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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9~01.08 돌·흙·나무·쇠·물 전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공원

'10.10.05~01.09 골라 골라 붙이는 콜라쥬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0.06~01.31 제15회 특별전 '제주인의 전통 식생활'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10.10.16~02.06 풍경의 재구성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2.06~02.28 한국 구상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기당미술관
정용성·이장복·장완·

박기태·강동언·박순철

'10.12.17~01.26 갤러리노리 개관전 'Moment'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10.12.27~01.04 오승용 첫번째 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오승용

~01.14 백광익 스물세번째 개인전 현인갤러리 백광익

01.01~01.05 그림사랑 한풀아름 동문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01.01~01.31
변시지 화백 '폭풍, 갈 수 없는 곳, 

나를 따르지 마라' 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방송총국

01.02~03.02
이중섭미술관 토끼띠 기획전 

'달나라에서 누가 왔을까'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1.03~03.01
55인 작가 자선 전시 

'토끼세상의 자원봉사자들'전
갤러리미래 갤러리미래

01.04~01.09 제10회 이삭 Fine Art 2011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삭회

01.03~01.09 이은경 개인전 연갤러리 이은경

01.06~01.11
조영자 여섯번째 개인전 

'세계가 제주를 LOVE하다'
문예회관 조영자

01.07~01.21
제2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회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시·이중섭
미술관운영위원회 

01.07~02.08 퉤꼐'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1.08~02.08 '제주, 아름다운 본질' 전 현대미술관 오기영·고보형·유종욱

01.10~01.16 이미성 첫번째 개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미성

01.11~01.28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입주작가 

작품전
가시리디자인카페

가시리신문화공간
조성사업추진위원회

01.12~01.18 황재만 조각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1.15
중앙여고 제4회 동창회전시회 

'살림전1'전
제주한라대학 

아트홀
중앙여고 제4회 

동창회

01.15~01.31 담정 장응호 '솔바람 향기'전 현인갤러리 장응호

01.19~02.06 김길상 초대전 '동심'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1.21~01.30
오진숙-이수경 기획초대전 

‘두 개의 섬'전
아트스페이스C 아트스페이스C

01.22~
갤러리JIN 기획전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 작가전'
갤러리JIN 갤러리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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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01.28 홍승현·고난영 2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홍승현·고난영

01.24 소소 아트마켓 인티마스튜디오 인티마스튜디오

01.27~02.01 강세움 첫번째 개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강세움

01.27~02.01 목판화가 서인희 두번째 개인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서인희

02.02~02.12 제9회 手크래프트 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手크래프트회

02.02~03.30 2011 소장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2.05~02.10
현대여성미술협회제주도지부 

제2회 회원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도지부

02.06~12.12 한훈·박도미나·문규경·김한수 4인전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한훈·박도미나·
문규경·김한수

02.12~04.12 권기윤작가 초대 '山절로 水절로'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2.11~02.16 손끝퀼트 회원전 성안미술관 손끝퀼트동호회

02.11~03.13 에디션 전 갤러리 노리 이명복

02.11~11.11
변시지 화백 '폭풍, 갈 수 없는 곳, 

나를 따르지 마라' 전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KBS방송총국

02.18~02.22 지원문인화회 3번째 회원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지원문인화회

02.18~02.24 기억의 습작 Ⅱ 문화공간 제주아트 토우회

02.19~05.08 몰입 'Finding Flow' 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2.18~02.24 이수회 한국화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수회

02.22~02.28
제1회 연갤러리 선정작가 

김민재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2.23~04.27
봄날의 동화전 

'Fairy Tales in the Spring Days'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2.28~03.11 제72회  이상회전 현인갤러리 이상회

03.01~03.08 제3회 소장작품전 문예회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

법무부제주소년원

03.03~03.24 강명순 열세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강명순

03.05~05.31
소장품전 

'세대 건너뛰기, 1950~2010'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3.05~03.11 제2회 먹그림전 제주학생문화원 ㈔로천예악진흥협회

03.06~05.01 고요
하우스갤러리 

'슬로우리'
양미경

03.15~03.20 제10회 원미전 문예회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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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03.30 서양화가 7인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3.18~03.27 김동필 제주 전통목기구 전시회 제주웰컴센터 김동필

03.19~04.09 풍경-추상' 전 갤러리 노리 베르너 삿세(Werner Sasse)

03.21~03.26 소장작품 판화,시화 전시회 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3.21~03.26 조이영 개인전 문예회관 조이영

03.25~03.31 제2회 먹그림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로천예악진흥협회

03.25~04.03 이승수 개인전 '제주이야기-돌' 연갤러리 이승수

04.01~04.07 장은지 작품전 현인갤러리 장은지

04.04~04.10 연갤러리 소장전 '봄에 이끌림, 풍경 그리고…' 연갤러리 김광남·최용덕·소순희

04.05~05.22 금속공예에 깃든 고려인의 삶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4.06~04.09 미술동인 '집' 열번째 정기전 문예회관 미술동인집

04.08~04.26
선우경애․배주형․홍향미․현혜정․양창부

초청 기획초대전'예술인의눈(eye)'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13~05.15 두리안 파이 공장-오픈 스튜디오'전 갤러리 곳간·쉼 김지혜

04.13~04.18 제주 풍경전 문예회관 김남일

04.15~04.30 동백꽃에 길을 묻다 전 현인갤러리 강종열

04.16~05.01 특별초대전 강부언 개인전 성안미술관 성안미술관

04.16~04.17  '시간 수집' 프로젝트 제주현대미술관 변금윤

04.19~04.24 제9회 섬·여백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섬·여백 동인

04.20~04.24  '현정이의 특별한 일상' 전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04.21~04.30 행복한 소품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4.23~06.14 황홀한 열정-라틴미술로의 향연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4.30~05.04
제70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문예회관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4.30~05.29 체코 삽화작가 초대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30~05.30 기획전 '말馬'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4.30~06.26 호암양창보유작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5.01~05.07 제14회 형전(刑展) '섬의 숨결 그리고 사람들' 연갤러리 ․ 마라도 형전회

05.02~05.05 대한서화예술협회·제주지회 연합전 신산갤러리 대한서화예술협회·제주지회

05.02~05.15 들꽃 전 현인갤러리 정차석

05.05~05.09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교수작품전 

2011 백록담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05.05~05.11 말총공예 중요무형문화재 갓일·망건장 특별전 삼성혈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3인

05.08~05.17 제5회 한용민 도예전 연갤러리 연갤러리·한용민도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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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05.17 제주 감물과 천연염색과의 만남 성안미술관 고미경

05.10~05.14 2011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도예가회

05.10~05.14 제39회 제대미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05.11~05.17 현정이의 특별한 일상 展 갤러리하루 갤러리하루

05.15~05.20  '구상전' 초대전 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구상전

05.18~05.31 갤러리에서 만난 작품전 story 연갤러리 제주청년작가

05.20~05.26 ㈔삼무서회 아홉번째 회원전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삼무서회

05.20~06.30 추상화가 강명희 개인전 약천사 대웅전 등 3곳 강명희

05.20~08.10  '신비한 귤빛 유혹' 도자기 특별전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현미정

05.20~08.21 ‘공존 그리고 상생'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5.21
평화의 징검다리

- 5월 평화와 예술의 씨앗 나누기
알뜨르 비행장 
해안도로 일대

㈔제주문화포럼․ 
㈔제주국제협의회

05.21~05.26 2011 제15회 제주디자인협회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디자인협회

05.21~05.28
봅데강 감물염색 

한·일 디자인 교류전
세심재갤러리 봅데강

05.23~06.03 초보 드로잉 수강생들의 당찬 외침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5.24~06.11 김영일 기획초대전 '자연을 훔치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5.24~06.14 세 작가 전시회 갤러리 곳간·쉼 갤러리 곳간·쉼

05.26~05.30 2011 제주학생종합예술제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교육청

05.27~05.31 한중문인화 교류전 문예회관
㈔한국문인화협회·㈔한
국문인화협회제주지회

05.27~06.02 이두원 개인전 '두원산수 展'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두원

06.01~06.10 작가와의 예술여행 연갤러리 연갤러리

06.01~07.31 부상철 작가 초청전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06.03~09.04 ‘움직이는 미술 - 키네틱 아트'전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6.04~06.08 탐라순력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국립제주박물관·
창작공동체우리

06.04~06.10 허인순 첫 도예전 '쉰 여섯에 꾸는 꿈' 세심재갤러리 허인순

06.09~08.24 기획전 '자연이 준 선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06.11~06.16 화락(和樂)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오창림·양원석

06.11~06.17 강순선 제1회 개인전 갤러리 트멍 강순선

06.11~06.18 김보라 두번째 개인전 'Glass & Art' 연갤러리 김보라

06.13~08.21  '용천동굴의 신비' 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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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06.19 2011 제주수채화협회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06.15~07.12 중남미·스페인 작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6.16~06.22 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위한 기금전 아트스페이스C 아트스페이스C

06.17~06.30 정우범 기획 초대전 '자연과의 대화' 현인갤러리 정우범

06.18~06.26 이와사키 치히로전 제주현대미술관

재제주일본국총영사
관·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제주현대미
술관·치히로 아트 뮤지엄

06.20~06.30
제2회 연갤러리선정 청년작가 
현덕식기획전 '현덕식-삐뚤이'

연갤러리 연갤러리

06.20~'12.01.
31

특별기획전 
'용눈이오름, 바람에 실려 보낸 이야기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갤러리

06.28~11.11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방정 한건동 화백 '제주묵란전'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한건동

06.29~07.03 하수정 첫번째 도예전 테라갤러리 하수정

06.30~07.03 2011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문예회관 제주섬유예술가회

07.01~07.07 제12회 주전자전-제주도의 푸른밤 연갤러리 주전자회

07.01~07.15 박용인 화백 기획초대전 '작은 그림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7.04~07.08 박물관과 함께하는 탐라순력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창작공동체 우리

07.04~07.08 박동규·주상림 한중서화 양인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KCTV 제주방송

07.06~07.31
안흥찬 화백 초대전 
'한라산 품에 안기어'

어리목 탐방안내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7.07~09.13 제주작가초청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08~07.21 청조미술가회 초대전 연갤러리 청조미술가회

07.09~07.17 백유일 '브로큰 윈도우'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백유일

07.09~07.14 제6회 제주문인화연구회전 '수묵의 향기가 머물다'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07.13~07.19 제7회 ‘서귀포 미술 나들이 가다’ 전 가마초등학교 ㈔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07.15~07.20 제18회 제주청년작가전 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7.15~09.30 화산섬 제주의 삶, 풍경展 다희연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07.18~08.16 우리한지&가시리 벽화작업 프로젝트 가시리창작지원센터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예술인회

07.15~08.03 김현철 초대전 '섬김'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7.16~07.21 김애란 첫번째 개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애란

07.20~07.29 제주국제예술센터초대전-임승택문화상품전 제주국제예술센터 임승택

07.21~07.26 공간 이상의 공간-탐라의 선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최형양

07.21~07.27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방정한건동화백 '제주묵란전'

제주대학교병원 
1층 로비

제주대학교병원

07.22~07.26 한우리회 21회 정기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우리회



편람 ‧ 미술_176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22~08.12 연갤러리 상설전 Blue-푸른시선 연갤러리 연갤러리

07.23~08.31
제주조각가협회 

창립 22주년 야외조각전
일출랜드 제주조각가협회

07.29~10.21 기획초청전 '강요배 풍화전'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공원

07.30~09.26 박충흠 작가 초대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8.01~08.10  '선과 색' 초청기획전 현인갤러리 선과색

08.01~09.04 이색 전시 '유리의 꿈' 제주유리박물관 제주유리박물관

08.02~08.11 모다드렁 오물락 조물락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08.06~08.10 제2회 제주·해남성 미술교류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
도지회, 중국해남성미술가협회

08.06~09.05 찰스장-캐릭터홀릭 展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8.10~08.19
1990년대 일본회화전

(Painting for Joy)
제주학생문화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08.11~09.14 꽃·여인·누드 모음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8.15~08.18 제53회 황토회 회원전 연갤러리 연갤러리·황토회

08.15~08.19 강미경·박보경 2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강미경·박보경

08.17~09.30  'VIVA! 비바리힐즈 2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19~08.24 제주·전라북도 조각가협회 교류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조각가협회 ․  

전라북도조각가협회

08.24~09.30 양근석 초대전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08.25~08.30
제2회 연갤러리 선정작가 
조기섭 첫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조기섭

08.27~11.27 창조와 패러디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08.29~09.03 제37회 제주미술대전 신산갤러리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30~08.31 제2회 모래조각페스티벌 중문색달해변 제주조각가협회

09.01~09.07 해피타임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02~12.11 제주해녀와 풍경 장리석기념관 제주도립미술관

09.03~10.04 60주년 특별기획전 '이중섭의 서귀포 시대'
이중섭미술관 
상설전시관

이중섭미술관

09.03~10.11
고은경 네번째 전시회 

'도화지에 집 짓는 여자'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09.04~09.29 말총공예 특별전 제주민속촌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3인

09.09~09.16 꿈꾸는 아이들의 섬나라 탐험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09~11.20 재활용미술-정크아트JunkArt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09.15~09.27 라석 현민식 시서화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9.15~10.15 김금남 화백 초대전 '올레길 따라 제주자연전' 돌담에 꽃 머무는 집 돌담에 꽃 머무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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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09.23 한용국 열두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한용국

09.17~10.17 이광진 세번째 개인전 '폼 앤 폼(Form & Foam)‘ 갤러리노리 이광진

09.17~11.20  '탐라에서 선계(仙界)를 찾다' 최형양 展 감귤박물관 최형양

09.18~09.22 제13회 일구구오 '부엌 展'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일구구오

09.18~10.26 개국61주년기념 양인옥 화백전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KBS 제주방송총국

09.23~09.27 제주의 표정 13번째 회원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 예술학부

09.23~09.28 서귀포소묵회 55회 정기전 소암기념관 서귀포소묵회

09.24~09.30 박항환 열일곱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박항환

09.25~10.03 한국국제미술가협회 초청전 '한라의 꿈'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09.28~10.02
제21회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09.28~10.04
서양화가 8인 초대전 

'에고트립-나를 찾는 여행'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01~10.07 제주경실련 20주년 특별기획 채기선 개인전 연갤러리 제주경실련

10.01~10.07  '못난이돌과 나무꾼' 김청길 기획초대전 세심재갤러리
세심재갤러리·

제주옹기마을㈔

10.01~10.16 ‘어울림-흙나무 그리고 름구덕' 전시회 갤러리 곳간·쉼 현미정·오성자·라비

10.01~10.24
박형근 사진전 

'기억의 항해-Voyage of memories'
제주현대미술관 박형근

10.02~11.02 문화의달특별전'우리문화고찰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03~10.08 박선희 네번째 도예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박선희

10.04~10.08 제주한국화협회 창립20주년기념 '새로운 바람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한국화협회

10.05~10.20 신현국·이상옥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신현국·이상옥

10.06~10.16
개관10주년 세번째 기획특별전 

'염원의 실현, 상형토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07~10.11
제50회 탐라문화제기념 

'일석이조(一石二鳥)' 기획전시회
탑동 해변공연장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08~10.14 특별기획전 '예술장터-행복한 프리마켓' 연갤러리 연갤러리

10.09, 10.23 이야기가 있는 스케치 여행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2~10.29 김필경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필경

10.12~11.21 기획특별전 '제주 올레'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14~10.19 3인 3색 展 문예회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10.15~10.21 이상열 네번째 개인전 '자연에게 길을 묻다' 연갤러리 이상열

10.17~10.23 2011 제주국제현대미술제 신산·무릉갤러리 ㈔제주국제예술센터

10.20~10.25 고민철 두번째 개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고민철

10.20~10.24
제36회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미술전공 

졸업작품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학부



편람 ‧ 미술_178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21~11.05 임현자 열세번째 개인전 '탐라의 향훈전' 현인갤러리 임현자

10.22~10.28 귤사랑 전(展) 열공갤러리 고재만

10.22~11.21 오숙진展 'nomade(노마드)’ 갤러리 노리 오숙진

10.23~10.28
제9회 초우회 정기전 
'교실 밖의 그림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초등교원미술인협의회

10.24~10.30 유창훈 두번째 개인전 '律' 연갤러리 유창훈

10.26~10.30 이미선 다섯번째 개인전 '丹'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미선

10.29~12.13 문행섭·김원구 展 '유배길, 그 길에 서다' 제주현대미술관 문행섭·김원구

10.29~ 재불작가 방혜자 '빛에서 빛으로'전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0.30~11.04 조영희·강봉옥 2인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조영희·강봉옥

10.31~11.05 제7회 강민석 개인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강민석

11.01~11.04
제21회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11.01~11.07 그룹 '림(林)' 창립전시회 연갤러리 그룹 '림'

11.02~11.06 자활희망대학 전시회 '희망의 씨앗, 싹을 트다' 갤러리하루 문화도시공동체쿠키·홍진숙

11.02~11.11 공예공방 창작작품 전시회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서귀포시

11.04~11.06 제13회 졸업전시회
한라아트홀 
지하전시실

제주한라대학  
시각디자인과

11.04~11.10 제7회 신화전 '깊고 깊은 視線'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문화포럼 

11.05~11.08 홍다슬 세번째 개인전 'beyond the space' 문예회관 제2전시실 홍다슬

11.05~11.08 탐라의 고운 빛깔 展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전통천연염색
색채예술연구회

11.05~12'02.
19

같은시선·다른느낌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11.06~11.11 부상철전 '갯것이 보롬(바람)' 문예회관 제2전시실 부상철

11.06~12.07 제주의 빛 - 그리고 숨소리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08~11.14 박금옥 네번째 개인전 '문' 연갤러리 박금옥

11.08~12.25  '옛 제주의 마을과 길' 기획특별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1.11~11.15 제8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시각디자인협회

11.11~11.16 제2회 박지혜 섬유전 '제주의 햇살…, 바람' 문예회관 제2전시실 박지혜

11.11~12.10 개관 40주년 기념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12~11.17 차와 그릇 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서귀포도자기동아리  
'흙오름'

11.12~11.18 홍진숙·유종욱·고경화 개인전 기당미술관 홍진숙·유종욱·고경화

11.12~11.24
2011 수강생 및 동아리발표회
'세상을 향해 네 꿈을 펼쳐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13~11.19 박병욱·양수열 2인전 세심재갤러리 박병욱·양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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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21 아름다운 식탁을 위한 손그림 도자기전 연갤러리 황문희

11.17~11.21 제12회 제주의 표정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의 표정회

11.17~11.22 제3회 개인전 '三多' 문예회관 제2전시실 장여진

11.19~11.24 제3회 예뜨루 정기전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예뜨루

11.22~11.26 제13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옹기문화연구회

11.22~11.28 문창배 개인전 '삶, 사물과 교감하다' 연갤러리 문창배

11.23~12.22
강행복·고보형·김상현·손일삼·

장영준·조의환·최영돈 전
갤러리 라온 갤러리 라온

11.25~11.30 한국농작가 8인 초대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농아복지관

11.25~11.30 마주보기 동화그림회 창립 전시회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6~12.09 구럼비가 운다 전 아트스페이스C 탐라미술인협회

11.26~02.26
정헌조·이영준·라기환 3인전 
'숨, 쉼 Breast and Rest'

갤러리 카멜리아 제주 카멜리아 힐

11.23~11.30 제2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11.30~12.05 안소희 개인전 '낯설거나 혹은 낯익거나'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안소희

12.01~12.07
제2회 연갤러리 선정작가 

김지영 첫 번째 개인전 '꿈꾸는놀이터'
연갤러리 김지영

12.02~12.05
제20회 제주미술제기념 

제주청소년 미술제
신산갤러리 
특설전시장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2~12.06 이창현 작품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이창현

12.02~12.07
제20회 제주미술제 
'20+새로운 시선' 전

문예회관 제주미술제운영위원회

12.03~12.10 2011 제주공예·기념품 전시회 제주티파크 제주도관광공예조합

12.03~12.18 2011 어린이미술학교 수상작 전시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12.07~12.11 김연숙 개인전 '거문오름 가는길' 문예회관 김연숙

12.08~12.14 그룹 '연' 열번째 회원전 연갤러리 그룹 연

12.08~12.13 2011 여백회 제27회 정기전 '제주 바람 담아서' 문예회관 제1전시실 여백회

12.09~12.12 제주馬미술연구소 전시회
노형 롯데마트 

지하1층
제주馬미술연구소

12.09~12.15 제3회 먹그림전 전시회 이중섭창작스튜디오 ㈔로천예악진흥협회

12.13~12.18 김기표 첫번째 개인전 '풍경의 습작' 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기표

12.13~'12.02.16
여성작가전 '평면에서 설치까지, 

여성미술의 힘'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제주도립미술관

12.14~12.17 2011 제주옹기굴제
대정읍 신평기 
72번지 작업장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12.14~'12.01.01 지영 개인전 갤러리하루 지영

12.15~12.23 채기선 다섯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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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2.30
제주옹기 6인 6색전 '숨쉬는 
제주옹기 세상과 소통하다'

제주명품갤러리 담화헌오픈스튜디오

12.15~'12.03.25 한국 근대화단의 리얼리스트展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기념관

제주도립미술관

12.17~12.22 강진 청자 제주도순회전 문예회관 강진청자협동조합

12.17~'12.01.04 제주-부산 판화 교류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2.17~'12.01.31 동백꽃을 그리다, 푸른바람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2.19~12.23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신산갤러리 카라예술심리상담센터

12.19~'12.01.30 제주4·3과 문화예술 기획전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12.20~12.31 연말연시 특별기획전 강부언 개인전 성안미술관 성안미술관

12.20~'12.01.26 이형기 열번째 개인전
천치인갤러리 ․ 

문예회관
이형기

12.20~'12.03.24
아시아 여성문화 

'인도여성의 삶' 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22~'12.02.19 예술가의책-북토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23~12.28 제37회 시상작가회전 소암기념관 시상작가회

12.23~'12.01.01 한지위에 드리워진 세계건축문화 전 제주미니랜드 제주미니랜드

12.24 드로잉:쇼 히어로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2.24~12.28 제16회 제주풍경사진가회 회원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풍경사진가회

12.24~12.30 이성종 두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이성종

12.26~12.31 제25회 산남전 '산재'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산남회

12.28~'12.01.03 윤기혁 작품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윤기혁

12.29~'12.01.03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 

'제주옹기 어제 오늘 그리고…'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옹기문화연구회

12.30~'12.03.25 의재허백련 '조범산방의봄눈'특별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연중상시 제주도기념물 25호 조록형상목 展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공원

연중상시
서울현대조각공모전 

역대 수상작10점 기획전시
제주조각공원 제주조각공원

연중상시
서·파푸아 아스맛 

목조각 40점 특별전시
제주조각공원 제주조각공원

연중상시 현대조각 160점 야외상설전시 제주조각공원 제주조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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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김지은 개인전 '거울, 없음' 전
서초2동 

한전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김지은

1.12~1.18 김규승 개인전 '제주중독증' 전 삼청동 한벽원 갤러리 김규승

4.12~4.21
오진숙-이수경 기획초대전

'두 개의 섬' 전
삼성동 이브갤러리 아트스페이스C

02.09~02.27 ‘문매소식' 전
관훈동 

공아트스페이스
문봉선

02.16~02.21 ‘제주 10년을 훔치다' 전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김품창

~02.22 김재호 네번째 개인전 인사동 서울미술관 김재호

03.24~03.27 생명을 깁는 따뜻한 바느질
안국동 갤러리 

아트링크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갤러리 

아트링크·㈔제주올레

03.03~03.12
김현숙 ․ 강부언 ․ 오기영

‘한국화, 옛 뜰에 서다'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03.09~03.15 제34회 문(門)전 인사동 조형갤러리 홍익대 동문

03.15~03.27 하석홍 일곱번째 개인전 '夢돌' 갤러리 류가헌 하석홍

04.01~04.17
현영옥 다섯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여정'
예술의전당 목우회국제아트페어

04.01~04.17 김종희 첫번째 개인전 예술의전당 목우회국제아트페어

04.01~05.31 최미남 세번째 개인전
파주 광문각 
이리스갤러리

최미남

04.20~04.26 몽유도-꿈속에 노니는 섬' 전 인사동 JAY갤러리 장은철

04.29~05.19 최형양 화백 초대전
신사동 

도산.공.갤러리
도산.공.갤러리

05.04~05.17 강영호 화백 초대전 '탐라이야기' 인사동 현갤러리 현갤러리

05.03~05.08 ‘정중동-사유' 부스개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강시권

05.11~05.12 초대전 '섬' 청담동 백운갤러리 홍진숙·유종욱·고경화

05.26~05.31 장여진 두번째 개인전 '삼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장여진

05.28~06.01 2011 단야국제아트페어 '박은영 전'
김제시 

아리랑문학관전시장
㈔다프·단야

아트페어운영위원회

06.29~07.05 고권 개인전 인사동 화봉갤러리 고권

08.02~08.09 강혜경 다섯번째 개인전 인사동 갤러리환 강혜경

08.01~09.04 기획초대전 '몽유도'
전북 남원시 
송은갤러리

장은철

08.10~08.16
박수영 네번째 개인전 

'섬, 그리고 남은 이야기-오름'
인사동 갤러리이즈 박수영

08.13~08.20 동행 그 모색 展 경기도 시흥 
갤러리빨강등대

출향제미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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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9.15
새 천년의 비상 展<김현숙, 부순영, 

오유진, 이숙희, 장은철, 최형양, 허정숙>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화 
동질성운영위원회

10.04~10.10
제12회 포항아트페스티벌 

수상작 전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포항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회

10.23~10.29
제8회 동아국제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춘천문화예술회관

㈔동아
국제미술협회

10.21~11.30 최미남 네번째 개인전 경남 상진미술관 최미남

10.23~10.28
제7회 한일현대미술동행전 

김현숙 참여
서울시립미술관

한일현대
미술작가회

10.22~10.30
2011 KPAM 대한민국 미술제 

‘강명순 개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한국전업

미술가협회

10.26~11.01 김연숙 개인전 '거문오름을 그리다' 갤러리이즈 김연숙

10.18~11.04 허문희 초대전 '어느 섬의 표류기' 부산 해운대구 맥화랑
부산 맥화랑 · 

허문희

10.19~10.25 김용기 여섯번째 개인전 인사동 현갤러리 김용기

11.09~11.15 강부언 초대전 '바람의 흔적' 서울 공아트스페이스 공아트스페이스

12.01~12.27
한국미술 작은그림 200인전 

강영호 참여
인사동 

하나아트갤러리
하나아트갤러리

12.05~12.11 정성실 여섯 번째 개인전 
경기도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정성실

12.23~12.27 제29회 신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서울미술관
한국신미술협회·

신미술대전
조직위원회

기간 전시회명 장소 국가 주최 및 주관

04.28~05.02
양경식 

'시카고 아트페어' 참가
시카고 미국

시카고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07.05~07.10
제3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박물관

전시실
일본

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박물관·
㈔제주문화포럼

07.18~07.25
화석(化石)이 된 

물고기 전
LA 미국 하석홍

11.17~11.20
장은철 '싱가포르 

어포더블 아트페어' 참가
F1 Pit Building 싱가폴 어포더블 아트페어(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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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4.29 고성기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예술인상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5.02 한지이 병무청 그림·글 대회 동상 　- 병무청

05.02
고유빈
백두진

병무청 그림·글 대회 최우수상 　- 병무청

05.02

양로사·
오유빈·
강예림·
곽향현

병무청 그림·글 대회 우수상 　- 병무청

05.07 김진리
이마트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 최우수상
한 방울의 물이 

지구의 미래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5.28 부상철 2011 한국구상대전 장려상 좀녀일기 ㈔디프

05.28 송미지자 2011 한국구상대전 특선 곶자왈의 비밀 ㈔디프

06.24 고천우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공모전 대상
신서란 야생초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
자치도관광공예협동조합

06.24 이승수 제1회 제주초계청년미술상 　- 초계미술관

07.18

신승훈·
강미경·
양미성·
양형석

제37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대상

　-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01 양창부
2011 코리아 아트 

엑스포어전 종합대상
　- 미술평론신문사·문화관광부

09.06 이가영
2011 청도반시염색디자인 

공모전 학생부 금상
　- 청도군·한국패션산업연구원

10.20
고인규 ․  
강은혜

제46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지식경제부장관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기디자인 제안

한국디자인진흥원

10.20 정제환
제46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전국경제인현합회장상
쓰임이 편리한주방
요리기구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10.20 심우아
제46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특선
빗물의 파동 이미지를
이용한 테이블웨어

한국디자인진흥원

12.23 오소민 제29회 신미술대전 -
한국신미술협회·

신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편람 ‧ 미술_184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7~02.21 연갤러리 기획 아트 프리마켓 연갤러리 연갤러리 

 04.09
왕벚꽃축제기념 제10회 전도 초 ․ 중 ․ 고 

환경미술실기대회
제주시민복지타운․  
제주지방합동청사

㈔한국금속캔자원협
회·㈔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4.11~04.20 어린이 예술벼룩시장 연갤러리 연갤러리‧아이아트

04.28~12. 멈춘 도시 속 나는 스토리텔러 일도1동 주민센터
컴트루통합문화
예술교육기획

05.01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제10회 전도학생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약천사 제주시 원명선원

05.05 아하! 미술 퀴즈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14 제6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용담레포츠공원 해양경찰청

05.14 제2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사생대회 용담레포츠공원 해양경찰청

05.14 문봉선 홍익대 교수 초청 시민미술강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11
 '1950~1970년대 한국 구상미술의 

흐름과 장리석의 작품세계' 학술세미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13
 '고려시대 금속공예-사뇌사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주제 강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5.27 한·중 문인화 비교와 발전방향 문예회관 소극장

㈔한국문인화협회·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중국항주시
서호국화예술연구원

06.05~12.31 청소년 아트 프리마켓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06.12 제1회 제주초계청년미술상 공모 초계미술관 초계미술관

06.25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의 역할' 

학술 심포지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13~08.07 제주설화예술기행 제주민예총․현장답사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09.24 시민 미술강좌 '강요배의 그림의 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03
협회20주년 특별기획 세미나 
'한국화? 동양화 아닌가요?'

천둥소리 제주한국화협회

10.07 워크숍 : 한국화의 미래와 화합 문예회관 휴게실 제주한국화협회

10.08
제50회 탐라문화제기념 제29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탑동광장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08~10.14
연갤러리 3주년 특별 기획전 '예술장터 

- 행복한 프리마켓'
연갤러리 연갤러리

11.05  '변시지의 예술과 풍토' 시민 미술강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1.05~11.26 문화예술장터 '참새방앗간' 제주영상위원회광장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2 제2회 제주도립미술관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02 제주미술인의 밤 오리엔탈호텔 2층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