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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제주문예연감은 2016년 제주지역 문화예술활동을 분야별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에 응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활동실적, 언론사 보도자료, 도내 문화시설 

대관 현황 등을 기초로 삼아 작성하였으며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7 제주문예연감은 기존 발간되던 책자 형식을 탈피하여 활동 실적 중심의 자료로 관리하여 예술인들과 
도민들의 자료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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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2016년 문학발간 현황

2016년 장르별 현황

2016년 문학발간 편람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단행본 소설 박미윤 낙타초 파우스트
단행본 소설 변김경혜 세성산 달빛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단행본 소설 이을순 그 여자의 방 국학자료원
단행본 소설 조중연 사월꽃비 도서출판 각
단행본 소설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장천
단행본 소설 홍창국 설운 한상록 제주문화
단행본 수필 강순희 가을 물들다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강영수 바다에서 삶을 캐는 해녀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강원현 삶의 노정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강은미 정오의 거울 도서출판 지혜
단행본 수필 고공희 빨랫줄 정은출판
단행본 수필 고권일 자모사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고미선 빛의 만다라 수필과비평사
단행본 수필 고정국 손!(The Hands!) 국학자료원
단행본 수필 공옥자 영혼의 나이 태학사
단행본 수필 김민정 나의 작은 결혼식 21세기 북스
단행본 수필 김병돈 들녘의 저녁 노을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김정숙 제주의 파랑새 도서출판 각
단행본 수필 김태우 소나무가 좋은 이유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김형훈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나무발전소
단행본 수필 문순자 토마토누나 도서출판 디딤돌
단행본 수필 박수선 속, 아직도 황혼인생 도서출판 국보
단행본 수필 양수자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 파우스트
단행본 수필 정영자 안단테 칸타빌레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시 강방영 내 하늘의 무지개 해드림출판사
단행본 시 강중훈 바람, 꽃이 되다만 땀의 영혼 시읽는 풍경
단행본 시 강태훈 어머니와 바릇잡이 서울문학출판
단행본 시 고봉선 시를 먹고 자라는 식물원 도서출판 미광
단행본 시 고성기 시인의 얼굴 북하우스
단행본 시 고정국 난쟁이 휘파람 소리 파우스트
단행본 시 김도해 괜찮아요, 저물녘 氏 문학의 전당
단행본 시 김문정 꽃무릇처럼 시와문화
단행본 시 김성현 국화향이 나네요 파우스트
단행본 시 김승범 리생이 동백 도서출판 국보
단행본 시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도서출판 돌베개
단행본 시 김영미 물들다 리토피아

구분 단행본 동인지 계
건 63 44 107

구분 소설 시 수필 시조 아동 희곡 종합 계
건 6 36 23 5 7 1 2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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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단행본 시 김정희 우산이 비오는 날에 없으면 골치 아프다 도서출판 한그루
단행본 시 김종태 밤과 꿈 도서출판 장천
단행본 시 김창환 저울질할 수 없는 무게 제주문화
단행본 시 문경선 더가까이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시 문충성 마지막 사랑 노래 문학과 지성사
단행본 시 문충성 귀향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 박동일 달 좋은땅
단행본 시 신태희 분홍여우가 온다 문학의 전당
단행본 시 양순진 향나무 아파트 책과 나무
단행본 시 오문복 염필만음 제주문화
단행본 시 오영호 귤나무와 막걸리 정은출판
단행본 시 윤석산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의한 통증 한국아카이브
단행본 시 이소영 소금꽃 도서출판 한국시사
단행본 시 이청리 절물 휴양림 이룸신서
단행본 시 임태진 화재주의보 고요아침
단행본 시 한경희 꽃울음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 황금녀 베롱한 싀상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조 김영기 내안의 가정법 정은출판
단행본 시조 신희자 바느집 매듭 풀 듯 파우스트
단행본 시조 이애자 오늘도 모슬포에선 한눈을 감더라 도서출판 달샘
단행본 아동 권윤덕 나무 도장 꿈교출판사
단행본 아동 김병심, 양전형 배또롱공주 파우스트
단행본 아동 김영화 큰할망이 있었어 도서출판 낮은 산
단행본 아동 깅이와 바당 바당바당 깅이와 바당
단행본 아동 부복정 뚜럼허당 한그루
단행본 아동 이승미 까미의 눈모자 아라인쇄
단행본 희곡 문무환 파도야, 누가 말허라 서정문학
동인지 수필 동인 脈 脈 제10집 동인 맥
동인지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제17집 백록수필문학회
동인지 수필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수필과비평 제2호 수필과비평사
동인지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23집 제주수필문학회
동인지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5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시 라음문학회 앉은뱅이 분홍 도서출판 한그루
동인지 시 솔동산문학회 솔동산문학 솔동산문학회
동인지 시 작은詩앗·채송화 메롱 고요아침
동인지 시 작은詩앗·채송화 깜밥 고요아침
동인지 시 제주 섬돌문학회 섬돌문학 제7집 '발바닥이 뜨거운 것들' 제주 섬돌문학회
동인지 시 한라산문학동인회 한라산문학동인지 제29집 도서출판 한그루
동인지 시 한수풀문학회 한수풀문학 제12호 '나의 손가락 사이엔' 한수풀문학회
동인지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젊은시조문학회 제2집 '뿌리의 주소' 파우스트
동인지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5호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아동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5집 
'은하수로 날아간 쇠똥구리' 도서출판 한그루

동인지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제11호 구좌문학회

동인지 종합 국제펜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2016 제주펜 엔솔러지 경신인쇄사

동인지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제25집 귤림문학회
동인지 종합 다층문학동인 다층 봄호(통권69호) 다층문학동인
동인지 종합 다층문학동인 다층 여름호(통권70호) 다층문학동인
동인지 종합 다층문학동인 다층 가을호(통권71호) 다층문학동인
동인지 종합 다층문학동인 다층 겨울호(통권72호) 다층문학동인
동인지 종합 섬돌문학동인회 섬돌문학동인회 동인지 7집 섬돌문학동인회
동인지 종합 성산포문학회 성산풍아 성산포문학회
동인지 종합 성산포문학회 성산포문학 제6집 성산포문학회
동인지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7호 애월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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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발간물은 미포함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동인지 종합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제5호 영주문학
동인지 종합 제주동서문학회 제주동서문학 21집 발간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수필과비평 2호집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동인지 종합 제주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7호 제주애월문학회
동인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봄(제52호) 제주작가회의
동인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여름(제53호) 제주작가회의
동인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가을(제54호) 제주작가회의
동인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겨울(제55호) 제주작가회의
동인지 종합 제주크리스천문학회 2016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2집 제주크리스천문학회
동인지 종합 제주한림문학회 제주한림문학 제2호 국보
동인지 종합 조엽문학회 조엽문학 제8호 조엽문학회

동인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27집 도서출판 서울문화사

동인지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
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6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
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7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
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8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
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9집 도서출판 열림문화

동인지 종합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제주현대문예 제6호 
'우영팟듸 송키'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동인지 종합 혜향문학회 혜양 제7호 혜향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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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2016년 월별 활동 현황

2016년 장르별 활동 현황

2016년 지역별 전시 현황

2016년 미술활동 편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1.11 장은철 제주산수-바위와 격물(格物), 
그리고 몽유도(夢遊島)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장은철

01.02~01.31 제2회 정랑문인화 회원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포정먹그림사랑회

01.04~02.28 장여진 기획초대전 '꿈 너머' 갤러리MANNA 갤러리MANNA
01.07~02.28 제주 청년미술작가 초대전 '2016 청춘의 계단'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1.08~03.20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어머니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01.09~01.31 윔블던 라이프 드로잉쇼 in 제주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1.12~01.16 제3회 그룹 림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그룹 림
01.16~01.22 김정희 제1회 개인전 '제주의 품' 연갤러리 김정희
01.18~02.05 타 지역작가들의 시선-제주신畵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 비오톱
01.19~03.27 리액션프로젝트 vol.1 어라운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1.22~01.27 이가희 석사학위 청구전 '웃어봅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가희
01.25~01.31 제14회 안현주 개인전 '곶자왈에서' 연갤러리 안현주
01.25~02.29 아트페어, 그 후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1.25~06.30 제22회 특별전 '북 만드는 이야기' 제주민속촌 제주민속촌
01.28~02.01 제7회 이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음
01.29~02.29 바다 바라보다(첫번째 엉또 그림전) 카페마니 카페마니
01.29~03.21 금다화 - 제주의 빛을 나누다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01.30~09.25 최병소 개인전 '담배 한 갑의 무게'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아라리오뮤지엄

02.01~02.17 김성란 초대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2.01~02.29 김점선-spring has come! 연갤러리 연갤러리
02.01~03.30 박길주 화가 개인전 'THE TOUCH' 캔싱턴 제주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02.03~03.27 촉각적 회화 Tactile paintings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2.05~02.29 제4회 4.3기념관 작품 전시회 너븐숭이4·3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02.06~02.10 소장작품회화·판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2.11~02.29 오몽할머니 제주그림책 원화전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02.13~02.29 가파도의 푸른 생명전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 비오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18 17 25 34 35 24 34 31 28 43 46 38 373

구분 공예 도예 디자인 복합 설치 조각 판화 회화 계
건 27 23 10 60 10 16 4 223 373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271 93 9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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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15~03.25 대학생 문화관광콘텐츠 상품 전시회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02.15~04.10 제주청년작가전 希望(희망)전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02.16~02.29 제3회 우도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봄날, 영일진사길에서 만난 예술가들' 우도창작스튜디오 우도창작스튜디오

02.16~03.27 소장품기획전 '사람과 사람 사이'展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2.17~03.06 박은영 작가 초대전 '이지스(Isis) 신화, 
제주를 품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2.19~02.27 김영혜 작가 개인전 심헌갤러리 김영혜
02.25~02.27 나종창 선생 정년퇴임 기념 한지공예작품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나종창
02.27~04.22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2.29~04.30 임희진 기획초대전 '비람바이' 갤러리MANNA 갤러리MANNA

03.01~03.31 안현주 작가 초대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03.01~03.31 제주 받아쓰기 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3.02~03.13 최성규 개인전 초계미술관 최성규
03.02~03.26 십자가! 자비를 품다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3.05~03.14 한중옥 개인전 서귀포예술의전당 한중옥
03.05~03.21 허달용 초대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3.08~04.30 미공개 자료전 '운명의 현해탄,  
아고리와 아스파라가스의 사랑'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3.11~03.15 경남함양서각회-서석각자회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서석각자회
03.11~03.19 섬유예술가 오미경 개인전 갤러리 비오톱 오미경
03.14~03.31 한용민 도예전 '정중지와(井中之蛙)'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3.15~03.31 연갤러리 소장품전 '봄풍광작품' 연갤러리 연갤러리

03.19~03.23 제2회 전우옥 생활퀼트전시회 
'차마 버리지 못한 조각천 모음전' 세심재갤러리 전우옥

03.19~03.25 강영호 개인전 '서귀포-옛 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영호
03.20~03.29 고동우 개인전 '새로운 시작' 갤러리 비오톱 고동우
03.20~04.09 서민석 작가 초청 전시 'UNKNOWN' 더 핀란드 더 핀란드
03.22~03.27 오미경 개인전 '그리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오미경

03.22~03.27 제7회 회원전 및 초청전 '꿈 사랑 열정으로 Ⅱ'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3.22~03.31 이석보 초대전 '들꽃이 말하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3.25~04.09 하늘을 나는 고래-실연' 전농로의 오후 ㈜리빙제주랩
03.25~05.31 제68주년4·3초대전 '평화,슬픔에 핀 소망의 꽃'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03.28~04.02 토마아트 기획 초대전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섬이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토마아트, 

토마예술연구소
03.28~04.07 제주대 산업디자인전공 석사학위청구전 심헌갤러리 김경찬, 김정윤, 이상미
03.29~04.03 제18회 햇빛투게더 '꿈꾸는 者, You' 미술전 아르브뤼미술관 서대문 해벗누리

03.29~04.24 고은 작가 '봄날, 행복한 이야기'전 여행문화카페 
낯선 눈으로 보다

여행문화카페 
낯선 눈으로 보다

03.31~06.01 박준석전 '無개념주의' 캔싱턴 제주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04.01~04.15 나수미 개인전 '너의 꿈이 나와 같다면' 갤러리 비오톱 나수미

04.01~04.15 한국·중국·일본·독일 국제미술교류전 2016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04.01~04.30 임성호 기획 초대전 
'제주신화를 통한 제주 풍경의 재해석' 갤러리 이니 갤러리 이니

04.01~05.15 이윤 작가 개인전 '이윤 [ 블랭크 ]' 책+방 서사라 이윤

04.02~04.10 코리아 북 아트협회(KOBOA) 정기협회전 
'자음과 모음' 까사델소니도 노형점 코리아 북 

아트협회(KOBOA)
04.02~04.17 ‘나무도장' 원화 전시 송악도서관 송악도서관

04.02~04.24 제23회 4.3미술제 '새다림-세계의 공감' 제주도립미술관
탐라미술인협회, 
제주4.3미술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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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05~05.05 현인갤러리 판화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4.05~05.06 이석보 초대전 '들꽃이 말하다' NH 제주영업본부 NH 제주영업본부
04.08~04.14 김범균 개인전 'one fine day'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범균
04.09~04.25 채기선 21번째 개인전 '떠오르다' 연갤러리 채기선
04.09~04.30 그릇, 봄의 설레임을 담다-4월의 Tableware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4.11~04.29 강동균 미술작가 개인전 
'스토리텔링으로  감상하는 제주신화 이야기'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4.11~05.31 제주청년작가전 박주우·홍다슬전 裏面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04.12~04.30 우리 동네 슈퍼맨' 원화 전시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04.13~04.18 제43회 백록담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04.13~05.12 루씨쏜 개인전 'Africa 꽃피다 in 제주' 소다공 루씨쏜
04.15~04.22 허문희 개인전 '그 섬으로부터'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허문희
04.15~07.10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요배 : 시간속을 부는 바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16~08.20 김홍주 조각과 조각전 중선농원 갤러리2 중선농원 갤러리2
04.18~04.30 강혜경 개인전 '꽃이다' 갤러리 비오톱 강혜경
04.20~05.10 김만수 개인전 갤러리 R 김만수
04.22~04.29 소소한 민화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23~04.28 현미경 '바느질 이야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현미경
04.23~04.29 강명순 21번째 개인전 파크뷰 갤러리(미국) 강명순

04.26~05.14 JEJU를 꼴라주하다 (가칭)제주종합
문화예술센터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4.26~07.31 함영훈·조주상 '픽토그램 플러스'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27~06.10 김성호 초대기획전 ‘섬불빛바다, 그리운 제주’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4.28~05.01 국제아트페어 '아트코스모폴리탄 2016 제주' 신라스테이 제주 아트코스모폴리탄코미티, 
소피아트컴퍼니

04.29~05.04 신미술회 제주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4.29~05.22 도예가 지산 이종능 30년 작품전 '흙의 설레임' 제주KBS 방송총국 
전시실 이종능

04.29~06.28 김두례 - 삶과 꿈, 신화이야기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04.30~05.08 중국에서 제주까지, 티에 양 여행전 캔싱턴 제주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04.30~05.29 오광프로젝트 개막전시 '덕평로 383' 아트창고 아트창고
05.01~05.30 생태화가 이태수 그림전 북타임 북타임

05.01~05.30 에뜨왈전 '삶은 여행처럼 여행은 삶처럼' 여행문화카페 
낯선 눈으로 보다 에뜨왈

05.01~05.31 공필화가 이미선 작가 초대전 '치유의 정원' 비오토피아 갤러리 비오토피아 갤러리
05.02~05.27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 비오톱
05.02~06.30 현영옥 초대전 갤러리MANNA 갤러리MANNA
05.03~05.09 정덕순 작가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5.03~05.12 장도현 개인전 '지향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장도현
05.03~05.29 모래가 들려주는 이중섭화가 이야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03~06.30 강요배 초대전 '시간의 창'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5.03~07.01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를 비추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5.03~07.03 제주청년작가 4인전 '청춘을 달리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04~05.15 제6회 말(馬) 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5.05~05.10 원묵회 한국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원묵회
05.05~05.10 포정 양태호 문인화 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양태호

05.05~10.23 실연에 관한 박물관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Ⅱ 아라리오뮤지엄

05.06~05.14 장여진 도예전 심헌갤러리 장여진
05.06~05.31 여성작가 9인 초대전 'I'm coming back'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5.09~05.31 김선희 작가 기획 초청전 '제주에서의 삶'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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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10~05.16 설종보 화가 초대전 '제주의 정경' 연갤러리 연갤러리

05.11~05.16 제75회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13~05.21 제18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전시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05.16~05.31 오창윤 열다섯번째 도예전 조랑말박물관 오창윤
05.16~05.31 정지란 신문삽화 일러스트 한라도서관 정지란
05.16~05.31 조은비 한국화전 '흐르는 심연, 그러함에도 나는' 심헌갤러리 조은비

05.17~05.21 제44회 제대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05.17~05.24 연갤러리 상설 기획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5.17~06.09 현인갤러리, 월간잡지 미술세계 공동기획전 
'더 플라워'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월간잡지 미술세계

05.17~06.17 제주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 특별전  
'겸재정선, 제주에 마실 나오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05.21~05.31 제2회 어린이 예술가들의 전람회  
'제주를 꽃피우는 설문대할망'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ASHA

05.21~06.07 조영자 열세번째 개인전 '꽃(Flower)' 갤러리 노리 조영자
05.25~05.31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이미영 도예전 '섬나들이' 연갤러리 연갤러리

05.27~06.01 한·중현대미술교류초청전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28~05.31 황칠나무 종이에 그린 그림 전시회 갤러리 비오톱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단
05.30~08.07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소장유물 특별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06.01~06.05 제주시 천연염색연구회 가방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천연염색연구회
06.01~06.29 오상열 초대 개인전 비오토피아 갤러리 비오토피아 갤러리
06.01~08.10 김유지 '부름'展 캔싱턴 제주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06.02~06.07 제15회 정기전 
‘도자기 장터, 공판장(工販場) 프로젝트’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도예가회

06.02~06.07 한국서각협회 제주-인천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각협회 
제주-인천교류전

06.02~06.30 아름다운 테마,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사람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 비오톱
06.04~06.13 송인영 개인전 '제10회 한지화의 미소展' 서귀포예술의전당 아트모아
06.11~06.16 2016 제주만화작가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만화작가회
06.11~06.30 제주출신 일러스트 오우진 초대전 '싸이렌 환타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6.11~07.29 소장품 전시회 '그림 속 여름, 쿨'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6.13~06.17 故박유승 유작전 '원주민의 노래'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갤러리 하샤마임
06.14~06.19 사랑과 기원의 표현-일본 인형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일본총영사관
06.14~06.28 오자경 장신구전 심헌갤러리 오자경
06.15~06.28 김혜숙 개인전 연갤러리 김혜숙
06.17~06.23 해원 아트리에 회원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원 아트리에

06.17~현재 반고흐 인사이드 : 빛과 음악의 축제 부영호텔&리조트 (주)미디어앤아트, 
(주)세중

06.18~06.23 제주-울산 조각 교류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18~07.17 지슬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3희생자유족회,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06.23~06.28 고통속에서 피어나는 꽃 : 아르브뤼 미술전 서귀포예술의전당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아르브뤼, 
아웃사이더 아트협회

06.24~06.29 제6회 들꽃 수채화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들꽃수채화회
06.24~07.02 한국자연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전시회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한국자연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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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6~07.08 딴짓 아홉-평범한 사람들의 그림책  원화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06.30~07.04 제주문예진흥원 제주우수청년작가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6.30~07.21 연갤러리 여름 특별기획전 '예술아 놀자' 연갤러리 연갤러리

07.01~07.07 기획초청전 '작은그림 어울림전' 제주대학교 박물관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국제작은작품미술제

07.01~07.07 김춘숙 개인전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7.01~07.16 inside out:who am i? 레인보우큐브갤러리 최창훈
07.01~07.20 고민철 초대전 'drawing - 色을 입다' 갤러리 이안 갤러리 이안
07.01~07.30 현인갤러리 이전 기획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7.01~07.31 양성평등 주간 기획전 '살림하는 붓질'전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07.01~08.31 이윤 두번째 개인전 'RAINBOW ISLAND' 스페이스닷컴 갤러리 이윤
07.02~08.07 고은 개인전 '소소한 이야기-행복을 드립니다' 갤러리 노리 고은
07.05~07.09 오월제주, 글꽃 핀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캘리그라피오월

07.05~07.10 2016년 제23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06~07.29 김남숙 '꿈꾸는 돌-몽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7.07~07.09 아트제주 2016 롯데호텔제주 아트제주
07.08~09.19 한·중 국제 현대미술 교류전 '아리랑 랩소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7.09~07.21 돌바람여자전 'remind 2011'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7.10~07.15 제주섬유예술가회-대구섬유예술가회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회, 
대구섬유예술가회

07.10~07.31 한국현대미술 여류작가 초대전 갤러리 락(樂) 낙천리 아홉굿테마마을, 
전가조형연구소

07.12~
17.01.29

이중섭탄생100주년 특별기획전 
'내가 사랑하는 이름'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7.14~08.05 Freeze: Hommage 갤러리 비오톱 비행기모드
07.15~10.31 이옥문 작가 초대전 제주조랑말박물관 제주조랑말박물관
07.16~07.20 제13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07.16~08.20 구름을 바라보며-2인전 in Jeju 담화헌 담화헌
07.16~09.10 권문희 작품 전시 '줄줄이 꿴 그림책'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07.18~08.14 임성호 특별전 갤러리 다리 갤러리카페 다리

07.20~07.23 흙 한줌으로-분청자에 소나무를 담다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최대언

07.20~08.28 뜨개질 아티스트 이진아 개인전 '스미다' 비아아트 갤러리 이진아
07.22~07.27 흙으로 만나는 제주꿈 이야기 연갤러리 아이아트 도자기공방

07.23~08.04 강명순 전 '천혜의 제주비경-연화연가'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7.25~07.29 기획 초청전 '바다에서 놀다가'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7.26~07.30 제20회 제주디자인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사)제주디자인협회
07.26~07.31 문희·유인순 첫 개인전 제주학생문화원 문희, 유인순
07.26~08.07 이영희 개인전 '여체를 닮은 제주를 그리다' 초계미술관 이영희

07.27~08.29 제13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07.28~08.03 김기량 ‘소소한 일상’ 전 연갤러리 김기량
07.31~08.04 사思인展전 '영원히 함께 하고픈 공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사인회
08.02~08.12 도예-장군병의 재해석 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8.03~08.16 섬소년…뭍에서 섬을 그리다 갤러리그림손(서울) 정형준
08.03~09.28 기억의 흔적 : 김상연 전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8.04~08.10 진주아 개인전 '나는 집이 그립다' 연갤러리 진주아

08.05~08.10 제18회 제주문인화연구회전 
'수묵이 팔월을 탐하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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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8.26 문숙희 초대전 '소멸에 저항하는 꽃'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05~10.30 고국의 품에 안긴 거장, 변월룡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8.06~08.18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 전시 
'너만을 바라보다-해바라기꽃'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8.08~08.14 시각디자인협회 제13회 회원전 갤러리 둘하나 (사)제주시각디자인협회
08.08~08.30 한국근현대미술 서양화-작고작가 중심 소고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8.09~09.18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제주에 숨을 불어넣다-제주곶자왈 탁현주 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08.11~08.15 제14회 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탐라의 사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11~08.15 제3회 제주가톨릭미술가회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가톨릭미술가회

08.11~08.20 Mango Project in jeju 'Better Tomorrow' 갤러리 비오톱 아트프로젝트팀 프리즘
08.12~09.04 이주 여성작가 4인 초청전 '바다에서 놀다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8.13~08.30 표선희 초대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8.13~09.07 허민자 도예전 '흙으로 만나는 제주풍광전' 심헌갤러리 허민자
08.16~11.20 아트로봇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8.18~08.24 제34회 성신도예가회전 연갤러리 성신도예가회
08.20~08.30 故박유승 유작전 '시간의 메아리' 서귀포예술의전당 갤러리 하샤마임

08.21~08.26 탐라서각연회-한국각자협회 교류 초청전  
'향기나는 서각풍경'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22~08.31 休 : 쉬어가기' 전 갤러리 거인의 정원 갤러리 거인의 정원
08.22~09.09 김영훈 작가 기획초청전 '사람살이'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8.22~09.30 제주, 가서 보고 오다-제주 강봥왕전 갤러리 이니 웍밴드공
08.23~09.04 사려니(숲)-거닐다 춘천갤러리 박성진
08.25~08.31 고혜령 첫번째 개인전 '사랑하는 엄마' 연갤러리 연갤러리

08.27~09.01 한·중장애인 국제서화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삼다연서학회, 
중국심천장애인연합회

08.27~09.27 돈키호테 제주에 오다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8.27~11.18 릴레이 회원전 '청년작가들에게 필요한 
‘ㄲ’의 다섯가지 법칙-꿈 깡 끼 끈 꾼' 꿈인제주 갤러리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락, 꿈인제주
08.28~09.27 강술생 개인전 '洗세心심: 마음을  씻다' 갤러리 비오톱 강술생
08.31~09.21 이지유 초청전 '유영' 비아아트 갤러리 비아아트 
09.01~09.04 마음을 울리는 서각소리 서귀포예술의전당 효돈서각회
09.01~09.07 형전 '제주 숨결을 담다' 연갤러리 형전회
09.01~09.30 강인경 그림책원화전 '마음의 집으로 가는 길'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9.01~09.30 김수연 개인전 '기억의 조각-Puzzle the Memory' 비오토피아 갤러리 김수연

09.02~09.07 한국조각가협회 제주초청천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05~09.16 오민수 개인전 '산수유람-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오민수
09.06~09.18 신승훈 개인전 'fantasy jeju  island-섬소녀이야기' 초계미술관 신승훈

09.07~09.23 201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시 
'설레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9.08~09.12 제5회 묵랑 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묵랑회
09.08~09.13 제7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기획전 '예술아 놀자!' 연갤러리 연갤러리
09.09~09.29 박조유 개인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9.10~현재 박광진 '바람 억새소리'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9.13~09.17 제주조각가협회 27번째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조각가협회
09.13~09.22 어린이회화교류전 별빛누리공원 제주시 

09.16~
17.03.31 아프리카 현대미술과 가구전 아프리카박물관 

기획전시실 아프리카박물관

09.17~09.24 박순민 '또 다른 언어, 섬' 전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순민

09.18~09.22 소장작품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18~09.22 제3회 정랑문인화전 '붓 끝에서 이는 먹그림 향연'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포정먹그림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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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09.23 제2회 예소담-동행전 연갤러리 예소담
09.20~10.19 갤러리 락 개관기념초대전 문정규 '그녀와 코리아' 갤러리 락(樂) 갤러리 락(樂)
09.20~10.22 김영화 '큰할망이 있었어' 원화 전시회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09.21~09.27 박조유개인전 윤갤러리(서울) 박조유
09.23~09.28 안진희 개인전 '제주바당으로의 초대-点点燈火'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안진희 

09.23~10.02 캘리그라피와 예술서예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전 
'나눔 사랑전'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09.24~
17.01.22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개관 기념전  
'존재의 흔적들" 김창열미술관 김창열미술관

09.24~10.02 2016 Art2Life in Jeju-이윤우&오순경 특별전 보오메꾸뜨르 
부띠끄 호텔

보오메꾸뜨르 
부띠끄 호텔,  

㈜올댓제주아일랜드
09.25~09.29 제주바람 전 서귀포예술의전당 갤럭시 전시
09.26~11.08 2016 아트바겐전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10.01~10.07 제8회 유나이티드 디자인 제주전 연갤러리 UDA(United Designs  
Alliance)

10.01~10.13 한연선 기획전 'ANOTHER MOON'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0.01~10.15 드로잉제주 작가 리모 원화전시회 'Drawing Blue' 딜다책방 딜다책방
10.01~10.18 민중미술작가 송창 초대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10.01~10.30 현민자 개인전 비오토피아 갤러리 비오토피아 갤러리
10.01~10.31 김진수 개인전 '산수공포 展' 갤러리 거인의 정원 김진수
10.01~10.31 서각작품전시회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10.01~10.31 신승훈 개인전 'fantasy jeju island-섬소녀이야기' 갤러리 다리 신승훈
10.01~10.31 제24회 한우리전 갤러리 지오 한우리회
10.01~10.31 제주공예, 홀리다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
10.01~11.15 공룡랜드-기억의 끝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바란그림전

10.01~
17.04.30 제주정글전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아라리오뮤지엄

10.02~10.29 밥은 먹고 다니냐 팩토리소란 그룹 청춘구함
10.04~10.08 2016섬·여백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섬·여백회
10.04~10.08 표선희 개인전 '사람수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표선희
10.04~10.28 아트큐브1차전시 : 이승수 절물자연휴양림 제주문화예술재단

10.05~
17.01.07 현덕식 개인초대전 '유시도(流凘島)' 캔싱턴 제주갤러리 켄싱턴제주호텔 

10.07~10.17 자연생태와 아프리카현대미술展 서귀포성당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타케 신부 기념사업회

10.07~10.31 김애란 전-生의 한가운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08~10.13 이숙희 전 '나비의 꿈'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숙희

10.09~10.16 제3회 지꺼진손멋글씨회원전 
'캘리로 풀어내는 제주옹기 이야기' 연갤러리 지꺼진손멋글씨회

10.10~11.08 한글을 디자인하다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0.12~10.31 2016 탐라순력도-제주조점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창작공동체 우리

10.12~11.30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10.13~11.06 밝은 빛, 기억을 더하다 展 기억공간 리본

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  
안산온마음센터, 

기억공간 re:born
10.14~10.19 신승훈 개인전 '망자(望者)의 벗'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신승훈
10.15~10.27 김수현 개인전 '바람…섬'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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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10.15~10.31 임성호 작품전 '신화적 풍경' 갤러리 비오톱, 
부미갤러리 임성호

10.15~11.15 목가 개인전 '나무의 꿈' 앤트러사이트 앤트러사이트
10.18~10.31 김혜숙 조각전 ‘제주도-해녀’ 성안미술관 김혜숙

10.20~10.24 중광, 제주로 돌아오다 한국아르브뤼 한국아르브뤼 
아웃사이더아트협회

10.20~10.25 제주-울산 한국화 교류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0.21~10.27 ON AIR : 적재중량 0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10.22~11.18 생명을 잇다 제주 물허벅 담화헌 강승철.강홍철.이기정
10.24~12.31 정준욱 개인전 'FAKE REALITY(날조된 현실)'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10.25~10.31 제1회 민화·채색연구회전 연갤러리 민화채색연구회
10.26~11.20 2016 제주 풍경전 송악도서관 송악도서관

10.27~10.30 제3회 제주아트페어 '다양동일(多樣同一)' 샛물골여관길 일대 (사)글로컬제주연구원, 
비아아트

10.28~12.04 제주·라비니츠 현대미술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28~11.06 2016 제주국제아트페어 제주시민회관
이도1동, 

제주국제아트페어
집행위원회

10.29~11.13 2016 아트창고 인큐베이팅전 
'과거와  미래, 중간의 우리' 아트창고 아트창고

10.29~12.29 2016 탐라의 탐나는 그림책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10.29~

17.07.09 이동욱 'LOW TIDE' 전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Ⅱ 아라리오뮤지엄

11.01~11.06 장여진 개인전 '동행'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장여진

11.01~11.08 죠반니 만죠니 삐아짜룽가 개인전 제주조천스위스마을 
커뮤니티센터

오렌지 브릿지, 
제주조천스위스마을

11.01~11.10 9번째 개인전 '제주의 바람에 실어'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양상철

11.01~11.15 원미전 갤러리 거인의 정원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11.01~11.30 아트큐브 2차 전시 : 하석홍  '하石홍展' 절물자연휴양림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04~11.10 고인자 개인전 '플라뇌르의 나무 Ⅱ' 연갤러리 고인자
11.05~11.17 제15회 홍진숙 작품전 '서귀를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홍진숙
11.05~11.20 12번쨰 제주신화전 '신들의 축제, 여성의 본향' 제주문화포럼 제주문화포럼
11.05~12.05 이동근 기획초대전 '22년간의 기다림' 성안미술관 성안미술관
11.05~12.31 자연의 소리 김미령전 석화갤러리 김미령
11.07~11.12 강문석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강문석

11.07~11.12 제41회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11.09~11.27 제42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작 전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미술대전
11.10~11.20 곽정명 개인전 갤러리 비오톱 곽정명
11.10~11.23 신예선 개인전 '간이 탈의실 : Privacy Shelter Ⅱ' 아트스페이스씨 신예선

11.10~12.05 우도愛 가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1.11~11.13 죠반니 만죠니 삐아짜룽가 개인전 향사당 ORANGE BRIDGE, 
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

11.11~11.17 강수선 개인전 '고산리 가는 길' 연갤러리 강수선
11.11~11.19 소현경 개인전 '꽃섬 제주에 살다' 심헌갤러리 소현경
11.11~11.22 정중동 갤러리보스토크(서울) 고윤정
11.11~12.30 현인갤러리 45주년 기념 소장작품 특별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11~12.31 PRINT BAKERY-the edition 展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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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2.10 부 킴 투 개인전-거두기 그리고 감싸기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11.14~11.20 관광명장 1호 안통천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안통천

11.15~11.21 어.이.크 춘천문화예술회관

민족미술협회 강원지회, 
경남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목포지회

11.16~11.30 서양화가 표선희 전 갤러리 거인의 정원 표선희
11.18~11.23 흙으로 만나는 제주꿈 이야기 연갤러리 아이아트 도자기공방
11.19~11.24 삼인전 - 김남숙·송창훈·이승수 세심재갤러리 세심재갤러리
11.19~11.30 고경희 개인전 '자연 그리고 자연스러움' 서귀포예술의전당 고경희
11.19~11.30 서귀포서 혼디 살게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수현

11.19~
17.01.27 다시 숨 展 기억공간 리본 기억공간 리본

11.19~
17.02.05 하석홍 개인전 '하石홍'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하석홍

11.21~11.25 우드워커 목공예 전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우드워커
11.21~12.12 강승철 개인전 '제주의 흙. 마주침 그 이후' 담화헌 담화헌
11.21~12.16 제3회 화가엄마 전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11.22~12.07 제3회 제주미술연구회 展 갤러리 다리 제주미술연구회
11.22~12.10 장경숙 개인전 '꽃을 그리다' 심헌갤러리 장경숙
11.24~11.29 강동언 화백 제8회 개인전 '제주사람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강동언
11.24~11.29 미술동인 집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미술동인 집
11.24~11.30 제주신화일러스트레이션 6인 창립전 연갤러리 제주신화일러스트레이션
11.25~11.30 2016년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시 김만덕기념관 제주문화원

11.26~12.01 원화전시회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마주보기동화그림회

11.28~12.04 천연염색 작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오운자

11.30~12.04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11.30~12.04 전국판화교류전 '판(版)으로 통(通)하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판화가협회
12.01~12.07 제34회 정기전시회 '에뜨왈 전-걸림돌, 거름돌' 연갤러리 에뜨왈
12.01~12.09 그림책 '동글동글 동돌' 원화전시회 이안갤러리 조미경, 표선희
12.01~12.15 제주의 표정전 갤러리 거인의 정원 제주대 미술학과 
12.01~12.28 2016갤러리 팡 개관기념초대 나강·김영순 전 갤러리 팡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12.03~12.06 2016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아트쇼  
'생활 속 발견'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12.03~12.12 2016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무사마씸?' 갤러리 노리 탐라미술인협회

12.03~12.16 2016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아트쇼 '생활 속 발견'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사)한국미협서귀포지부

12.03~12.17 의사와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의술과 예술의 사이 전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 비오톱

12.03~12.30 이여도로 간 해녀 동녘도서관 동녘도서관
12.03~

17.02.19 숨쉬는 빛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05~12.09 제23회 제주미술제 '소통, 그 에너지의 파장'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23회  제주미술제 

운영위원회
12.05~

17.01.31
아트큐브 3차 전시 : 이다슬 '호.오.이 

episode1(requiem)' 절물자연휴양림 제주문화예술재단

12.06~12.07 희망을 새기면서 세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12.06~12.12 한국창조미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전 부미갤러리 한국창조미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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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8~12.18 탐라도서관 제주올레 그림책 일러스트  
동아리 전시회 탐라도서관 제주올레 그림책 

일러스트
12.08~12.21 박주애 개인전 '피를 데우는 시간' 아트스페이스씨 박주애
12.09~12.21 모자(母子) 수호갤러리(경기 성남) 강혜경, 이해강
12.10~12.15 그룹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그룹연

12.10~12.18 조윤득 제10회 도자조형전 
'제주섬에 바치는 송가(頌歌)' 가마앤조이 조윤득

12.10~
17.01.05 최연재 '색채의 비밀'전 성안미술관 최연재

12.11~
17.02.12 다빈치 노트의비밀을 풀다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15~12.31 캘리그라피 작가 오소영 개인전 갤러리 거인의 정원 오소영
12.15~

17.03.15 제69주년 4·3프롤로그전 '바람잔 날, 그때 제주'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12.16~12.20 전통규방공예연구회 동심결 전시회 '일상' 연갤러리 전통규방공예연구회 
동심결

12.16~12.27 배중열 개인전 '제주 담다, 제주 닮다' 바람섬갤러리 배중열

12.17~12.22 탐라, 자연과 마주하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음새천연염색연구회

12.17~12.31 흙 다섯 가지 이야기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2.20~12.30 지매 ‘화조가’전 법화사 법화사

12.20~
17.01.15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Wind Wish : 
제주에 부는 마음에 부는 바람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2.20~
17.02.05 초대전 '은혜의 빛'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12.21~12.26 초우회 제11회 정기전 '교실 밖의  그림'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초우회
12.21~

17.01.22 이명복 개인전 갤러리 노리 이명복

12.22~12.30 강민석 개인전 '몸의 기억' 꿈인제주 갤러리 강민석
12.22~

17.01.12 천재화가 이중섭을 재조명하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12.26~12.31 제주국제예술센터 레지던스 작가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국제예술센터
12.26~

17.01.31 아트큐브 4차 전시 : 이지현 서귀포치유의숲 제주문화예술재단

12.27~12.31 제6회 제주지원문인화회 회원전 '모락모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지원문인화회



- 16 -

서예

2016년 월별 활동 현황

2016년 장르별 활동 현황

2016년 지역별 전시 현황

2016년 서예활동 편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22~02.29 여성서예가 9인 초대전 섬섬옥수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30~02.04 제4회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2.01~02.29 탐서회 나들이전 한라도서관 탐서회

02.02~02.05 제주해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기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글서예사랑모임

02.06~04.30 제주해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기념전 먹글이있는집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02.26~04.17 창봉 박동규 서화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02.26~04.27 옛 글에서 배우다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3.01~03.31 제주 받아쓰기 캘리그라피 전시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3.11~03.15 경남함양서각회-서석각자회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경남함양서각회, 
서석각자회

03.16~03.21 한글서예세계화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글서예초대작가회
04.02~04.18 양상철 봄맞이 초대전 '봄, 바람 그리고 나' 소항갤러리 양상철

04.03~04.07 제3회4·3상생기원전국서예문화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매일

04.09~06.08 젊은이들의 먹글행진전 규당미술관 규당미술관

04.19~04.23 제주·충남서예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04.24~04.28 제45회 제주소묵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소묵회
04.30~06.29 조선시대 간찰전 : 고간&소아산보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5.13~08.31 제주 추사관 개관 6주년 기념 기획전 
'추사, 제주에 살다' 제주추사관 제주추사관

06.08~06.12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 총연합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06.26~06.29 제15회 해정 박태준선생 추모서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정연회
07.01~09.14 소암기념관 신조상품전 신선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7.07~07.11 한.중 장애인 국제서화교류전 중국 연길시 삼다연서학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2 5 3 6 1 2 8 7 5 6 3 8 56

구분 개인전 단체전 공모전 교류전 기획전 계
건 4 24 4 9 15 56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39 13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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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연변대학예술학원 중국연변조선족
서예가협회

07.11~07.15 제59회 영주연묵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영주연묵회

07.16~07.20 제주한글서예사랑모임 회원전 
'제주어를 온누리에'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07.16~07.31 박민자 개인전 '제주 마애명을 묵향으로 피어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박민자

07.21~07.25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사)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3~08.31 22번째 회원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07.26~07.30 제주·서울·경산 서화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작가협회
08.01~08.24 고승·명인선서화전 사회복지법인 춘강 사회복지법인 춘강
08.05~08.10 제33회 상묵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상묵회

08.16~08.20 국제서화 교류전 중국 귀남성 
검서남주 박물관

제주도서예학회, 
중국서법가학회

08.16~08.20 제6회 동심묵연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동심묵연회

08.22~08.26 중·한서법전각예술교류전 중국 하얼빈 제주전각학연구회-
하얼빈시서법가협회

08.27~09.01 2016 한국제주·중국심천 장애인  
국제서화초청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사)삼다연서학회

08.27~09.01 탐묵서연(耽墨書緣), 2016 제주의 맥박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정방묵연회

09.08~09.12 대한서화작가 창작작품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대한서화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9.13~09.17 한글서예묵연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글서예묵연회
09.18~09.22 제3회 정랑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정먹그림사랑회
09.24~10.01 제3회 서귀포·대만 서예교류전 소암기념관 사단법인 삼무서회
09.24~10.24 한곬 현병찬 서예전 제주현대미술관 현병찬

10.01~10.31 우현서각회 서각교실 동아리 전시회  
'전통을 배우고 창작하는 기쁨'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10.04~11.30 청추(淸秋) 소장품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0.09~10.13 제1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10.15~10.23 제평서각회·서석각자회 특별 전시회 산굼부리 제평서각회, 서석각자회

10.26~10.31 제4회 소정 김선영 작품전 
'설문대할망 붓(筆)을 들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선영

10.30~11.26 제5회 상지서회전 '사람 사는 제주에서' 성산일출봉농협 등 상지서회

11.01~11.10 양상철 개인전 '제주의 바람에 실어'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양상철

11.01~11.29 한라도서관-청묵회 서예전시회 한라도서관 청묵회, 한라도서관

11.13~11.17 제15회 한라서예전람회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8~11.23 제주 충북 서예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03~12.18 제19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2.04~12.12 한중 서예명가 10인전-
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12.10~12.15 제10회 탐라서예문화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예문화원
12.14~12.31 제주글담 그룹전 갤러리 다리 제주글담

12.16~12.20 제16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작 및 초대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12.16~12.20 한라사우회 정기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라사우회

12.23~17.03.05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다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12.27~12.31 모락모락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지원문인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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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6년 월별 활동 현황

2016년 장르별 활동 현황

2016년 지역별 활동 현황

2016년 사진활동 편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3~01.08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 JPC 제60회 전시회 연갤러리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 JPC

01.08~01.17 제4회 아름다운 서귀포사진 공모전 수상작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01.09~03.31 김형석 사진전 '제주, 감정의 공명' 스페이스닷원 갤러리 김형석

01.13~01.19 제7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제주국제공항 1층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1.13~02.15 한라산 마애명 탁본 사진 전시회 
'한라산 신선(神仙)의 길에 새기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1.17~01.21 탐라사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카메라기자회
01.22~01.28 제15회 '섬에서 부는 바람-오름에서'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섬에서 부는 바람
01.23~02.05 육지 것이 사랑한 제주사람-화사(花寫) 전농로의 오후 이재정
01.28~04.30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02.01~02.29 고영일, 고경대 제주사진전-부전자전 청소년 문화카페 생NE행 (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02.05~02.10 제주환경홍보사진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포토1004
02.15~03.14 기억의 순간들-사진수업 8인전 갤러리 이니 제주사진사랑동아리

02.16~03.27 이민정 사진가 개인전-빛의 길, 窓 여행문화카페
낯선 눈으로 보다 이민정

02.17~03.07 제주 세계자연유산 온라인 서포터즈, 
제주를 그리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2.19~05.10 조은용 개인전 갤러리 이레(파주) 조은용
02.22~03.05 장대용 사진전 '탐나도다' 팩토리소란 장대용
02.27~03.04 사진전 '제주해녀' 필연갤러리 양종훈

03.01~03.10 이래선 안된다고 展해라! 갤러리 비오톱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3.08~03.14 회정스님 티베트 순례사진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3.10~06.27 안웅철 사진전 '내 안의 제주' 협재화덕 도나토스 협재화덕 도나토스
03.11~03.15 제4회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중사진연구회

03.11~03.16 고양금 두번째 개인전 '나의 어머니, 봉화씨' 이중섭갤러리 
창작스튜디오 고양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9 8 12 5 7 11 3 9 8 7 3 6 88

구분 개인전 단체전 공모전 기획전 계
건 32 28 3 25 88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71 12 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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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14~03.25 소소한 풍경전-우도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3.16~03.21 김두하 개인전 '가장 따뜻한 대화'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두하
03.16~03.23 15번째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동문시장 곽상필
03.23~05.01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기상기후 김만덕기념관 제주지방기상청
03.26~04.14 사진작가 공필희 초대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03.28~04.02 제26회 제주녹색사진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녹색사진연구회
03.28~04.08 소소한 풍경전-하가리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4.01~04.19 도서관 풍경 사진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4.06~04.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사진전 
'삼다도 <제주여성의 삶과 죽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06~05.30 변현우 사진전 '산, 바다 그리고 바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4.11~04.29 소소한 풍경전-북촌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4.09~09.04 세월호 2주기 순회전시 '두 해, 스무네 달' 기억공간 리본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
위원회, 기억공간 리본

05.01~05.15 SMILE, 방글라데시 두 번째 이야기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05.03~05.31 고양금 사진전 '나의 어머니 봉화씨'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05.17~05.21 가톨릭 제주교구사진가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05.17~07.31 일제 진지동굴 사진전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교육박물관

05.22~05.26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 연합전 제주문예회관제1·2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25~05.31 김민수 사진전 '제주흑우-남겨지는 그의 얼굴' 이즈갤러리(서울) 김민수
05.30~06.03 제1회 한라야생화 들꽃사진 전시회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한라야생화

06.01~06.27 제6회 제주 환경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06.02~06.17 서재철 '전설의 산 산방산'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06.02~06.30 6.25 전쟁 사진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재향군인회제주도지부

06.04~06.06 제주두루나눔 사진전 '탈춤' 제주아트 제주두루나눔
06.04~06.12 고성자 사진전 '당신의 화양연화' 심헌갤러리 고성자
06.08~06.14 김민수 사진전 '제주흑우-남겨지는 그의 얼굴' 연갤러리 김민수
06.08~06.18 고현주 두번째 개인전 '중산간(重山艮)' 아트스페이스씨 고현주
06.13~06.17 제주사진사랑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사진사랑
06.13~06.30 김두하 사진전 '다시 봄' 갤러리 둘하나 갤러리 둘하나
06.13~06.30 소소한 풍경전-비양도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6.18~06.28 김민수 사진전 '제주흑우-남겨지는 그의 얼굴'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김민수

07.06~07.29 소소한 풍경전-섬머리마을 도두동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7.15~08.31 강정효 기증사진전 '한라산 신을 찾아서'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실 제주돌문화공원

07.31~08.04 제주영상동인 제39회 회원전 '각人각色'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영상동인
08.08~08.31 소소한 풍경전-한일 제주혼 서린  조천마을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08.10~10.05 서정희 개인전 '사진을 넘어' 중문켄싱턴호텔 서정희
08.12~10.14 할망이 깃든 자리 제주해녀박물관 이경택

08.15 광복 71주년 8.15 기념 행사 독립운동 사진 전시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08.24~09.13 바람에 서다 문화공간 양 이지영
08.29~09.09 돌문화공원 이동전시회 제주국제공항 1층 로비 제주돌문화공원

08.29~09.09 사진전 '재일동포 110년과 민단 70년의 발걸음' 제주도청 로비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재외동포재단

08.30~10.06 The forest 성남아트스페이스 김미경

08.31~09.26 김남규 '돌의 미학, 제주' 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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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9~11.08 백경숙 기증 제주해녀사진전 오백장군 갤러리 전시실 제주돌문화공원

09.10~09.26 돌의 미학 제주 제주도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김남규

09.20~10.04 한일해녀사진전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 이지치 노리꼬

09.23~09.28 내 이름은 탐라에요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24~10.23 어둠에서 빛으로 대만2.28국가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09.28~10.03 바다 보다Ⅲ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병국
09.29~10.03 제24회 한·중·일 국제환경사진문화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환경사진연합회
09.29~10.03 제주카메라클럽 제75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카메라클럽
10.06~10.20 고승욱 개인전 '△의 풍경-탁영' 아트스페이스씨 고승욱
10.08~10.26 삼다도(三多圖) 바람섬 갤러리 오민수

10.14~10.19 제주지부회원전 및 한중 국제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10.19~12.20 이성은 흑백사진전 '제주해녀마을' 비아아트 이성은 
10.20~11.10 소소한 풍경전-유수암리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10.21~10.30 사진인(人)-강정효 갤러리 브레송(서울) 강정효
10.28~11.27 하로펄치-사진 속의 풍경전 갤러리 노리 갤러리 노리

11.01~11.06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제6회 회원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기독사진가협회

11.07~12.31 ‘나의 어머니 봉화씨’ 사진전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11.21~12.15 소소한 풍경전-하도리 제주시청 본관 제주탐라사진동호회
12.08~12.11 제주포토스토리 사진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포토스토리

12.08~12.14 빛사랑 사진동호회 제10회 회원전 
'빛으로 그린 그림' 연갤러리 빛사랑사진동호회

12.14~12.23 제5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12.16~12.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주 사업 과정 전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2.22~17.02.19 ‘우리 어머니'전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주)멜기세덱출판사

12.26~12.31 제10회 phos9  기획사진전 '오름, 그 여운'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pho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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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2016년 건축활동 편람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05~11.11 2016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도 일원 제주건축문화축제조직위
원회

11.09~11.17 건축전시회 '문화교차, 제주
(Transculturation,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

12.21~12.25 2016 제주건축대전 입상 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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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2016년 월별 공연 현황

2016년 분야별 공연 현황

클래식 분야 공연 현황

2016년 지역별 공연 현황

2016년 음악활동 편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2 방석콘서트 제7화 봄의 소리 
바이올리니스 김봄소리 제주아트센터 JR 뮤직앤아트

01.03 심희정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심희정
01.09 박현빈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H.I 엔터테인먼트
01.09 사계바다소리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계바다소리오케스트라
01.09 오류림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오류림
01.09 사운드 오브 뮤지엄 故 류인 추모공연 아라리오뮤지엄 류희윤

01.15 서귀포예술단 '2016 신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01.16~01.17 장혜진 제주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
01.17 미선 레나타 트리오 콘서트 에리두 Cafe n Beds 제주 에리두

01.22~01.23 가수 여행스케치·한동준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19 21 23 36 31 38 47 36 41 61 60 58 471

구분 클래식 복합 대중 계
건 246 70 155 471

구분 세부분야 계

기악

관악 44
앙상블 12

오케스트라 56
타악 2

피아노 35
현악 12

성악
독창 8

앙상블 7
합창 52

오페라 - 8
창작 및 콩쿠르 - 10

계 246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건 332 139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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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22~01.30 2016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제주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01.2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6주년 기념 
뮤지컬 빅6 신년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23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1.24 김광석 추모콘서트 '가객에게 부치는 편지 
세 번째 이야기'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01.25~01.26 Jingxian Xie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에듀뮤직, 켈리C피아노   
페다고지센터 

01.26~01.28 2016 제33회 한국합창심포지엄 및 
국제합창축제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합창총연합회, 

서귀포예술의전당
01.26~01.29 제3회 뮤직 페스티벌 인 제주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01.28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2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01.28~01.31 제주창작음악페스티벌 제주관광대 노형관 소극장, 
모던아츠 스튜디오

모던아츠,
제주창작음악제 

조직위원회
02.01 바오젠콘서트 바오젠거리 제스피 바오젠거리 상가번영회
02.02 워킹애프터유 제주콘서트 제주 락클럽 우드스탁 워킹애프터유
02.06 조항조&김용임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JIBS
02.06 홍경민 콘서트 '위드 써니 데이즈'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2.13 1st Jeju Rock Coverday 제주 인디 ROCK SHOP, Indie

02.13 한·중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02.13~02.14 이은미 콘서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장군엔터테인먼트
02.14 허들 2'nd 서귀포예술의전당 허들

02.14 푸른꿈 작은 공부방 새 보금자리 
기금마련 후원 음악회 제주대 교육대학 미래창조관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02.15 제8회 방석콘서트 '올림푸스앙상블' 제주아트센터 JR Music&Art
02.18 글로컬 제주! 탐라를 탐하라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02.20~02.21 ‘La Mar(라마르)’ 사우스카니발, 
쿠바에서 해녀를 노래하다 카페 벨롱, 간세라운지 사우스카니발

02.23 거미 콘서트 'Special Love' 메종글래드호텔 메종글래드호텔
02.24 제주빌레앙상블 공감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2.24 동행-2016년 첫 이주예술가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2.25 서귀포관악단 제51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02.26~02.28 이적 소극장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쇼21
02.27 나희경 콘서트 제주 에리두 에리두

02.27 제6회 약천사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약천사리틀붇다

어린이합창단
02.28 메가스악단 '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2.28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토크쇼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수눌음공연예술
03.05 청소년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청소년플루트앙상블
03.06 정동하&소냐 희망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03.11 제주대·조선대 피아노교류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3.12 Buzz Tour Concert In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문화기획사 프리컴

03.12 한희정 콘서트 제주 with 
피아니스트 전용준 에리두 cafe n Beds 제주 에리두

03.12 구좌어린이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동녘도서관

구좌읍, 
해바라기·우리하도·종달지

역아동센터
03.15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CBS

03.17 서귀포합창단 단원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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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18 토크콘서트 'Sound of Spring'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3.18 제3회 한국리스트협회 지부교류음악회 이담갤러리 한국리스트협회
03.18 제5회 바리톤 정용택 독창회 아라뮤즈홀 정용택
03.19 제2회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일요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일요음악회
03.19 한라윈드앙상블 제6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한라윈드앙상블
03.19 한국피아노학회 제주지부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한국피아노학회 제주지부
03.21 최새롬 피아노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최새롬

03.24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24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3.25 아베게이코&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3.26 바람콘서트 '담화' 관덕정 앞 광장 바람
03.26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음악 이담갤러리 한국리스트협회
03.26 강문칠 제6회 창작가곡 발표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극음악예술연구회

03.26~03.27 이병우 기타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소극장 ㈜설문대

03.27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제6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03.29 최새롬 귀국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최새롬

04.01
2016 3rd. WONDERS JEJU 

MUSICAL FESTIVAL 
응답하라, 가곡! 제주를 노닐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04.02 4월 동홍아트데이 동홍동주민센터 동홍도주민센터
04.02 4·3평화음악회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시청 앞마당 (사)제주민예총
04.03 이아립 소규모 콘서트 제주 에리두 에리두
04.03 제3회 도민과 함께하는 힐링연주회 아라뮤즈홀 앙상블 펀
04.06 이한철의 봄날 음악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04.07 이선경&심희정 듀오 리사이틀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4.08 아마빌레 뮤직소사이어티 제9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아마빌레 뮤직소사이어티

04.08~04.09 금빛 브라스의 향연 서귀포예술의전당 JR 뮤직앤아트
04.08~04.09 브라스마켓 창단 10주년 기념 제주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브라스마켓

04.09 김사월, 김해원의 포크콘서트 
'아이러니한 사랑의 노래'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4.09~04.10 넥스트 투 노멀 제주아트센터 넥스트 투 노멀

04.11 미취학 아동을 위한 EQ쑥쑥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04.11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4.12 아르페지오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아르페지오

04.14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제9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04.15 독일미텔도이체 쳄버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4.16 제22회 제주 플루트콩쿠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04.17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04.17 불교연합봉축합창제 제주아트센터 제주불교연합회

04.20 좋아서 하는 밴드 콘서트 '우리, 음악으로 
하나되는 즐거움' 동홍아트홀 동홍동주민센터, 

브로콜리404

04.21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한국전력,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04.21 국민대학교 개교 70주년 
전국 순회연주 음악회 아라뮤즈홀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04.21~04.22 신나는 스쿨 콘서트 제주영송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4.23~04.24 에피톤 프로젝트 콘서트 '이른, 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주)설문대

04.24 장윤정 제주 콘서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주멍키
04.25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윈드심포니
04.27 문화가있는날 기획공연 클래식 '동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4.27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아트센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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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국군교향악단 초청연주회

04.28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25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4.29 11시 금요 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04.30 이아립 소규모 콘서트 에리두 에리두
04.30 앙상블 펀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앙상블 펀

04.30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베토벤을 만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4.30 방석콘서트 ‘독일에서 온 편지’ 제주아트센터 JR Music&Art

05.01 2016 이미자 가족음악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씨에이엠, 
제주이벤트프로모션

05.05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장군엔터테인먼트
05.06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5.07 B-M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B-M 클라리넷 앙상블 
05.08 부처님오신날 '불교연합합창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불교합창단연합회
05.12 다모앙싱어즈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다모앙싱어즈
05.12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제5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05.13 심윤선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심윤선
05.14 제주 Beau Piano Duo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 Beau Piano Duo 

05.14~05.21 제4회 조수 비엔날레-갤러리 콘서트 조수 문화마당(조수교회) 조수갤러리·콘서트 
조직위원회

05.15 도심속 하늘정원 옥상달빛 콘서트와 
함께하는 포틀락 파티 평화빌딩 옥상 오카리나 제주공방

05.15 바람콘서트 '감사감사' 문화카페 왓집 바람
05.15 제주빌레앙상블 2016행복나눔 거리콘서트 바오젠거리 야외무대 제주빌레앙상블

05.16 제주페스티벌심포니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아라뮤즈홀 제주페스티벌오케스트라

05.16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가곡의 밤'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05.19 서귀포관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특별자치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5.19 한국리스트협회제주지부 제6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한국리스트협회 제주지부

05.20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현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5.20 국립합창단 '행복나눔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귀포예술의전당

05.21 뮤지컬스타 최정원과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5.21 사토유키에의 '대중음악에서 실험음악까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21 제주 전국음악콩쿠르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지부
05.22 성지유스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성지유스오케스트라

05.26 제주교향악단 '제126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05.27 스테파노 이별 콘서트 사운드 스페이스 SORI 스테파노
05.27 혼디모앙 문화예술봉사단 정기발표회 제주시민회관 혼디모앙 문화예술봉사단
05.28 힐링 뮤직 퍼포먼스 '현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28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05.28~05.29 제주빌레앙상블 '행복나눔 거리 콘서트 바오젠거리 야외무대 제주빌레앙상블

05.29 사우스카니발 두 번째 EP앨범 
'제주도 푸른밤' 발매 쇼케이스 문화카페 왓집 사우스카니발

05.29 양정원은 새 앨범 '내 마음의 고향 어머니' 
출시 공연 제주민속문화원 양정원

06.01 11시 금요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6.01 바리톤 한동훈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카페 더 핀란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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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모차르트 한국 콩쿨 음악회 이담갤러리 모차르트한국콩쿨 
제주지부

06.03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6.04 들꽃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들꽃합창단

06.04~06.05 이루마 소극장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주)설문대

06.04~06.06 제주빌레앙상블 '행복나눔 거리 콘서트‘ 바오젠거리 야외무대 제주빌레앙상블

06.06 건반위은파 앙상블 음악회 
'벨루스 콰르텟 and The Piano' 서귀포예술의전당 건반위은파 

06.07 제22회 제주앙상블 준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앙상블 준
06.09 칼리시스 합창단 창단연주회 아라뮤즈홀 칼리시스 합창단

06.10 사랑의 작은 콘서트 이중섭 생가 인근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정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정방동새마을부녀회

06.10 11시 금요 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06.10~06.11 가시리 수신재 치유음악회 스타하우스, 가시리문화센터 Jeju&Art, 수신재

06.10~06.11 우상임의 아코디언 에세이 '우산' 간드락소극장, 
사운드스페이스 소리 자작나무숲

06.11 요조의 생일파티 JEJU 콘서트 에리두 에리두
06.11 조장혁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주)몽돌이엔티
06.11 제3회 모짜르트 한국콩쿨 제주지부대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교수협의회

06.12 웅산 펀펀펀 재즈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귀포예술의전당

06.12 제주YWCA유스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YWCA유스오케스트라

06.12 흙피리콘서트 흙피리오카리나 옥상정원 오카리나 제주공방

06.16 2016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6 조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아라뮤즈홀 조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06.17 오페라타 ‘한국의 화공-중섭’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06.19 백세인생 송해와 함께 효 콘서트 제주컨벤션센터 탐라홀 (주)지에이치엔엠, 
프리커뮤니케이션

06.21 제15회 제주늘푸른음악회   
'행복충전 미소충전' 제주아트센터

제주늘푸른음악회,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한미모RC

06.22 신성동문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신성학원동문회, 
신성동문합창단

06.23~06.27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함신익과 심포닝 송의 '더 윙 콘서트'

칠십리 야외공연장,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06.24 KBS교향악단 서귀포 특별음악회-
희망의 하모니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6.25 김동환 in 쏭스라이브 '묻어버린 아픔' 문화공간 쏭스라이브 쏭스라이브
06.25 메탈리카 트리뷰트 페스티벌 인 제주 탑동해변공연장 VinnieMotor
06.25 한라윈드앙상블 제64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한라윈드앙상블 
06.25 김다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로크&판타지 제주돌문화공원 JR뮤직앤아트

06.26 제7회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밀레색소폰앙상블, 
드림뮤직

06.26 제주 한소리여성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열정 세계속으로' 제주아트센터 제주 한소리여성합창단

06.27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6.28~06.29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제주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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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서울펠리체앙상블 '락락락(樂樂樂)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6.29 바리톤 한동훈과 함께 토크&음악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국립제주박물관
07.01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7.01 스탠딩에그 단독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설문대
07.01 방석콘서트 10화-젊음, 그리고 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JR뮤직앤아트

07.01~09.10
(둘째주 금, 토) 한여름 밤의 새연교 콘서트 새연교 특설 야외무대 서귀포시

07.02 김창완밴드＆부활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02 첼리스트 이정란과 함께하는 하우스콘서트 제주스테이 비우다 더하우스콘서트
07.06 교통 삼다 삼무 문화콘서트 제주공항 제주지방경찰청
07.07 자연에 관한 지극히 다양한 표상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7.08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7.08 백난아 가요제 한림체육관 특설무대
제주시, 한림읍, 

백난아기념사업회,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07.08 2016 원먼스 페스티벌
(첼리스트 지윤, 일렉트로닉 듀오 텐거) 토리의 꿈 게스트하우스 더하우스콘서트

07.08~07.09 제주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함덕서우봉해변 스테핑스톤 조직위원회, 
함덕리

07.09 소란 '우리, 여행'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7.09 제2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색소폰협회

07.09 2016 원먼스 페스티벌(피아니스트 김현아) 콘서트홀 하모니 인 제주 더하우스콘서트
07.09 바리톤 허종훈 초청 토크콘서트 이담갤러리 아트만뮤직

07.09 구좌합창단 기획연주회
'구좌소리 with 하모니' 동녘도서관 구좌합창단

07.10 지꺼지게 Turn Up! 무비콘서트 탑동해변공연장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매깨라스튜디오

07.10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향상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07.11 제2회 행복한 제주 평화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07.11 클래식 음악 여행-추억의 향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07.14~07.15 오페라 '나비부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7.16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7.16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연희각 제주시, 제주문화원

07.16 2016 원먼스 페스티벌
(재즈 피아니스트 김세운) 이담 갤러리 더하우스콘서트

07.16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7.19 제3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광양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07.21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7주년 기념
 휘성 콘서트 제주도립미술관 야외공연장 제주도립미술관

07.22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7.22 백합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놀래올래 제주중앙여중 
백합윈드오케스트라

07.23 바람콘서트 청하(청춘의 푸른 여름) 이호테우해변 아일랜드팩토리 NEO-JEJU
07.23 사우스카니발 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7.23 시 콘서트 '일년 후' 카페 오이 시노래프로젝트 블루문, 
예술공간 오이

07.23 음악해설여행 조수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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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07.23~10.29 
(매주 토)

도심에서의 산책, 
삼도동 콘서트 '거리 콘서트' 메가박스 제주점 앞 제주빌레앙상블

07.23~10.29 
(매주 토) 홍랑길에 퍼지는 생활문화콘서트 삼도1동 홍랑길 제주시

07.24 토요박물관산책 -
 나희경의 '희경의 방 in 제주'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7.24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추억여행!'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7.25 한희정 여름 제주 에리두 cafe n Beds 제주 에리두
07.27 동행 세번째 이야기 '여름가요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7.27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국립제주박물관 (주)제이엘아트

07.27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추억여행!'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7.27 도심에서의 산책, 
삼도동 콘서트 '향사당 음악회' 향사당 제주빌레앙상블

07.29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7.29~07.31 2016 제주관악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야외무대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30~07.31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추억여행!'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7.30~07.31 영화 속 클래식 음악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08.01 2016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연희각 야외무대 제주시,제주문화원
08.02 기타리스트 김관석 라이브 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쏭쓰라이브
08.03 제8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08.03~08.09 2016 서귀포 야해(夜海) 페스티벌 표선해비치해변 특설무대 서귀포시
08.05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8.05 음악극 'Four Talk's'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아트, S.A.T.B앙상블

08.05~08.06 제16회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천지연야외공연장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08.06 ONE LOVE CONCERT PART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한국재난구호, 
㈜지에이치이엔엠

08.06 라이온스 100주년 '아름다운 동행' 
사회봉사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08.06~08.07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추억여행!' - 7080 징검다리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8.06~08.09 2016 린덴바움 여름 페스티벌 & 
오케스트라 in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칼호텔, 서귀포관광극장 ㈜린덴바움아카데미

08.08.~08.16 제21회 제주국제관악제, 
제1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제주해변공연장 등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8.13 제주목관아 작은음악회 제주목관아 연희각 야외무대 제주시, 제주문화원

08.13 바이올린연주자 권혁주 
초청연주회&마스터클래스 이담갤러리 아트만뮤직

08.13~08.14 루시드폴 연작 리사이틀 '목소리와 기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주)설문대

08.18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제5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08.19 2016 삼다공원 문화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08.20 기타리스트 김광석 in 쏭스라이브 라이브카페 쏭스라이브 쏭스라이브
08.20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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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여행!' - 제주실용음악협회 여름공연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8.20 하우스콘서트 '아벨콰르텟, 그 위대한 시작'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

08.21 Camerata 창단연주회 'Greeting'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Camerata
08.22 김한돌 피아노 독주회 '하늘을 나는 피아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한돌

08.24 흙피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 영화문화예술센터 앞 광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26~08.27 제15회 전국 학생대상 아라 음악콩쿠르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8.27 제주목관아 작은음악회 제주목관아 경내 연희각 제주시, 제주문화원

8.27~8.28 제주뮤직페스티벌 제주돌문화공원 야외 특설무대 제주관광공사
08.28 제13회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 서귀포 산지물 동홍동, 동홍동연합청년회

08.28 제18회 한국플루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정기연주회 '세상의 모든 음악'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플루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28 서귀포어린이합창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08.29 제1회 희빈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희빈합창단

08.31 국립제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31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여름!! 
추억여행!' -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초청공연
서귀포관광극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주)제이알아트

08.31 도심에서의 산책, 삼도동 콘서트 
'향사당 음악회' 향사당 제주빌레앙상블

08.31 동행콘서트 네 번째 
이야기-마지막여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8.31 제주도제 70주년 기념 제주사랑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KBS제주방송총국

09.01 제주합창단 제9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09.01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02 박경환 JEJU 콘서트 
'늦어버린 여름바다에서' 에리두 에리두

09.02 라루스앙상블 뮤지컬 갈라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스앙상블
09.02 아라음악콩쿨 수상자 음악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9.03 아리랑라디오 개국 13주년 기념 콘서트 탑동야외공연장 아리랑라디오
09.04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9.06 2016 미리내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미리내

09.09 심희정 음악학부 교수와 함께하는 
지음회(知音會) 창단음악회 아라뮤즈홀 지음회

09.09~09.10 창작 오페라타 '이중섭'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09.10 King of Rock Concert in Jeju - 
국가스텐, 모비딕, 블랙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ICC JEJU, 프리컴티켓

09.10 주현미와 함께하는 Full Moon 
한가위 한마당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10 제주목관아 작은음악회 제주목관아 경내 연희각 
야외무대 제주시, 제주문화원

09.10 김지영 첼로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지영

09.11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09.12 제11회 제주체임버코랄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체임버코랄 

09.13 개교 65주년 및 제27회 오현인의 날 기념 
오현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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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의 해설이 있는 
순수창작 발표 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09.17 제2회 원더랜드 인 제주 렛츠런파크 제주 안지스컴퍼니
09.17 추억의 팝스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09.20 제8회 라루체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체앙상블

09.21 제주교향악단 제12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9.21~9.30 12번째 라이브공연 쿰자살롱 쿰자살롱

09.22 금난새와 함께하는 
서귀포 실내악 갈라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22 테너 박웅 독창회 아라뮤즈홀 박웅

09.23 11시 금요 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9.23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9.24 RMR JAZZ CONCERT RMR hall RMR Kitchen&Hall

09.24 브라질 보사노바 뮤지션 
나희경의 '희경의 방 in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9.24 2016 곶자왈 숲속 콘서트 교래자연휴양림 야외공연장 곶자왈공유화재단

09.24 한국불교태고종 태고만다라합창단 
창단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불교태고종 

태고만다라합창단
09.24 2016 제주어 창작동요제 아라뮤즈홀 KCTV제주방송

09.25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콘서트 
'Play The Blues' 쏭스라이브 쏭스라이브

09.25 신들의 향연-제주神곡' 특별공연 서귀포 일대 및 새연교 
특설무대 한국실험예술정신

09.25 소프라노 양제경 리사이틀 서귀포예술의전당 양제경

09.26 모차르트탄생 260주년기념 제주도성악협회 
갈라 콘서트 '모차르트에 빠지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09.28 서귀포예술의전당 9월 문화가 있는 
날-동행5 '가을째즈'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28 도심에서의 산책, 
삼도동 콘서트 '향사당 음악회' 향사당 제주빌레앙상블

09.29 제주교향악단 제12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9.30 제주솔로이스츠 '가을 맞이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솔로이스츠
10.01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제5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0.01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년합창단 연합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소년소녀
합창단연합회

10.02 제28회 한림공업고등학교 
동문의 날 전야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림공고 동문회

10.03 더 싱어즈 제1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더 싱어즈

10.03 재즈밴드 시크릿코드의 해설이 있는 
순수창작 발표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10.05 2017학년도 음악고의 아름다운 출발을 
기원하면서! 경축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함덕고등학교

10.06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10.06 제5회 송당초등학교 목관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송당초등학교
10.06 양우영 피아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양우영

10.07 인디뮤지션 초청 공연 - 일단은 준석이들, 
전찬준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10.08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 대합주 탑동광장 특설무대 (사)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10.08 오페라 '나는 이중섭이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10.09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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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0.09 제주월드뮤직오름 페스티벌 한라수목원, 광이오름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컬쳐오픈(WCO)

10.09 제6회 귤빛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귤빛여성합창단
10.11 칼리오페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칼리오페

10.11 서귀포관악단 제5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10.12~10.14 쿰자라이브 쿰자살롱 쿰자살롱

10.14 IBK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성번째 
참! 좋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IBK 기업은행

10.14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노 향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예인음악예술전문학교
10.14 소프라노 좌안옥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좌안옥
10.14 솔렘 남성중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솔렘 남성중창단

10.15 청정점수(잠자리가 물을 차며 날아감)
 첫 콘서트 어쿠스틱홈즈 청정점수

10.15 특별초청공연 - 크리스찬 페레즈 & 
야나 흐리스토바 기타 플룻 듀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10.15 201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공연 '오선지에 수놓은 작은 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15 오렌지스쿨 제7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10.15 Why not! 연·노형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입맞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Why not! 

연·노형여성합창단
10.16 옥상거지의 한국 복귀 기념 제주 공연 겟스페이스 옥상거지
10.16 한국피아노협회 앙상블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피아노협회
10.16 제15회 제주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칸투스합창단

10.16, 11.12 제주빌레앙상블 '풍경이 있는 음악회' 사라봉 제주빌레앙상블

10.17 제주동산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동산교회 

어린이합창단

10.18 제주CBS창립 15주년 기념음악회 
'Jazz in Jeju 2016'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CBS

10.18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0.19 오까다시노부 엔카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엔카동우회
10.19 비아 초청 공연 '동화, 음악이 되다' 동홍아트홀 동홍동주민센터

10.19 제6회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느영나영 한소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10.19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아라뮤즈홀 제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10.20 창작 CCM 콘서트 '일곱사랑노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기독예술인 창작 공동체
10.21 현은숙의 건반위 은파 'JOY' 서귀포예술의전당 건반위 은파

10.22~10.24 코리아 영 드림 오케스트라 음악회 제주경마공원,
서귀포예술의전당

코리아 영 드림 
오케스트라,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10.23 휘성의 제주콘서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제주신보, ICC JEJU

10.23 음악과 테마가 있는 힐링콘서트! 
솔동산 음악회 서귀진성, 자구리공원 솔동산음악회

10.23 행복한 클래식 음악여행 in 서귀포 Ⅳ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10.23 피아니스트 레미 파노시앙 단독 콘서트 RMR Hall RMR Kitchen/Hall, 
DNSHitCh

10.23 제5회 가톨릭 합창 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시지구 성가대협의회

10.24 2016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10.25 제6회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빅색소폰연주단

10.26 도심에서의 산책, 
삼도동 콘서트 '향사당 음악회' 향사당 제주빌레앙상블

10.26 우상임의 아코디언 에세이 '나의 우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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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귀포가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10.27 엠카운트다운 IN JEJU 제주종합경기장 CJ E&M, 제주관광공사
10.27 희망나눔 사랑 이야기 제9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법화불음봉사단

10.28 제주대 개교 64주년 기념 제주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3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10.29 제24회 제주블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10.29 제주목관아 콘서트 제주목관아 연희각 제주빌레앙상블

10.29~10.30 뮤직인섬 소극장시리즈 - 커피소년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주)설문대

10.30 우도동굴 판타지-충암(沖庵) 선생의 
우도가(牛島歌)를 노래하다 우도 고래굴 제주도개발공사

10.30 제주콘서트콰이어 제12회 
정기연주회-세계합창여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콘서트콰이어

10.31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11.01 전장수 클래식 기타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We music
11.03 제3회 원더랜드 인 제주 표선면 성읍리 보롬왓 안지스컴퍼니

11.03 제4회 제주교향악단 신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11.03 카메라타 싱어즈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카메라타 싱어즈

11.05 제5회 전국오카리나경연대회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제주의소리,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11.05 제15회 세바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세바합창단
11.05~11.06 정엽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소극장 (주)설문대

11.06 음악과 테마가 있는 힐링콘서트! 
솔동산 음악회 서귀진성, 자구리공원 솔동산음악회

11.06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1.07 독일 앙상블 모자이크 제주 초청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11.07 제6회 제주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권사합창단
11.07~11.08 너영나영, 악기야 사이좋게 놀자 서귀포예술의전당 큐직

11.08 전국 어울림 합창 대축제 탑동해변공연장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11.09 2016 희망콘서트(생이소리오카리나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11.09 농업인과 함게하는 시청자음악회 
'가을 추억여행'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KBS 제주방송총국

11.10 곽정연, 오미형 듀오 리사이틀 아라뮤즈홀 곽정연, 오미형

11.10 제주합창단 제9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11.11 KBS열린음악회 제주종합경기장 제주시

11.11 2016 제주신인음악회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1 박순방, 서영화 듀오연주회 아라뮤즈홀 박순방, 서영화
11.12 제주빌레앙상블 '풍경이 있는 음악회' 향사당 제주빌레앙상블
11.12 라파플루트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라파플루트앙상블

11.12 제11회 펠릭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천주교제교구 
펠릭스합창단

11.12 레드미컬 콘서트-ABO Friends와 가을 사이 겟스페이스 제주혈액원

11.12 아리랑라디오 개국 13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Expats Night with Talk & Music' 국립제주박물관 아리랑라디오

11.12 서귀포다문화합창단 '하모니로 평화의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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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제주색소폰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11.14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11.14 제2회 빠시오네 정기연주회   
'토크가 있는 아카펠라' 서귀포예술의전당 빠시오네

11.15 제주카리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카리스합창단
11.15 제2회 콘체르코어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콘체르코어
11.15 양성평등 콘서트 '동행'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1.15 제4회 제주시니어 코랄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제합창교류센터

11.17 제주교향악단 제12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11.19 노고록 색소폰앙상블 3번째 정기연주회 
'상(想)'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노고록색소폰앙상블

11.19 제3회 제주드림주니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드림주니어

오케스트라
11.19 제주오카리나페스티벌 제주김만덕기념관 (사)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11.19 2016 도서관 음악회 송악도서관 평생교육실 송악도서관

11.19 청소년을 위한 힐링 콘서트 한라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19 음악과 테마가 있는 힐링콘서트! 
솔동산 음악회 서귀진성, 자구리공원 솔동산음악회

11.20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47회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1.20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탐라중 오케스트라, 
일중 한얼윈드오케스트라 연합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탐라중학교

11.20 성악앙상블 소울 제4회 정기연주회 
'내 마음의 노래' 서귀포예술의전당 성악앙상블 SOUL

11.21 임상규&웅산이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21 쏠리스트앙상블과 함께하는 사랑더하기 
음악회 '제주의 울림' 서귀포예술의전당 쏠리스트앙상블

11.23 심희정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심희정

11.24 강제규 감독과 함께하는 
서귀포영화음악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25 6개 도시 KBS 어린이 합창단 교류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KBS 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11.26 김광석을 노래하다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아이짬 컴퍼니
11.26 제주 흥사단 타악기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 흥사단
11.26 이정순 창작곡 콘서트 'Song of Jeju' 제주김만덕기념관 이정순
11.26 Trombonic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트롬보닉앙상블
11.26 제주 플루티스트 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플루티스트 앙상블

11.26~11.27 뮤직인섬 소극장시리즈-디에이드 첫 
전국투어 'Reborn 제주공연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

11.27 2016 수능 특별콘서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11.27 제12회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로맨틱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11.28 2016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고등학교
11.28 제주시청 직장 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청 직장 합창단

11.30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만추'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30 제주건반예술학회 창단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건반예술학회

12.01 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겨울맞이 가족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12.02 개교 제64주년 기념 중앙 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중앙고등학교
12.03 2016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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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협회

12.03 예지영의 첼로이야기2 
'초겨울, 첼로를 가슴에 품다'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예지영

12.03 KCTV 성악콩쿠르 아라뮤즈홀 KCTV제주방송

12.04 제33회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12.04 이동용 피아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동용

12.06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07 제6회 외도 하모닉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외도초등학교

12.07 김양남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양남
12.08 제3회 제주평화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12.08 그룹사운드 '부활' 송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08 서귀포송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12.08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협주곡의 밤 아라뮤즈홀 프로아트
12.09 임대흥 8번째 클라리넷 독주회 아라뮤즈홀 임대홍
12.10 김혜미 귀국 바이올림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혜미

12.10 제1회 제주 고은솔 어린이 합창단 창단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고은솔 어린이 
합창단

12.10~12.29 작은음악회 시즌2 미예랑소극장 미예랑소극장

12.11 제주CBS창립 15주년 기념음악회 
'목자들의 캐롤축제 시즌3'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CBS

12.12 제주 Beau Diane Duo 연주회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1 쇼팽'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Beau Diane Duo

12.13 2016 제주예술단 송년음악회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12.13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하나로합창단

12.14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김만덕나눔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KCTV제주방송

12.15 박민정 독창회 아라뮤즈홀 박민정

12.16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겨울클래식'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16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50회 정기연주회 
'명곡 시리즈 Ⅳ' 아라뮤즈홀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12.17 느영나영빅밴드 창단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느영나영빅밴드
12.17 제11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12.17 바람콘서트 ‘크리스마스보다 하야케’ 구 라바클럽 바람

12.17 한라윈드앙상블 제65회 정기연주회 
'흰눈은 내리는데 금빛 소리는 빛나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18 제14회 제주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2.18 2016 청소년 탑밴드 페스티벌 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 
예술공간 오이, 

제주의 소리
12.18 한라윈드앙상블 제21회 프롬나드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19 독주, 중주, 합주 등으로 연주하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19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이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농어촌 가족사랑 송년음악회'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2.19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2.20 앙상블 FUN 송년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앙상블 FUN
12.21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
12.21 김남훈 타악기 귀국 독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남훈
12.22 파하마 색소폰 앙상블 창단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파하마 색소폰 앙상블



- 35 -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22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2016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12.22 2016 제주창작합창페스티벌 아라뮤즈홀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24 제4회 메리 씨에스마스 디너콘서트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씨에스호텔앤리조트

12.24 2017 제주윈터 페스티벌 
미스터브라스밴드 미니콘서트 칠성로 거리무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12.24 Be산타 프로젝트 제주시청 대학로 인디in제주

12.24 바오젠거리 문화의 밤 바오젠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바오젠거리상가번영회

12.24 아듀! 2016 원도심 송년 콘서트 영화문화예술센터 앞 특설무대 제주시

12.26 제13회 20주년 기념 헨델 메시아 전곡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12.26 2016 서귀포 코러스 페스티벌-
소리로 하나 되어…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12.27 토마토밴드 불우이웃돕기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토마토밴드
12.27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정기연주회 거인의 정원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12.27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음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2.28 자작나무 숲지기 우상임과 함께하는 콘서트 한마음병원 제주시

12.29 CTS 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TS제주방송

12.30 오라페 갈라 시리즈1 '나비부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오페라연구소
12.30~12.31 넬 콘서트 'Nell's Room in Jeju'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주)설문대

12.31 2017 제주윈터 페스티벌 
바버렛츠 미니콘서트 칠성로 거리무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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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2016년 월별 공연 현황

2016년 장르별 공연 현황

2016년 도내·외 단체 공연 현황

2016년 지역별 공연 현황

2016년 연극활동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5 3 5 5 15 33 10 9 12 5 18 15 135

구분 마당극 뮤지컬 아동 연극 계
건 18 14 32 71 135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1.08 창작 낭독극 '다시, 추사를  만나다'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1.15~01.21 해우소 이야기 2016 세이레아트센터 몬딱스 제주청년예술단체 
몬딱스

01.16~01.17 뮤지컬 '젊음의 행진' 제주아트센터 PMC프로덕션 JIBS, (주)제주멍키
01.22 낭독극 '해산바가지'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1.29~01.30 4·3입체 낭독극 '다랑쉬'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2.13~02.28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2.17 흉내쟁이 호랑이 우당도서관 세이레
어린이극장 우당도서관

02.26~02.27 에쿠우스 제주아트센터 극단 실험극장 극단 실험극장
03.10 영영 이별 영이별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정자 서귀포예술의전당

03.17~03.18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특별초청공연 
'이 뭣꼬' 제주아트센터 J&C코리아 

뮤지컬 컴퍼니
제주불교연합회, 

제주불교신문

03.18~03.19 연극 '결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컬쳐마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3.26 코믹연극 '배꼽'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빛나는별 국립제주박물관
03.28~03.29 3월 29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배우세상 극단 배우세상

04.07 가족뮤지컬 '얼씨구나 용궁가자'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서귀포예술의전당

04.09~04.10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제주아트센터 뮤지컬해븐 제주아트센터

04.22~04.23 기획공연 뮤지컬 '아찔한 연애'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즐겨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4.25 꿈!이로다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아트센터 극단가람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구분 도내 단체 도외 단체 계
건 75 60 135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건 115 2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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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선대회)

04.26
고추말리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아트센터 극단이어도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01
그게 아닌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03 KBS 시청자음악회 가정의 달 기념  
뮤지컬 삼신판타지 제주아트센터 극단 십년후 KBS제주방송총국

05.03 빨간모자와 늑개아저씨, 
개미와 베짱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무지개극단 무지개극단

05.05 판타지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서귀포예술의전당 아트컴퍼니 아트컴퍼니
05.05~05.06 어린이 뮤지컬 변신자동차 또봇 제주아트센터 ㈜와프 ㈜와프

05.07 가족뮤지컬 ‘플라잉’ 서귀포예술의전당 마인드 달 서귀포예술의전당
05.09 가족뮤지컬 '정글북'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시민 극단시민
05.14 아동극 '환타지 오즈의 마법사'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21 국립제주박물관

05.14~05.15 가족국악뮤지컬 ‘팥죽할매와 
바보호랑이’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05.14~05.15 뮤지컬 루나틱 제주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성극단 JIBS, (주)제주멍키

05.27~05.28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연극 
'길 떠나는 가족' 서귀포예술의전당 연희단거리패 

앙상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탄생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05.28 재판 마당극 '사월굿 법비'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05.28~05.29 인형뮤지컬 '도서관 생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30 삼심판타지 제주아트센터 극단 십년 후 KBS제주방송총국
06.02~06.06 그게아닌데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6.03 뮤지컬 파리넬리 제주아트센터 HJ컬쳐 제주아트센터

06.03~06.04 인형극 '아기사슴섬 천사들' 간드락소극장

전방위 
예술창작팀 

‘프로젝트그룹  
결사대’

전방위 예술창작팀 
‘프로젝트그룹 결사대’

06.10 뒷기미 병신굿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극단 자갈치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0 사월굿 법비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 한라산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1 창작 가족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국립제주박물관 뮤지컬창작터 
하늘에 국립제주박물관

06.11 간난이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극단 

함께사는세상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1 통영 문등북춤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이강용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1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1 섯알오름의 한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여상익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1 까마귀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풍류춤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2 마당 깊은 집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2 헛튼 덧배기춤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남기성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2 심청이 놀부를 만났을 때 제주4.3평화공원 마당극단좋다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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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4.3 평화인 권전국마당극제) 놀이패한라산

06.12 M&M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마임극단 동심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2 꽃같은 시절
(제10회 4.3 평화인권전국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 신명 제주4.3평화재단, 

놀이패한라산
06.14~06.15 가족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우리 극단우리

06.16 가족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우리 극단우리

06.16 김성녀의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성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6.23 놀이패한라산 마당굿 '세경놀이'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06.24~06.25 기획공연 '수상한 흥신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익스트림 
플레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6.24~07.03 창작연극 ‘사슬’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6.25~06.26 연극 '동치미'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06.28 제주어 인형극 '힘 센 장사, 오찰방' 제주노인대학원 제주신화
인형극단 제주문화원

06.27 6호실(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미예랑소극장 대정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7 꿈꾸러기(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표선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8 꼴찌를 사랑해요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미예랑소극장 대정여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8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신성여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9 탑과 그림자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미예랑소극장 한림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29 소년이 그랬다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남녕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30 헤더웨이집의 유령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미예랑소극장 사대부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30 탑과 그림자
(제19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중앙여고 

연극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2 연극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그녀들의 
AM 극단 그녀들의 AM

07.06~07.12 연극 '이웃집 쌀통'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7.09~07.10 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뿡뿡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쇼마스터, 
해피뮤지컬

컴퍼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13 놀이패 한라산 '사월굿 헛묘'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07.16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대표 앵콜공연  
'꿈이로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가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23 연극 '택시드리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수로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23 토요박물관산책 - 어린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21 국립제주박물관

07.23~07.24 세미뮤지컬 '낮술'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극단가람
07.30~07.31 창작연극 ‘사슬’ 앵콜 공연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8.02~08.03 연극 '이웃집 쌀통'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08.13 토요박물관산책 전통인형극 
'돌아온 박첨지'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사니너머 국립제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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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15~08.16 극단세이레극장 기획공연 
'그게 아닌데'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08.18 우산 쓴 종이거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파노가리 극단파노가리

08.19 늙은부부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08.23~08.24 입체 음향 소리극 '뗏목아라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문화예술
공동체 간드락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08.26~08.28 뮤지컬 '김종욱 찾기' 세이레아트센터 프로젝트 
그리다 프로젝트 그리다

08.27 수상한 흥신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연희연구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연희연구회

09.03~09.04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옴니아트 
'놀이기획' 옴니아트 '놀이기획'

09.07 놀이패한라산 마당굿 '세경놀이'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09.12~09.13 늙은 부부 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09.18 배우 윤희석 단독 공연 
'가을, 드라마, 뮤지컬' 서귀포관광극장 윤희석 서귀포시지역주민협의회

09.19 동행(2016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서툰사람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20 의미 있는 사치
(2016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캐스팅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20~09.22 청소년 힐링뮤지컬 플라이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서라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
진흥원

09.21 웃어라 호야
(2016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햇빛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22 영웅(2016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22 인간에 대한 예의
(2016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24~09.25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09.30 히트 세이레아트센터 대기고 연극부 대기고 연극부

10.01~10.08 부부 싸움탈출여행기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랑하기' 한라아트홀 소극장 공연창작집단 

가배
(주)공연창작집단 가배, 

마산연극협회

10.07 연극 '햄릿' 서귀포예술의전당 MJ컴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서귀포예술의전당

10.12~10.13 연극'낭독공연-해산바가지&선릉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10.22 토요박물관산책-코믹연극 
'검정고무신'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에저또 국립제주박물관

10.26 우산 쓴 종이거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파노가리 극단파노가리

11.01 제주신화인형극·민요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신화
인형극단 제주문화원

11.03~11.06 헨젤과 그레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놀이기획 
옴미아트홀 놀이기획 옴미아트홀

11.05, 
11.12, 12.03 북버스 인형극 '가믄장 아기' 탐라도서관 북버스 그녀들의 Am 탐라도서관

11.08 마당굿 세경놀이
(2016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08 창작퓨전마당코믹극 
'똘 팔암수다’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재)제주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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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11.09 낭독공연 '선릉산책
'(2016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세이레극장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09 뮤지컬 '재주 많은 세친구'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극단신명 두부기획, 극단신명

11.10~11.11 뮤지컬 '재주많은 세 친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부기획, 
극단신명 두부기획, 극단신명

11.16~11.17 노인과 바다
(제1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앙상블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6~11.17 다큐연극 '다시 추사'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11.19~11.20 똘 팔암수다
(제1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탑동해변공연장 극단가람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9~11.20 뮤지컬 ‘온에어(ON AIR)’ 서귀포예술의전당 (주)신스웨이브 (주)신스웨이브

11.24~11.25 이웃집 쌀통
(제1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25~11.26 사월굿 그림자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11.26~11.27 청혼, 결혼전야
(제1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미예랑소극장 극단 이어도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27~11.29 창작극 '아빠의 소금꽃'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가람

11.29 2016 깨비랑 정기공연 
'욕심많은  놀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깨비랑 깨비랑

12.01~12.04 작은생쥐 찌익이의 모험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어린이
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12.10~12.1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KM뮤지컬
컴퍼니 J엔터컴

12.10~12.11 허풍쟁이
(제1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뿌리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0~12.31 연극 '민중의 적'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12.12 이웃집 쌀통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2.14 뮤지컬 엄지공주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아폴로컴퍼니 두부기획, 아폴로컴퍼니

12.15~12.16 뮤지컬 엄지공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부기획, 
아폴로컴퍼니 두부기획, 아폴로컴퍼니

12.16~12.17 다시 추사를 만나다
(제25회 소극장연극축제) 세에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7~12.18 어린이뮤지컬 '프린세스 앤 프린스' 제주관광대학교 아이짬 컴퍼니 아이짬컴퍼니, 
제주이벤트 프로모션

12.18~12.19 굿 닥터(제25회 소극장연극축제) 미예랑소극장 극단이어도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23~12.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시즌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유진M 유진M

12.24 불우이웃돕기 위한 정기공연 18번째  
'서툰 사람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12.25~12.26 가시고기(제25회 소극장연극축제)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가람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30~12.31 길 위에 서다
(제25회 소극장연극축제) 미예랑소극장 퍼포먼스단 

몸짓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31 타고나지 않은 자의 꿈 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파노가리 극단파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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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2016년 월별 공연 현황

2016년 분야별 공연 현황

2016년 지역별 공연 현황

2016년 무용활동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0 3 3 2 4 1 7 7 2 2 2 5 35

구분 발레 한국 현대 종합 계
건 4 14 12 5 35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13 발레하우스 정기공연 아라뮤즈홀 발레하우스

02.26 한일 문화 교류 및 제주 청소년을 위한 
발레 초청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샬롬발레단

02.28 MC-J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J Dance Studio
03.05 영혼의 춤,바람이되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3.05 즉흥 부토공연 '영혼의 춤, 바람이 되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3.23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 창작작품공연 
'노닐며 솟구치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04.07~04.08 제1회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제주돌문화공원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주돌문화공원

04.30~05.01 움직임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21 춤, 홍랑 국립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05.27 미친(美親)댄스파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28 제주오름무용단 특별공연 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

05.29 서귀포시의 오늘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와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협의회
06.25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미친댄스파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7.09~07.10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무용공연  
'달과 까마귀 - 이중섭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07.16 춤으로 그리는 제사-비상ⅸ 스위스마을 알프스광장 최현춤보존회, 
(사)한국춤공연예술원

07.29~07.30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30 크리에이터 그룹무버와 함께하는 '자파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7.30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미친댄스파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8.02 제17회 청소년해변무용축제 제주해변공연장 한구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20 최태지와 함께하는 발레 '탐라나들이'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건 16 17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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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21 해송민속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  
제7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해송민속무용단

08.22 태평무 이수자 '이연심의 춤'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연심
08.29 고효영 전통무용 '아기업개-심금을 울리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효영
09.03 1인 1색 춤의 향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제전통무용협회
09.09 진옥섭 무용담 '사무치다'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진옥섭

10.08 제55회 탐라문화제 한중 우호  
축제-요닝성가무단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22 2016 제11회 한국 세계 벨리댄스대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벨리댄스협회
11.22 홍신자 댄스드라마-네개의 벽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24 제49회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정기공연 '만덕'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12.14 유명주 무용단 기획공연 '한정희 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유명주 무용단

12.21 서귀포를 춤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관광극장

(사)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12.28 솔향춤보존회 정기공연 '은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솔향춤보존회
12.30 ‘최신아 예술단’ 초청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주민협의회
12.30 어머니의 방 - 춤, 공간을 만날 때… 월드컬쳐오픈 제주 제주춤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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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2016년 월별 공연 현황

2016년 분야별 공연 현황

2016년 지역별 공연 현황

2016년 전통예술활동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1 4 2 6 4 11 6 6 6 5 10 5 66

구분 연극 음악 의례 종합 계
건 4 45 2 15 66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6 허튼굿 '나눔의 시작'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2.03 2016 탐라국 입춘굿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02.03 허튼굿 '이레놀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2.03~02.04 탐라국 입춘굿 '모관 저자에 춘등을 내걸다' 제주목관아 및 제주시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제주민예총

02.07 제주사랑상품권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 제주민속오일시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3.12 타니모션과 함께하는 신나는 국악 여행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3.26 성읍마을 전통민속공연 성읍민속마을 일원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성읍1리마을회

04.03 4.3문화예술축전 역사맞이 거리굿  
‘애기동백꽃의 노래’ 제주시청 앞 광장 (사)제주민예총

04.04 허튼굿 '나눔이야기 4.3위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4.09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노형해원상생굿’ 노형동 주민센터 (사)제주민예총
04.15 우리소리연구소 '제주에 소리꽃을  피우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우리소리연구소

04.16 한국전통타악그룹 태극 
'제주도민을 위한 악·가·무의 향연' 대정청소년수련원 한국전통타악그룹 태극

04.22~04.23 국악밴드 숲 퓨전국악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5.04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5.14 정동극장의 전통창작극 '율-가온'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주아트센터

05.22 소낭예술단 정기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소낭예술단

05.31 꽃놀이 난장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06.01 춤추는 바람꽃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06.03 2016 용연선상음악회 용연 일대 제주시, 제주문화원
06.08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6.09 자갈치 극단 병신세상 살림굿 '뒷기미  병신굿'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자갈치 극단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건 53 1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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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국악그룹 '들소리'공연 '뜻밖의 외출'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6.14 안숙선 특별공연 '토선생 용궁가다'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06.15 퓨전 국악밴드 '고래야'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06.17 제1회 양정호 거문고 정악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택견한민족문화원

06.18 한국국악협회서귀포지부 제16회 탐라국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06.18~06.19 퓨전국악팀 초청공연 '동화'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6.29 R.D컴퍼니 타악그룹 고리 
'리듬TA! 듣고PA! 즐기고PA!'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07.09 퓨전국악그룹 '페르시안블루' 초청공연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7.10 국악토크콘서트 라라비밴드 
'이쯤에서 가야금을'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7.13 허튼굿 '나눔이야기-마술과 전통예술의  
콜라보레이션 만남'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7.20 팔산명인전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07.23, 
07.30, 08.06

가족소리판굿 '물로 뱅뱅 돌아진 섬 삼시굶엉 
물질을 허영' 우도, 가파도, 비양도 민요패 소리왓

07.23~09.10  
(매주 토) 2016 소낭 숲 우리음악콘서트 休(휴) 한라수목원 (사)국악연희단하나아트

08.02 권미숙의 춘향가 발표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08.03 인터엑티브 전시공연 '서천꽃밭'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기종석
08.19 그리움 강이 되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앙상블 시나위

08.20 권미숙 명창, 춘향가 완판완창 도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08.26 3인 거문고 정악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택견한민족문화원
08.27 문화마을 들소리 '제주소리를 찾아서' 서귀포예술의전당 (사)문화마을 들소리
09.03 소리공감 5人5色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악실내악단 제주락
09.07 허튼굿 '나눔이야기 산도롱 풍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9.08 제1회 우리소리어울렁예술단창립기념 발표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우리소리 어울령

09.10 제11회 정기공연 
'전국민요 소리여행 어우렁 더우렁' 제주해변공연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9.18 경허영 어떵살코 고랑몰라 봐사알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농요보존회
(한라예술단)

09.25 제4회 2016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공연 
'해녀를 통해 제주삶을 보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국악단 가향

10.07~10.08 제55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17 제2회 국악퓨전 '나들이' 장기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국악퓨전 너나들이
10.23 풍물, 기악연주, 판소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물놀이 한얼
10.29 국악앙상블 현 '재주도좋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국악앙상블 현
10.30 두들쟁이 타래 정기공연 '올레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들쟁이 타래
11.02 허튼굿 나눔이야기 '놀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1.09 꽃놀이 난장(2016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영화문화예술센터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10~11.11 탐라풍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11.11 꽃놀이난장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11.13 제15회 정악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11.18~11.20 탐라풍 영화예술문화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11.20 꽃놀이난장 영화예술문화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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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단팥산대

11.21 무풍 영화예술문화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연희단팥산대

11.27 해오름과 함께하는 한마당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해오름국악예술원
11.30 소연 신은숙-공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신은숙

12.03~12.04 애기좀녀의 꿈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민요패소리왓
12.07 허튼굿 나눔이야기 'Last  celebration'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2.07~12.08 창작굿시극·질치기 '설문대할망'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12.14 fun fun한 음악 국악콘서트 아라뮤즈홀 (사)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28 국악콘서트 그룹 제주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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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행사 및 축제

2016년 월별 문화 행사・축제 현황

2016년 지역별 문화 행사・축제 현황

2016년 문화 행사・축제 편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2 1 6 11 6 3 11 6 12 16 10 8 92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26~02.04 2016 丙申年 탐라국 입춘굿 제주목관아 등 (사)제주민예총

01.29~02.04 2016 봄맞이 제주 원도심 재생 축제-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 제주 원도심 일대 탐라문화연구원

02.02 서부도서관 10주년 개관 기념 
'함께  해요! 서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서부도서관

03.03 2016 제주들불축제 전야행 '샘!샘!샘! 콘서트' 제주시청 광장 제주시
03.03~03.06 2016 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제주시
03.09~03.23 영등퍼레이드 영등할망바름질걷기 축제 제주도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3.18~03.19 제6회 서귀포봄맞이축제 이중섭공원 서귀포봄맞이축제
조직위원회

03.19~03.20 제18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중문관광단지 일대
서귀포시, 

(사)한국체육진흥회,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03.31~04.01 벚꽃향기 날리는 날에는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04.01~4.10 제25회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시 전농로, 
제주대 입구, 

애월읍 장전리
제주시

04.02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전야제 제주아트센터 제주4‧3평화재단
04.02~04.03 4.3거리예술제 제주시청 광장 (사)제주민예총

04.07~04.09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제주  
'열림·풀림·울림의 문화예술 섬,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04.09~04.10 제34회 제주유채꽃축제 가시리 유채꽃광장 서귀포시

04.12~04.18 제52회 도서관주간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 한라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04.15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  
'평화의 기억으로, 모두의 안전으로'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04.16 제13회 한수풀 동화축제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도서관

04.16 세월호 추모 2주기 행사 
'또 다른 방주 타고 오시라'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04.16 제주 세월호 참사2주기 추모문화제 제주시청 세월호참사 대응 
제주 태책회의

04.23~04.26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강정마을 일대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개최를 위한 
시민모임집행위원회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계
건 68 2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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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27~11.30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로 通하는 칠성로!’ 칠성로 야외무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5.01~05.31 2016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05.20~05.22 제주예술문화축전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5.21 문화 향기가 흐르는 문화 페스티벌 '난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5.21~05.22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 제주시 칠성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

추진위원회, 
제주네팔공동체, 
제주스리랑카인 
공동체(NAPIL),

05.28 바라던 바다 비치코밍페스티벌 금능으뜸원해변 재주도좋아
05.28~05.29 제2회 보롬왓 제주 메밀밭 축제 성읍리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06.03~06.04 pre 1020 하자마 페스티벌 건축 카페 내일학교

06.13~06.16 제9회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해비치호텔&리조트제주 외  
제주도 일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06.19~06.24 의녀 홍윤애 추모문학제
홍윤애의 묘, 

제주KBS방송총국 신관  
로비 갤러리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2 2016 제4회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한마당 제전 탑동해변공연장 헤드라인제주

07.09 개관 8주년 기념 꿈틀 책축제 노형1근린공원 노형꿈틀작은도서관
07.09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 '찾아가는 여성영화' 우도초중학교 운동장 제주여민회

07.15~07.17 2016 제주국제라틴컬처페스티벌 함덕서우봉해변 제주국제라틴컬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07.23 2016 낭낭축제 거문오름 인근 
ZIP트리스쿨

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제주숲해설가협회, 
낭낭문화체험축제

조직위원회

07.20~07.24 제2회 서귀포 신스틸러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주)신화글로벌

07.22~07.24 2016 디-아트페스티벌 인 제주 제주해변공연장, 조천포구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7.23~08.03 이야기가 있는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07.23~10.29 홍랑길에 퍼지는 생활문화 콘서트 홍랑길 일원 제주시
07.24.~8.20 도심에서 떠나는 여름밤 추억여행 서귀포관광극장 지역주민협의회
07.30~07.31 제주 원도심 축제 마실가게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8.05~08.06 음식영화축제 In Jeju 세이레아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08.13 한수풀 해녀바당축제 한수풀해녀학교 바다운동장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08.19~08.20 제55회 탐라문화제 사전행사 
'오! 오! 탐나는 축제다'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앞 
광장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4~08.26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08.27 2016 한중일 예술제 서귀포 제주국제컨번션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외문화홍보원

09.01~10.27 원도심 문화벨트 조성 창작공연  
'wind&wish 페스티벌' 영상문화예술센터 앞 광장 제주시

09.02, 2016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in jeju' 제주해변공연장, 한국장애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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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8,  
09.1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03 제1회 '우도야 고치놀게' 우도 초·중학교 운동장
우도면 연합청년회 & 

Made The World Over 
Theatre

09.13~09.30 한라산이 품은 오라! 메밀꽃 나들이  행사 오라동 산76번지 오라동 새마을회
09.17 제2회 원더랜드 인 제주 렛츠런파크 안지스컴퍼니

09.23~09.24 제3회 고마로 마(馬) 문화축제 고마로 거리, 신산공원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마로  
마(馬)문화축제위원회

09.24.~09.27 2016 제주국제실험예술제(JIEAF)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새연교

한국실험예술정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09.24~09.25 제9회 해녀축제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축제 추진위원회
09.27 제4회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 문화예술제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09.29~10.02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사)제주여민회

09.30~10.02 제2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느영나영 모다들엉 지꺼지게'

자구리공원,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일대

서귀포시,  서귀포칠십리
축제조직위원회

09.30~100.2 2016 제주평화축제 교래자연휴양림 제주평화축제추진위원회

10.01~10.02 제570주년 한글날 기념 수필문학축제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 
백록수필문학회

10.01~10.03 2016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제주원도심 일원 (사)제주민예총, 
2016제프조직위원회

10.01~10.03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컬처디자이너 아시아페어 삼도2동 문화의거리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컬쳐오픈(WCO)

10.05~10.09 제55회 탐라문화제 제주시 탑동광장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07~10.09 곶자왈생태문화페스티벌 동백동산 습지센터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10.14~10.15 노이즈페스티벌(NOIJ:Night Out In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플레이케이팝일대 제주관광공사

10.15~10.16 알쏭달송당-신들의 고향, 송당마을 한바퀴 송당마을 일대
(주)어반플레이, 

(주)맛조이코리아,  
(주)콘텐츠그룹 재주상회

10.15~10.16 제23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성읍1리 마을회,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10.15~10.16 책들의 가을 소풍, 제10회 제주 책 축제 신산공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초등국어교과
교육연구회

10.18~10.24 2016 제주여성문화예술축제 '제주·바람꽃:이'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PHILMUSIC
10.21~10.22 2016 제주올레축제 제주올레 1~2코스 (사)제주올레

10.22 시가 흐르는 오조리 올레길 문화향연 오조리 마을회관 앞 광장 성산읍 오조리마을회, 
제주문화창의연구회

10.22~10.23 2016 제주밭담축제 
'천년의 밭담, 제주의 삶을 담다' 제주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22~10.23 제19회 이중섭예술제 이중섭거리 일원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10.27~10.30 제6회 제주옹기굴제 고비치노랑굴일대 (사)전통옹기전승보존회, 
제주옹기박물관

10.28~10.31 Happy Halloween with 夜! 가보場 스위스마을 스위스마을 동행

11.02~11.04 원형과 창조의 섬-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02~11.25 문화마당 ‘성안에서 놀다’ 산지천 광장 제주시,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03~11.06 제7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영화문화예술센터,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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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메가박스 제주,  
간드락소극장

제주프랑스영화제
집행위원회

11.03~11.09 제주 문화도시 주간(週間)-
다시 별의  도시 제주를 꿈꾸다 제주시 원도심 일원

제주시, 제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11.12~11.19 제12회 제주영화제 롯데시네마제주 제주영화제집행위원회

11.18~1.29 비영리전시공간 및 창작공간 아트  
페스티벌-AR(Art Space & Residence) TOWNS

제주도립미술관, 향사당, 
황지식당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1.24~11.26 2016 서귀포 가을문화 페스티벌 칠십리야외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11.25~11.26 2016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청소년의거리 일대,  
제주동여자중학교

제주학생문화원

11.25~11.27 제1회 제주어린이청소년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독립영화협회
11.26 혼디~오니소스축제 원도심일대 아트세닉

12.01~12.02 2016 생활예술동호회페스티벌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2.02 2016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06 2016년 한수풀 문화축제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도서관

12.17~01.22 2017 제주윈터 페스티벌 한라산 어리목, 제주 
원도심 등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12.17~12.18 미니비키 페스티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20~12.21 제주무형문화페스티벌 관덕정 야외무대 및 
목관아지 경내 제주특별자치도

12.23 문화로 힐링하는 장애인 문화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12.24 2016 제주칠성로상점가 
happy 크리스마스 축제

제주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중소기업청, 제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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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주소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1길 1, 5층
㈔대한건축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건축학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제주시 승천로 74

다원 및 
문화일반

BUSY BEE WORKS 제주시 연사길 89-7
The Paran 서귀포시 솔동산로 26-10 2층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 서귀포시 이어도로 943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제주 제주시 관덕로6길 11

꽃삽컴퍼니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꿈꾸는 고물상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108

비엠씨킴스 제주시 도근내길 13-8 지하
㈔글로컬문화콘텐츠연구소 제주시 관덕로 15길 6 

㈔색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서사로 167-2
㈔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제주시 관덕로 6길 11 지하

㈔제주시낭송협회 제주시 연신로 87-5
㈔한국라틴문화교류원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54

살거스 제주시 관덕로6길 16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
재주도좋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9

제주그림책연구회 제주시 영천길 218
제주문화컨텐츠연구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8-2

제주문화포럼 제주시 전농로 107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제주시 도남로12길 13-2

초록별사람들 제주시 한림읍 귀덕7길 5
한국실험예술정신 서귀포시 중정로 76

도립

제주도립교향악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제주도립무용단 제주시 동광로 69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제주도립합창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무용

거문오름 무용단 제주시 수덕3길 4
바리나모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00
빛무용단 제주시 설촌로4길 14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국제전통무용협회 서귀포시 중앙로 79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관덕로9길 10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국기로36 지젤발레학원
㈔한국발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0

솔향춤보존회 -
숨비민속무용단 제주시 신광로4길 22 

연꽃무용단 제주시 선덕로6길 36
예지무용단 제주시 태성로5길 6

이지연발레단 제주시 국기로 36
제주민속무용단 서귀포시 태평로 529-6 
제주샬롬발레단 -
제주시티발레단 제주시 동광로 50
제주오름무용단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제주전통어멍무용단 제주시 도령로11길 25
제주춤아카데미 제주시 우정로6길 32
제주춤예술원 제주시 천수동로 20

해송민속무용단 제주시 정든로2길 18
혼비무용단 제주시 서사로22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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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주소

문학

구좌문학회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67
국제펜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시 수덕로 44

귤림문학회 제주시 아란12길 8
글밭제주동인회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 해안로 2758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주시 516로 3120
녹담수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29길 25 
다층문학동인 제주시 오복5길 14 

동인脈 제주시 광양4길 25
들메문학회 제주시 신대로 13길 16
라음문학회 제주시 우정로6길 11

문학아카데미세대공감 제주시 정존5길 36
백록수필문학회 제주시 성두길 7-7

㈔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12길 7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54-6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새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5길 12
섬돌문학동인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275 
성산포문학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3
솔동산문학회 -
시올레동인 제주시 남녕로 46 

아동문학동인 동화섬 제주시 원노형6길 12-1 
애월문학회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9길 11 
영주문학회 제주시 원노형5길 17-7

오라동책읽는주부들의모임 제주시 오라로10길 6
작은詩앗·채송화 -
젊은시조문학회 제주시 독짓골2길 15 
정드리문학회 제주시 성화로6길 52-1

제주동서문학회 제주시 용화로 8길 20-1
제주㈔영주음사 제주시 오현길 61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시 산록북로 819-4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시 신성로10길 19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시 신대로22길 20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 신대로22길 20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시 광양13길 6-6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시 오남로 7-13 
제주여성작가회의 자청비 제주시 임항로 278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주시 용문로17길 23-6 
제주한림문학회 -

조엽문학회 제주시 연동1길 17 
한라산문학동인회 제주시 수덕9길 61-1 

한림읍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제주시 한림읍 문화길 9-2
한수풀문학회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서귀포시 동홍로36번길 7-1 
혜향문학회 제주시 고마로 21

미술

그루터기회 제주시 태성중2길 8
그룹 림 -
그룹 연 제주시 서광로 2길 5-14

그룹 청춘구함 -
다시방프로젝트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들꽃수채화회 -
마음빛 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마주보기동화그림회 서귀포시 동홍서로 82-1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미술동인집 제주시 원노형남1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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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주소

미술

민족미술협회 제주지회 -
민화채색연구회 -

바란그림회 제주시 수덕5길 35
백록담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문화조형연구센터 제주시 충효1길 4-1
㈔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제주시 중앙로 170-1

㈔제주디자인협회 제주시 오남로6길 4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시 신대로 159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서귀포시 무영로254번길 3-1
㈔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애월읍 광령5길 13-7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하논로67번길 31-8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 82 지하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조천6길 9

㈔한국제주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15길 49 354-17 2층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태성로 4길 32

사봉서각회 제주시 승천로 82
산남회 서귀포시 동홍북로 24 3층

산하도예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2
서석각자회 제주시 신산로1길 4 
섬 여백회 제주시 성화로 6길 19

섬아트연구소 제주시 하귀로 22길 9-6
송악서각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58
시상작가회 제주시 도령로 128 

아트 스튜디오 그리메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214-14
아트창고 제주시 구좌읍 덕평로 383
에뜨왈 제주시 애월읍 소길2길 44 
연아트 제주시 연북로 583
예뜨루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22
예소담 제주시 연화남길 17
원묵회 -
이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이음새천연염색연구회 -
일구구오 제주시 1100로 3308 

전가조형연구소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전통규방공예연구회 동심결 -

제주가톨릭미술가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도예가회 제주시 남광로 181 

제주馬미술연구소 제주시 상고길98
제주만화작가회 제주시 월산남길4 

제주문인화그림벗회 제주시 과원로 27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시 청귤로 28
제주미술연구회 제주시 성화로6길19

제주서각회 제주시 조천6길 9 
제주섬유예술가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산업디자인학부 
제주수채화협회 제주시태성중2길8 

제주신화일러스트레이션 -
제주올레그림책일러스트 -

제주옹기디자인협회 제주시 신산로15길 15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5번길 28-28

제주의표정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1
제주조각가협회 제주시 삼성로 9길 17-1

제주지원문인화회 -
제주천연염색연구회 -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 락 제주시 신산로15길 49 354-1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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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제주판화가협회 제주시 태성로4길 24-5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시 천수로 2-4

제평서각회 제주시 신산로1길 4
지꺼진손멋글씨회 -
창작공동체우리 제주시 오라로4길 25 

초우회 -
캘리그라피오월 제주시 오남로 90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시 동광로 51
탐라서각연구회 제주시 이호2동 1468-2
토마미술연구소 제주시 상귀리

한국창조미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한우리회 제주시 문송길 37 

해원 아트리에 -
형전회 제주시 고마로15길 4

효돈서각회 -

사진

가온누리사진연구회 제주시 명월성로 394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제주시 고산동산5길 31 

녹색사진연구회 제주시 산천단동길 35
대정사우회 서귀포시 상모로 290번길 13

딥블루포토클럽 제주시 서문로 4 3층
모슬포카메라클럽 서귀포시 상모로 290번길 13

백록사우회 제주시 중앙로 132 
백마포토라인 제주시 오도1길 22 

본뜬세상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32
빛사랑사진동호회 -

㈔탐라사진가협의회 제주시 도남로 5길 18
㈔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중앙로 41길 7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월랑북길 37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삼다사진동우회 제주시 노연로 30 

상록예술사진연구회 제주시 용담로20길 34-2
새이웃사우회 제주시 오현길 9 

섬에서 부는 바람 제주시 중앙로 40 4층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제주시 동광로13길 26-8

제주기독사진가협회 -
제주기독사진선교회 제주시 아란9길 22 

제주도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 제주시 용담로9길 15 
제주딥블루포토클럽 제주시 서문로 4 
제주사진가회정낭 제주시 성화로6길 42

제주사진사랑 제주시 연삼로 505 2층
제주상록사진학회 제주시 용담로20길 34-2

제주생태사진연구회 제주시 은남3길 20-1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서귀포시 중정로 50 

제주영상동인 제주시 동화로1길 49-17
제주오름사진연구회 제주시 천수로9길 10

제주카메라클럽 제주시 사평4길 24-10
제주탐라사진동호회 -

제주포토라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3번길 4
제주포토스토리 -

제주풍경사진가회 제주시 용문로 134-1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제주시 평전3길 2

칠십리사우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6
포스나인 제주시 청풍길 8-4
포토1004 -

한국방송대학교 제우포커스 제주시 오등봉길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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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도본부 제주시 흥운길 8 

한라사우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3
현실사진동우회 제주시 신설로 55 

서예

동심묵연회 제주시 서광로 209-1
묵랑 제주시 서사로23길 52 

묵화동인회 -
반숙서숙연우회 제주시 과원북4길 39 2층

㈔대한민국서예문인화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 제주시 서사로 127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용문로14길 10-2

㈔삼다연서학회 제주시 칠성로4길 32
㈔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시 천지로 23

㈔영주연묵회 제주시 신대로18길 28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제주시 오복2길 31-8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제주시 오남로6길 24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남성로25길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비월남길 6-1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대로 63 307호

㈔한라서예학회 서귀포시 중앙로62길 13
삼무서회 서귀포시 이어도로253길 38
상묵회 제주시 신대로 63 307호

상지서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1
서귀포소묵회 제주시 신대로 70 
정방묵연회 제주시 수덕5길 14

정연회 제주시 관덕로 40
제주글담 -

제주소묵회 제주시 관덕로 9길 3-1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시 고마로11길 24-5
탐라서예문화원 제주시 아란9길 22

청묵회 -
통묵회 제주시 청귤로5길 6-5

포정먹그림 사랑회 제주시 복지로 111
한글서예묵연회 제주시 사라봉3길 28

한글서예초대작가회 -
한라사우회 -

한연회 제주시 삼성로 16길 1 지하

연극

그녀들의 Am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3
극단가람 제주시 남성로 15

극단 서툰사람들 제주시 신산로 82
극단 세이레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극단 오름 서귀포시 문부로11길 24-2
극단 오이 제주시 관덕로6길 14 지하

극단 이어도 제주시 중앙로 72 지하
극단 정낭극장 제주시 서문로 76-5
극단 파노가리 제주시 광양13길 34지하

깨비랑 제주시 516로 3120 
놀이패 한라산 제주시 모시길 13

드라마센터 코지 서귀포시 중앙로79번길 3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세이레어린이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세이레청소년극회 제주시 서광로 182-6

수눌음문화센터(극단 수눌음공연예술) 제주시 진덕로 21
어.마.빠.랑 신나는 인형극회 서귀포시 문부로11길 24-4

자파리연구소 제주시 관덕로6길 11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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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제주청년예술단체 몬딱스 -

퍼포먼스단 몸짓 제주시 독짓골2길 12 
프로젝트그리다 -

연예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22 1

영상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시 관덕로9길 22 
㈔제주영상애니메이션창작연구소 제주시 연화로 25 

㈔한국영화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고마로18길 11
제주독립영화협회 제주시 용화로9길 32-4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제주시 관덕로9길 22 

음악

B-M 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월랑북 2길 1
CBS제주 소년소녀합창단 제주시 신광로 15 
CBS제주 아가페합창단 제주시 원노형로 102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제주시 복지로1길 8 KBS제주방송총국 
Whynot!연노형여성합창단 제주시 은수길 85

건반 위 은파 서귀포시 칠십리로 485
구좌 합창단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귤빛여성합창단 -
노고록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전농로 68

다모앙싱어즈 제주시 연북로 70
당신의 사람들 제주시 도남로 53

더싱어즈 -
돌체우먼코러스 제주시 오라로10길 6
동굴소리연구회 제주시 오광로 18-3
라루체앙상블 제주시 남광북1길 15

라뮤즈 제주시 천수로15길 16-1
라파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연북로 499

리더스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용문로14길 14
모던아츠 제주시 도령로 15

모차르트한국콩쿨 제주지부 -
밀라노와 친구들 제주시 신산로15길 36
베가피아노트리오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빠시오네 서귀포시 신서로 55
㈔제주오페라연구소 -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시 구산로4길 13-4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제주시 아란12길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제주시 월산남로 66-1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제주시 연동4길 12-2 지하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 34-1 지하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구산로4길 13-4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우령8길 31
사계바다소리오케스트라 -

사우스카니발 제주시 관덕로 6길 13
샤 레이블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84

서귀포 YWCA 소년소녀합창단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귤빛여성합창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02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서귀포시 문부로 12-4

서귀포불교합창단연합회 -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쪽하늘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세바합창단 서귀포시 중앙로 198-9 

성악앙상블 SOUL 서귀포시 동홍서로 96번길 16
성지유스오케스트라 -

소리샘중창단 서귀포시 중앙로150길 4-1 
소리어울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인문대학 1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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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솔렘남성중창단 제주시 동광로17길 34-1
수리수리마하수리 서귀포시 하예하동로16번길 2-3

스테핑스톤 제주시 구산로4길 39-11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수덕5길 72
시밀레주니어앙상블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신성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70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 -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제주시 연문2길 3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앙상블FUN 제주시 원노형로 102
에코재즈밴드 제주시 서해안로 648 
오렌지스쿨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오름브라스콰이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제주시 아란1길 30

원 제주시 천수로13길 27
자작나무숲 제주시 관덕로6길 16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제주시 진군남4길 5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제주시 정존11길 68

제남두드림앙상블 서귀포시 호근로 183-11
제라한싱어즈 제주시 정존13길 13

제주&아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35
제주BeauPianoDuo 제주시 가령로4길 22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제주시 관덕로2길 1 제주YMCA
제주YWCA 여성합창단 제주시 삼무로11길 3 

제주가톨릭소년소년합창단 -
제주건반예술학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 고은솔 어린이합창단 -
제주관음사관음자비량합창단 제주시 산록북로 660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제주시 정든로3길 4
제주권사합창단 -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
제주극음악예술연구회 -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중앙로71번길 16

제주남성합창단 제주시 전농로9길 26-5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시 남녕로 32

제주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제주드림앙상블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제주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제주시 구산로4길 39-8

제주들꽃합창단 제주시 신성로 12길 32
제주목관5중주 제주시 신촌5길 40-5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시 중앙로 185 2층
제주부부합창단 느영나영 제주시 가령로 57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주시 연삼로 64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시 오라2동 1192-1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시 용담로 68
제주빅밴드 제주시 일주서로 7800 지하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주시 원노형남1길 10 지하
제주빌레앙상블 제주시 우정로8길 17

제주색소폰앙상블 제주시 고마로 45
제주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

제주솔로이스츠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제주시청 직장 합창단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 6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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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주아트 제주시 중앙로13길 34-10
제주앙상블준 제주시 동광로 114 4층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제주시 동문로 10
제주엔카동우회 -
제주우쿨렐레 제주시 가령로1길 25 지하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장로합창단 제주시 평전길 8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제주시 도남로12길 13-2
제주청소년관악단 제주시 서사로 40 3층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오현길16 지하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시 남광로 181 

제주체임버코랄 제주시 국기로 14
제주카리스합창단 -

제주칸다빌레합창단 제주시 아란9길 22
제주칸투스합창단 제주시 구산로4길 13-4
제주콘서트콰이어 제주시 천수동로 2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도령로 9 지하
제주타악기앙상블 제주시 서사로 40
제주통기타모임 제주시 청귤로1길 4-7

제주특별자치도색소폰협회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269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제주시 아란12길 9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제주시 오현길 16 지하층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제주페스티벌오케스트라 -
제주풍경 제주시 칠성로길 1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주시 연삼로 386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제주시 오현길16 지하

제주피아노학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제주피아노협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부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주시 동화로1길 35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청년노래단 청춘 제주시 남성로25길 15 2층

청소년플루트앙상블 -
카메라타 싱어즈 제주시 우평로 318
칼리시스콰이어 제주시 남광로 43-26

칼리오페 제주시 서사로21길 23-1
콘체르코어 -

펠릭스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38 
트롬보닉앙상블 -

위프로젝트프라임 제주시 문송2길 15
하나로합창단 제주시 서사로 56

하음에듀 제주시 성지로 6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151

한국리스트협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과
한국음악교육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음악학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서사로 40 3층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우령8길 31

한라소년합창단 제주시 남녕로 39 
한라윈드앙상블 제주시 신산로 93-1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시 아연로 478-6
혼디모앙문화예술봉사단 제주시 연삼로 351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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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광개토사물놀이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22길 15
국악단가향 제주시 영평길 218

국악연주단 제주락(樂) 제주시 신설로 55
남원읍민속보존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723길 3

노리안마로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8
돌하르방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62-1
두들쟁이 타래 -
민요패 소리왓 제주시 서사로 36

박경선 소리마당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69 
백록민속예술단 제주시 구남로 7길 31호 지하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제주시 승천로 8 지하
㈔로천예악진흥협회 서귀포시 516로771길 200
㈔용화문화예술회 제주시 연사길 54-2

㈔제주국악관현악단 제주시 월산남2길 52
㈔제주소리보존회 제주시 오도1길 42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317번길 23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산지로 47 2층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무근성7길 1 3층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도지부 제주시 원노형남1길 46-9

사라예술단 제주시 신설로 9길 42-2
사물놀이 한얼 -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하효중앙로98번길 14-6
서우제예술단 제주시 중앙로 184
선돌예술단 제주시 고마로1길 4-2
소낭예술단 -
송죽예술단 제주시 동문로14길 3 지하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제주시 서사로 36 3층
어울림예술단 제주시 승천로 27 

올레민속예술단 서귀포시 서문로 21-4
용머리예술단 제주시 동광로 142 지하

우리소리어울렁 -
이어도민속예술단 제주시 용화6길 5-1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제주시 연북로 668
정의골 소리패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01-8

제주국악단 제주시 동광로 3 지하
제주농요보존회(한라예술단) 제주시 신산로1길 15

제주두루나눔 제주시 무근성7길 1
국악실내악단 제주락 제주시 서사로 48

제주청소년풍물단 제주시 동광로 3 지하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시 사라봉길75

제주탐라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91-1
죽향대금산조원형보존회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218 3층

징검다리국악동호인회 제주시 다랑곶6길 6 2층
천지연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효돈로 177
탐라민속예술원 제주시 516로 3065
풍물굿패신나락 제주시 독짓골6길 9
한누리예술원 제주시 명림로 49-23 
한솔예술단 제주시 신산로9길 10-2

한얼메아리예술원 제주시 광양13길 6-2
해오름국악예술원 제주시 정존11길 68

종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시 동광로 51 4층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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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현황

○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2017. 7월 기준)
 -  국립박물관 : 1개관 

박물관명 주  소 시설규모(㎡) 소장
자료(점) 개 관 일 전화번호부지 연면적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55,579 9,287 20,389 2001. 6.15 720-8001

 - 공립 및 사립 박물관 : 28개관(공립 9, 사립 19)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부  지 31,515

연면적 6,473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37,581

’84.12.13 710-7708

2 제주교육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시 오복4길 
25

부  지 5,809
연면적 3,741

교육자료
23,748 ’95.09.13 752-9101

3 신영영화
박물관

신 영 균
(김진섭, 김기영)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부  지 81,790
연면적 3,195

장비,스틸원본등
1,580 ’98.04.06 805-0008

4 제주민속촌    
박  물  관

한국항공(주)
(김재건 외1)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부  지 156,503
연면적 6,838

고서적, 민속
자료 등 8,187 ’01.04.13 787-4501

5 제주대학교    
박  물  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부  지 1,444.740

연면적 477
민속자료

5,521 ’01.07.28 754-2242~3

6 제주평화박물관 (주)가마오름
(심재익)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부  지  9,038
연면적   1,929

사진,군대용품
311점 ’04.05.12 772-2500

7 감귤박물관 서귀포시장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부  지 27,243
연면적  4,786

민구류,감귤류등
254점 ’05.02.25 710-6610

8 아프리카
박 물 관

한종훈
(한성빈)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부  지  8,246
연면적  3,741

공예품 
및사진자료 450점 ’05.02.25 738-6565

9 제주돌박물관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운영지원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부지 3,269,731
연면적 13,901

화산
암 등 25,920

’06.05.
08 710-7731

10 제주건강과 성 
박물관

(주)에스메카
(김완배)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부  지  25,564
연면적  1,076

도자기류등
120점

’06.05.
08 792-5700

11 파파월드 임승호
(강창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부지   27,466
전시실4실    

1,363
나비등

118종1,530점
’07.10.10
‘16.8.12

(명칭변경)
799-7272

12 보석앤화석박물
관 박병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1
부지 8,026
실내 880,
야외 1,200

국내외 화석
1,882점 ’08.02.29 787-7831

13 해녀박물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해양산업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부  지  86,556
연면적   4,002

해녀 관련
3,579점 ’08.02.29 710-6641

14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김영락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부  지 29,845

전시실 5실 2,149
세계자동차
관련 65점 ’08.05.09 792-3000

15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김상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부  지 29,134
전시실 15실 

3,365
민속유물

208점 ’08.10.24 784-9001

16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4.3지원과)

제주시 명림로 
430

부지 11,455
전시실3실 2,025

문서,유품 등 
21,848점 ‘10.11.18 710-8435

17
설문대여성문화
센터여성역사문

화전시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시 선덕로8길 
12

부지14,134.30
전시실3실 711.7

민속자료 등
90점 ‘11.05.03 710-4246



- 60 -

 - 미술관 : 18개관(공립 7, 사립 11)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8 메이즈
뮤지엄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메이즈랜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부지 37,248
전시실 1실 

211.2
퍼즐 등
 110점 ‘11.11.14 784-3838

19 다희연 티 
뮤지엄

박영순
(주시몽)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부 지 3,660
전시실 315.57 다기 등 342점 ‘12.02.16 782-0005

20 본태박물관 이행자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부지 7,603
전시실 7실 622
전시실 추가 2실 

263.5

고가구, 
공예품,미술품등 

519점
‘12.11.29 792-8108

21 넥슨컴퓨터
박물관

(주)NXCL
(최윤아)

제주시 1100로 
3198-8

부지 9,799 
연면적 2,471 

전시실 4실 858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기 

및 타이틀 등 
896점

‘13.07.26 745-1994

22 제주항공우주  
박물관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서승모)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부지 111,840 
연면적 30,166

전시실 4실 
11,069 

항공천문 
우주분야 266종 

574점
‘14.04.21 800-2009

23 한울랜드뮤지엄
(주)한울랜드
농업회사법인

(이종국)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부지 99,800

전시실 1,691.41
수장고 39.08

화석자료 190점 ‘15.01.15 783-5788

24 헬로키티
아일랜드

(주)제이콥
씨앤이

(김종석)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부지 3,823
연면적 3,448.08

전시실 2,185
수장고 50.6

헬로키티 관련
160점 ‘15.04.20 792-6114

25 세계오지민속
박물관 이민영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부지 29,995
연면적 1,465.67
전시실 956.25
수장고 47.5

세계민속작품
100점 ‘15.06.02 784-6565

26 제주커피박물관 
바움

(주)휴린인터네셔널
(이수찬)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번길 89-17
부지 72,545
전시실 287

커피관련
369점 ‘16.2.26 784-2255

27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여성가족과)

제주시 산지로 
7(건입동)

부지 1,982
연면적 2,902
전시실 1,008

수장고 50

고서‧민구류, 
근현대사진 등 

106점
‘16.3.28 759-6090

28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조창걸
(정민교)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88

부지 25,960
연면적

전시실 2,314
수장고 92

레오나르도
다빈치 관련
복제품 및

라이센스 작품
110점

‘16.7.1 794-5115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기당미술관 서귀포시장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부 지 13,863
연면적 960

한국화,서양화
644 ’97.06.04 733-1586

2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장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부 지  5,700
연면적    589 미술품 140점 ’04.09.15 760-3567

3 김영갑갤러리미
술관 이유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부지  8,651

연면적   904
사진,필름,

조각품등 264점 ’06.02.27 784-9905

4 자연사랑
미술관 서재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

부지  13,815
연면적  1,600 사진자료 등 ’07.01.15 787-3110

5 러브랜드
미술관 최은주 제주시 연동 

680-26
부지  29,950
연면적  1,356 조각품등 ’07.04.02 712-6988

6 제주현대
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도립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부지  99,383
연면적  2,083

미술품
324점 ’07.07.13 772-4003



- 61 -

 - 전시관 : 사립 21개관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7 돌하르방공원 김남흥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부지  14,876
야외전시   8,264

돌하르방
156점 ’07.08.30 782-0570

8 제주조각공원 이은범
(오덕천)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부지  412,286
야외전시  
214,800

조각품등
300점 ’07.08.30 794-9680

9 성안미술관 오덕철
(류정길)

제주시 중앙로 
470

부지 9,900
전시실 3실 252

근현대
미술품
630점

’08.07.03 729-9175

10 제주 
유리의 성

제주유리의성
(강신보)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부지 35,978
전시실 991

실외전시 14,535

유리조형
작품 118점 ’08.12.09 772-7777

11 소암기념관 서귀포시장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소암로 
15

부지 1,903
전시실 3실 

1,523
서예 415점 ’08.12.09 760-3511

12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부 지 38.744
전시실4실 2,299

미술품 
396점 ‘10.09.27 710-4300

13 제주추사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부 지 2,471
전시실4실 496.4

고서화 
105점 ‘10.12.27 760-3406

14 박물관은살아있
다

박종성
(강우석)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색달동)

부 지 29,850
전시실 3관 

3017.8
연면적 4,608

트릭아트 작품 등 
148점 ‘12.07.11 805-0888

15 그리스신화   
박물관

제주뮤지엄컴플렉스
(주)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부 지 58,950
전시실 4관 

2,266.9

대리석 조각 및 
회화 등 120점 ‘12.08..14 773-5800

16 왈종미술관
이왈종

(왈종후연미술문화
재단)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0

부지 2,481
전시실 2실 298 미술작품 294점 ‘12.12.24 763-3600

17 아라리오뮤지엄 (주)아라리오 
김문수 제주시 탑동로 14 부지 2,493

전시실 37 4,798 미술작품 100점 ‘14..10.30 720-8250

18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문화정책과)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부지 4,990
전시실 3실 434

 
미술작품 220점 ‘16.09.09. 710-4141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제주테디베어
뮤지엄

(주)제이에스앤에
프

(김묘숙)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부  지 13,555
연면적 4,030

곰인형
1,356 ’10.8.14 738-7600

2 설록차전시관 서 경 배
(지현상)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부  지 8,100
연면적 1,564

토기류,자기류
 150 ’01.12.28 794-5312

3 세계미니어쳐 
전시관

(주)미니미니 
랜드박경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부  지  47,663
연면적  4,786 조형물등 63점 ’06.03.24 782-7720

4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진동열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629

부  지  49,644
연면적   1,127

조형물등
72점 ’07.04.02 794-5400

5 제주공룡랜드
전시장

박명욱
(주)석성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부 지   90,571
연면적 1,103.73

화석등
210점 ’07.07.13 746-3060



- 62 -

 - 식물원 : 9개관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6 닥종이인형
전시관 오유신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부  지 1,305.73
연면적   864.32

공예품등
167점 ’07.07.13 739-3906

7 도깨비공원 이기후
(강혜경)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488

부  지  27,037
야외전시 17,392

조형물
927점 ’07.08.30 783-3013

8 조안베어
뮤지엄

오경애
(조안스튜디오)

서귀포시 
대포로 113

부  지 1,716
전시실 3실 221

수작업 곰인형 
119점 ’08.12.30 739-1024

9 석부작
박물관공원 민명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부 지    18,469
야외전시 12,775

석부작등
500점 ’07.08.30 739-3331

10 테지움사파리 임승호
(임승호)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부지 2,510
전시실 1,394.16

곰인형등
124점 ’09.12.14 799-4820

11 제주
옹기박물관

(사)제주전통옹기
보존전승회

(허은숙)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254번길 
3-1 

부지 4975
전시실 2실 218

옹기154종
305점 ’10.05.28 792-7955

12 초콜릿
박물관

한예석
(한예석)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44

부지 4,993
전시실 2실 

446.16 

토기류 등
120점 ‘10.05.28 792-3121

13 제주유리
박물관

정문건
(정문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전시실 1실 
313.8

유리공예
97점 ‘10.11.02 792-6262

14 믿거나말거나 (주)아일랜드
조이(이장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

길 32

부지 7,490
전시실 2실 

1,441

조각품등 
448점 ‘11.01.26 738-3003

15 세계조가비
박물관 명연숙 서귀포시 태평로 

284
부지 1,243.00

전시실 3실 225 조가비 등 312점 ‘11.08.03 762-5551

16 SOS박물관 장지명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부지 845.84
전시실4관 826

재난관련 서적 등 
241점 ‘12.08.06 739-7707

17
제주 아이스 

뮤지엄 
종합전시관

김광호 제주시 은수길 69
부지 9,994
전시실 2관 
2,318.72

얼음조각 등 
114점 ‘12.09.28 742-3700

18 탐라신화공원 (주)탐라신들의고
향 진상배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부지 9,950 
전시실 

3실 2,706.17
기메 등 73점 ‘12.11.10

19 (주)타임파크 (주)타임파크
장기호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부지 36,574 
연면적 2,813 
전시실 2실 

2,734 

3D아트미술품 
75점 ‘13.01.10 휴관중

20 이랜드뮤지엄 (주)이랜드파크
(김현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부지 4,878
전시실 3실 

170.61
수장고 41.58

영화소품 207점 ‘15.04.20 796-9600

21 세계술박물관 홍연진
(정경화)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31

부지 3,033
전시실 630
수장고 23

술 관련 물품 
189점 ‘16.02.26 787-9500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방림원식물원 방한숙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부  지  9,917
연면적  1,040 식물류 등 345 ’05.11.11 773-0090

2 여미지식물원 남상규
(손일호외1)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부 지  112,397
연면적  15,514 식물류등 443 ’06.03.24 735-1100



- 63 -

 -  수족관 : 1개관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3 생각하는정원 (주)청원
성주엽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부  지  36,114
연면적    248 식물류등 479 ’06.03.24 772-3701

4 일출랜드
식물원

강재업
(고승철)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부  지  97,496
연면적  2,567

식물류등
367 ’07.01.15 784-2080

5 한림공원 송봉규
(송상훈)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부  지  299,574
실내6실  3,645
연면적 7,602

식물168과
1,367점 ’07.12.20 796-0001

6 제주허브동산 조재권
(조재권)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부지 32,419
야외전시 

16,591연면적 759
총85과 4 30종 ‘09.07.15 787-7362

7 휴애리 양지선
(양지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부지 63,960
야외 63,960
연면적 131

식물 237종 ‘10.02.19 732-2114

8 카멜리아 힐 양언보
(양언보)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부지 96,7745
야외 93,719.3
연면적 2,932

식물 229종 ‘10.02.19 792-0088

9  에코랜드 (주)더원 
정우석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부지 618,163㎡
 식물 208종
연면적 6,123

식물 208종 ‘13.01.08 802-8054

구
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제주해양    
과학관

(주)제주해양 
과학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부지 93,685 
전시실 5실
 2330.13

연면적 25,899

해양생물 450종 ‘12.07.10 78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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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시설현황 

※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공간은 제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ICC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735-1000

RMR HALL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88 738-1956
간드락소극장 제주시 관덕로6길 11 지하 070-4136-3031
겟스페이스 제주시 광양13길 6-3 805-1363

김만덕기념관 제주 제주시 산지로 9-1 759-6090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739-3548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홍로 104 733-1537
몬딱도르라 제주시 관덕로6길 13 지하1층 -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중앙로 72 722-5254
사운드스페이스소리 제주시 서사로 25 748-5885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이중섭로 25 732-1963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738-5855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동홍로 31-7 733-1527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 760-3341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연장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730-4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선덕로8길 12 710-4203

세이레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182-6 744-8911
아라뮤즈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754-4697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1층 755-8415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관덕로6길 14 지하1층 -
자작나무숲 제주시 관덕로6길 16 2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735-1000
제주돌문화공원 소극장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10-7731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710-7643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722-3262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오남로 231 753-2209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0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시 중앙로5길 6 756-5959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시 신산로 82 751-8095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 750-1691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 759-1339

한라아트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741-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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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설 현황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ICC JEJU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735-1000
ini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117 799-8901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제주시 복지로1길 8 740-1000
각인사진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20 -
강부언갤러리 제주시 동문로 58 -

갤러리 R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54-2 799-2807
갤러리 고팡 제주시 금능남로 15 070-4417-3181
갤러리 나비 제주시 동광로 13 070-8812-3730
갤러리 노리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91 772-1600

갤러리 더 머뭄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 32 070-4400-5730
갤러리 둘하나 제주 제주시 중앙로23길 20 722-2303

갤러리 락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97 -
갤러리 미래 제주시 남성로 75 723-1000

갤러리 비오톱 제주시 신성로6길 29 711-1262
갤러리 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07 -
갤러리 팡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732-2114

갤러리 하루 서귀포시 동문로 25 2층 -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제주시 관덕로6길 11 2층 757-2014

기억공간 re:born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98-1 -
김만덕기념관 제주 제주시 산지로 9-1 759-6090

꿈인제주 갤러리 제주시 남성로 142 -
낯선 눈으로 보다 제주시 구산로 3 727-2937

다비치리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35-18 733-7226
담화헌 제주시 축산마을북길 55 -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10-7731
라마다아트갤러리 제주시 탑동로 66 729-8100

롯데시티호텔제주 갤러리 제주시 도령로 83 730-1000
먹글이 있는 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772-5885
문화곳간 가락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중길 8 -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755-2018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722-6914
바람섬갤러리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25 -

박여숙화랑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79 비오토피아 13호 792-7393
별방21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길 17 -
부미갤러리 제주시 은남3길 19 -

비아아트갤러리 제주시 관덕로15길 6 702-7022
비오토피아갤러리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79 793-6095

사진말갤러리 마음빛 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764-3127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시태평로270 760-334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 제주시 선덕로8길 12 710-4202
성안미술관 제주시 중앙로 470 -

세심재갤러리 제주시 서광로5길 17 753-5252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722-4280
스페이스닷원 갤러리 제주시 첨단로 242 -

신산갤러리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2
심헌갤러리 제주시 아란14길 3 702-1003

제주아르브뤼미술관 서귀포시 고근산로 273 -
아트센터 갤러리 수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782-7654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시중앙로69 745-3693
아트창고 제주시 덕평로 383 -
연갤러리 제주시 연북로 583 757-4477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800-9181



※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공간은 제외함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우도창작스튜디오갤러리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728-4323

유민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731-7791
이담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609-1 747-7847
이안갤러리 제주시 참단로 213-4 725-1707

이중섭미술관 전시실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760-3567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갤러리 서귀포시 이중섭로33 760-3573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17 792-3387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10-7731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제주시 동광로 69 750-7347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710-6959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전시실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0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시 연삼로 489 750-1691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주시중앙로2 759-1339

조습마씨 제주시 관덕로 6길 20 -
초계미술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872 713-2742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735-8900
한라아트홀 전시실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741-7575

한수풀갤러리 제주시한림읍한림상로132 796-3001
현인갤러리 제주시 서사로 43 747-1500

휘닉스아일랜드파랑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731-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