국국악협회서귀포시지부
7.14 2018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새로운 시작의 흥과 기운 - 우리비나리' 김정문화회관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7.15 2018년 전통시장및 상점가 문화공연 세화민속오일시장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7.29-12.15 제주 본풀이 소리를 주제로 한 음악이야기_꿈꾸는 섬 : 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공연장 사단법인 국악연희단하나아트
8.11 제주목관아작은 음악회 '배비장전' 제주목관아 제주문화원
8.18 2018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주얼음악극-달의노래' 서귀포시김정문화회관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9.15 '이어도 사나' 해녀의 바다를 듣다 세화해수욕장 유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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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국악실내악과 함께하는 해녀들의 숨비소리 탑동해변공연장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9.29 가야금앙상블사려니 공간힐링콘서트 카페 델문도 1F 김다은
9.9 소리극 탐라의해녀 탑동해변공연장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0.13 탐라의 삶 춘하추동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26 2018 가을공감 퓨전국악콘서트 '만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여장 사단법인너나들이
10.6 전통음악연구소'연음' 제1회 정기연주회 소극장 전통음악연구소
12.1 (전통융복합공연) 탐라순력도: 다채로운 꿈 김정문화회관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12.14 如如(여여)- 윤지원의 첫번째 가야금 병창 이야기 '심청' 제주 돌문화 공원 윤지원
12.2 2018 창작탈굿 '同神同樂'(동신동락) 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두루나눔
12.21 The 퐁랑 첫 번째 창단 정기연주회 소극장 퐁랑
12.27 제주 꿈의 국악단의 소풍 소극장 월드퓨전시나위
12.8 가족소리판굿 ‘동글동글 마마구슬 대별상과 삼승할망’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소극장 (예정) 민요패 소리왓

12.14-15 음악으로 만나는 제주굿 이야기 「꿈꾸는섬 : 제주 
本」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 32 -

무용

2018년 월별 공연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0 1 1 2 2 1 2 3 1 1 0 1 15

2018년 분야별 공연 현황

구분 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계
건 1 7 4 3 15

2018년 지역별 공연현황

구분 제주 서귀포 도외 계
건 10 4 1 15

기간 공연명 주최주관 장소
4.19 제주도립무용단 창작극 <자청비>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18 제1회 너랑같이 춤추젠 어스텐션크루, 발렌타인크루 문예회관 대극장

3.29-30 4.3희생자와 생존자 위로 특별춤곡<지달립서> 제주도립무용단 문예회관 대극장
4.1-9.30 거리예술활성화 지원 다온무용단 서귀포일원
5.2-3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 한국국토정보공사,국립발레단 제주문예회관, 서귀포 예술의전당

5.26-10.9 거리예술활성화사업 제주오름무용단 연동 재원거리(옛 바오젠거리)무대
6.7 증발 서귀포예술의 전당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

7.2-10.14 창작 발레 "제주 해녀의 꿈" 제주시티발레단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7.14 그녀와 나 강다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4 춤추는 섬 Dancing Island 바리나모 성산읍 삼달리 1375 스튜디오 무밭
8.18 제19회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탑동공연장
8.27 플라멩코 공연 제주신라호텔 제주 신라 호텔
9.21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Behind the greed' 이미광 문예회관 소극장
10.20 문화유산을 춤추다 최길복 탑동공연장 
12.23 설문대 메시지 제주시티발레단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 군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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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및 축제

2018년 월별 문화행사 및 축제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0 2 3 6 8 0 8 6 5 14 8 1 61

2018년 지역별 문화행사 및 축제 현황

구분 제주 서귀포 도외 계
건 51 10 0 61

2018년 문화행사 및 축제 편람

기간 행사 축제명 주최주관 장소
2.2-4 2018무술년 탐라국입춘굿 제주민예총 제주목관아, 제주시청, 원도심일원
3.7 한라도서관 개관10주년도서관콘서트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3.8 우당도서관 북콘서트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5.1 2018 어린이 행복축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

5.4-10 제주예술문화축전 제주예총제주도연합회 산지천광장, 문예회관 1전시실
5.5 해피 아이사랑 대축제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애향운동장
5.5 렛츠런파크 제주 어린이날 축제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
5.13 2018 가족문화축제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탑동해변공연장

6.14-24 제주인 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제주주요지역
6.18 제11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제주주요지역

2.19-22 제주국제합창축제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니움 조직위원회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3.1-4  제주들불축제 제주시 새별오름
4.7-15 제36회 제주유채꽃축제 제주유채꽃축제조직위 표선면 가시리조랑말체험공원 일원

4.14-5.14 제10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 　가파도청보리축제조직위 가파도
4.17 제17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축제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서귀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4.21-22 2018 지구환경축제 제주시주체,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주관 제주시민 복지타운, 제주월드컵경기장
4.27-5.20 한국, 태국 예술교류축제<2018 치앙마이가제주에 옵니다> 움직이는 팀 문화복합공간 플레이스 캠프

4.28 원도심 활성화'하하 페스티벌' 일도1동 축제위원회, 일도1동주민센터 원도심일대
5.2 정방동 새싹축제 서귀포초등학교, 학부모회, 서귀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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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동주민자치회, 송산동정착주민협의회
5.4 성산가족 책축제 성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5.5 신화키즈 카니발 제주신화월드 제주신화월드
5.5 2018 제주도립미술관 어린이 미술 체험 축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일대
5.10 2018제주푸드앤 와인 페스티벌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등
5.19 제4회보름왓 메밀밭 축제 보롬왓 보롬왓
5.19 제3회 제주항공우주과학축제 JDC제주항공우주발물관 제주항공우주발물관 일대

5.25-6.30 제주헌책페어 제주헌책페어위원회 탐나라공화국(한림읍 한창로 897)
7.13 제주물불축제 제주물불축제추진위원회 제주조각공원 내 포레스트 판타지아

7.13-10.21 제주 라프(조명축제) 제주광광공사, 제주 라프 조천읍 선교 일대
7.13-15 해바라기축제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

7.21 제11회 한여름밤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서홍동청소년지도협의회 솜반천 일대
7.27-28 제17회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위원회 삼양검은모래해변
7.1-27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7.28-8.1 제주서예문화축제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문예회관
7.28-29 제11회 금능원담축제 금능리 한림원 금능리 금능원담
8.4-5 제 5회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영천동 축제위원회 돈내코
8.4-5 2018 표선해변 하얀모래 축제 표선리마을회 표선해수욕장

8.10-12 제18회 도두오래물축제 도두오래물축제위원회 오래물광장 및 도두항 일원
8.17-18 제5회 서귀포 자구리 축제 송산서귀마을회 송산동 자구리 공원
8.25-26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효돈동주민센터 쇠소깍 일대
8.31-9.1 2018 음식영화축제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9.7-9 제 10회 산지천 축제 산지천축제위원회 탐라문화광장

9.15-16 제 4회 제주밭담축제 제주도, 제주농어업유산위원회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9.21 제 11회 제주해녀축제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해녀박물관
9.29 제 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신산공원광장
9.29 제 3회 제주 의귀 말축제 의귀마을축제위원회 남원읍 의귀리

10.3-7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여성영화제조직위원회 메가박스제주점
10.10 제 57회 탐라문화제 　제주예총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10.13-14 제주폐교문화공간축제 　자연사랑 가시리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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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4 제 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주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 성읍민속마을
10.13-14 학생문화축제, 제주어 축제,탐라문화가장축제 　제주교육청 남물로 사거리~탐동사거리 일대
10.13-14 제 27회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덕수리 마을회 덕수리 민속공연장
10.13-14 2018 봉개오름축제 봉개동축제추진위 4.3평화공원 인근
10.19-20 고마로 말문화 축제 고마로 마문화축제위원회 일도2동 주민센터 일대
10.19-21 제 24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조직위 자구리공원 일대
10.20-21 제 12회 제주책축제 제주도교육청공공도서관협의회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지역 행사장

10.20 2018 제주 승마축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10.20-21 제 25회 제주성읍마을 전통 민속 재연축제 성읍민속마을회 성읍민속 마을 남문광장
10.20-21 2018 중문칠선녀축제 중문동주민센터와 칠선녀축제위원회 중문천제연폭포 알댜

10.21 제 6회 독서문화축제 새마을문고 안덕면 분회 안덕 생활체육관
11.3-10 2018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11.6 2018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 학생문화원
11.6-11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프랑스영화제조직위원회 CGV 제주노형
11.9-11 제 1회 제주신화등축제 예래생태문화마을위원회 서귀포 예래동
11.10 애니아일랜드 페스티벌 제주 영상, 문화 산업진흥원 서귀포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센터
11.11 제 9회 지역주민과 어우렁 더우렁 다문화축제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구좌 체육회

11.24-12.15 제주영화제 제주영화제조직위원회 노형CGV 등
11.30 제 6회 북촌 제주 신화 뮤지컬 축제 　 북촌초등학교 강단
12.30 2018 성산일출축제 성산일출축제위원회 성산일출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