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제주문예연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 해 동안 개최된 제주 문화예술 활동상을 정리한 문화예술 현

황 자료다. 제주문화예술인들이 도내외에서 개최한 문화예술 활동과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수행된 

문화예술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2004년부터 발행된 <제주문예연감>은 그 해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

악하고, 제주문화예술의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행되고 있다.

1. <2019 제주문예연감>의 조사범위와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이다. 

2.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축제로 구분하였다. 시각예술은 미술, 서예, 사진, 건축 등

으로 세분하였고, 공연예술은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로 구분하였다.

3. 이 연감의 기초조사는 재단이 위촉한 외부연구원이 2020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수

행하였다. 위촉연구원의 기초조사 외 재단 내부의 자체조사 및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감 

편람에 포함했다. 자체조사와 행정조사 간 자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우선 선택하였다.

4.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여러모로 분석하기 위하여 활동 건수 및 횟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활동 건수는 

한 해 동안 개최된 문화예술 전시 또는 공연의 현황을 알려주며, 활동 횟수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를 설명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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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개선하였다.

6.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해당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 월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실제 문

화예술 활동의 건수 및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

7. 연감의 활동편람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도내 문

화시설 대관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작성하였으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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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학 분야 활동상을 살펴본 바, 전반적으로 지역문학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다. 아래의 표 <문학 분야 장르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 장르별 활동 현황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시조 분야에서는 56편, 수필 분야에서는 39편의 활동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소설 11편, 희곡 1편, 연구·평론 4편의 활동은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는 느낌을 준다. 

2019년 문학 분야 장르별 현황

소설, 희곡, 평론은 문학의 중심 장르로 타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에 비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

다. 소설과 희곡은 오늘날과 같은 서사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서사 문학의 중심 장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활동은 당위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평론은 문학에 관한 지적 논의와 해석·평가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학평론 분야는 여러 문학 장르를 활성화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동과 실적이 요청된다. 

반면 제주지역에서 동인지와 계간지 등 집단문학이 활발한 활동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여

겨진다. 모름지기 활발한 집단적 문학 활동은 한 시대의 문화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 시대의 공

동체적 문화란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비유전적 정보의 총합이며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활동이다. 제주 

지역에서 집단문학 활동으로 인해 공동체적 문학예술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은 물론 우리 문화

계 전체의 인문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인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

로 제주 지역에서 동인지와 계간지와 같은 집단 문학 활동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주지역의 보다 활발한 문학예술의 생산 및 향유를 위하여서는 창작 

주체는 물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학예술 발전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활동을 위한 노력

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동시·동화 소설 수필 시·시조 연구·평론 종합 희곡 계
27 11 39 56 4 32 1 170

문학
허상문 영남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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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발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동시 김정련 뽁뽁이 한그루
동시 박희순 엄마는 못 들었나? 한그루
동시 양순진 학교가 좋아졌어요 책과 나무
동시 양순진 좀녜영 바당이영 책과 나무
동시 오지연 얼룩말 피아노 청개구리
동시 이소영 파도야 바다가 간지럽대 아동문예사
동시 박희순 바다가 튕겨낸 해님 청개구리
동시 김정희 고사리손 동시학교 한그루
동시 서정문 지도에도 없는 길 도서출판 다층
동시 김영기 꽃잎 밥상 아침마중
동시 김신숙 열두 살 해녀 한그루
동시 고훈식 아방이영 혼듸읽는 국보출판사
동시 김꼼마 아꼽다 한그루
동화 강순복 내 손잡아봐! 황금알
동화 김기정 맨발의 탐라공주 푸른숲주니어
동화 김정희 애기해녀학교 한그루
동화 김진철 낭이와 타니의 시간 여행(수월봉연대기) 한그루
동화 문성희 기여 기여 시와실천
동화 박영주 사슴과 구름 더아띠봄
동화 부복정 글 나와라, 뚝딱 한그루
동화 부복정 나도 해녀가 될래요 한그루
동화 부복정 똥군해녀 순백이 한그루
동화 이동수 순간 포착의 우정 자청비
동화 김란 몽생이 엉뚱한 사건 한그루
동화 김병심 어른을 위한 동화 ‘돌하르방’ 파우스트
동화 김정배 작은 등대 도대불 한그루
소설 강준 오이디푸스의 독백 문학나무
소설 권행백 아버지의 우상 아마존의나비
소설 김병심 돌하르방 파우스트
소설 김소윤 난주 은행나무
소설 김운하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월간토마토
소설 노령 숨비의 환생 청어
소설 리사 시 해녀들의 섬 북레시피
소설 문혜영 전갈자리 아내 파우스트
소설 양영수 복면의 세월 평민사
소설 양혜영 고요한 이웃 삶창
소설 현진숙 나혜석 열림문화
수필 강기석 악마들과 행복 만들기 디플랜네트워크
수필 강상옥 어머니의 밥상 정은출판
수필 고수향 간세타고 산남의 올레를 걷다 모두북스
수필 고재건 부드러움이 샘물처럼 열림문화
수필 김양택 가을빛 노을 열림문화
수필 김영진 내창의 새소리 물소리 백산출판사
수필 녹담수필문학회 녹담수필 제15집 녹담수필문학회
수필 동인脈 동인脈 제13집 정은출판
수필 로지 사소한 것들의 섬 designkey
수필 문경주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디컴퍼니
수필 박정경 엄마는 너를 위해 낮은산
수필 박진희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앤의서재



2019� 제주문예연감

6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수필 백록수필작가회 수필광장 제20호 열림문화
수필 서명숙 서귀포를 아시나요 마음의 숲
수필 서흥식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열림문화
수필 성주엽 나무편지 생각하는 정원
수필 성주엽 생각하는 나무이야기 생각하는 정원
수필 시린 괜찮지만 괜찮습니다 대숲바람
수필 양길주 우아하게 사는 법 책나무출판사
수필 양성보 언저리에 서서 도서출판 도훈
수필 여창수 까미노에서 만난 흰수염고래 도서출판 각
수필 오안일 옛 제주인의 샘 시와실천
수필 오옥단 살암시민 살아진다 문학광장
수필 이용언 내 안에 숨은 행복 신아문화사
수필 이재근 제주를 거니는 방법 일신옵셋인쇄사

수필
장애인문학회 

‘글을 사랑하는 모임’
징검다리 제12집 춘강인쇄사

수필 정복언 살아가라 하네 정은출판

수필
제주수필과
비평작가회

제주수필과 비평 제5집 신아문화사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수필의 향연 14호 : 제주의 오름 선진인쇄사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26집 선진인쇄사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7집 선진인쇄사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8집 선진인쇄사
수필 조혁신 무라카미 하루키 음악다방 매일노동뉴스
수필 진해자 기다리는 등대 수필과비평사
수필 한민경 호호브로 탐라생활 판미동
수필 허영선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마음의 숲
수필 현길언 공원의 탄생 본질과 현상사
수필 현택훈 제주어 마음사전 걷는사람
수필 황요범 애기무덤 렛츠북
시 (사)영주음사 영주풍아 20호 (사)영주음사
시 강영수 해녀는 울지 않는다 도사출판미라클
시 강중훈 동굴에서 만난 사람 현대시
시 고주희 우리가 견딘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면 파란
시 고훈식 고훈식문학전집 제1권 시(상) 시와실천
시 김광현 김광현 시전집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시 김순국 천자문시조 시화집 ‘뒤뜰에 마디를 세운’ 책만드는집
시 김순이 제주야행 황금알
시 김시종 이키아노 시집 도서출판 b
시 김양희 나의 구린 새끼 골목 한국문연
시 김정수 따라비로 오라 시와실천
시 김정숙 나뭇잎 비문 책만드는집
시 김진숙 눈물이 참 싱겁다 문학의전당 
시 김철선 아지랑이 꽃핀 자리 서울문화사
시 김항신 꽃향유 책과 나무
시 다층 다층 2019년 봄호 도서출판 다층
시 다층 다층 2019년 여름호 도서출판 다층
시 다층 다층 2019년 겨울호 도서출판 다층
시 다층 다층 2019년 가을호 도서출판 다층
시 돌과바람문학회 돌과바람문학회 동인지 제7집 선진인쇄사
시 돌과바람문학회 돌과바람문학회 동인지 제8집 선진인쇄사
시 라음동인 투명한 수평 한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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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시 문정수 느 울엉 나 울엉 몬 울엉 국보출판사
시 서성환 너를 보듬고 나를 보듬고 홍림출판사
시 송두영 물메 쉼터 같은 고요아침
시 송인영 앵두 문학의 전당
시 송현숙 아버지의 연못 문화발전소
시 신승철 거울 속에서 예술가
시 심장근 그, 시간의 온기 오늘의문학사
시 안상근 한 컷 제주 100 다층
시 양대영 애월, 그리고 시와실천
시 양민숙 한나절, 해에게 파우스트
시 양순진 노랑 환상통 한그루
시 양은순 해당화는 이렇게 피어나다 국보출판사
시 오승철 오키나와의 화살표 황금알
시 오안일 하늘만큼 그립다면 시와실천
시 원종섭 로맨틱한 틈새 시와실천
시 윤석산 윤석산 시전집 시와실천
시 이명수 카뮈에게 시로여는세상
시 이승일 직전 버스 타는 구름 한그루
시 이지민 낙타와 낙엽 시와실천
시 이화인 가벼운 입술소리 홍두깨
시 임애월 그리운 것들은 강 건너에 있다 문학과사람
시 작은詩앗·채송화 작은詩앗·채송화 제21호 고요아침
시 작은詩앗·채송화 작은詩앗·채송화 제22호 고요아침
시 장한라 새벽을 사랑한다면 시와실천
시 하종오 제주 예멘 도서출판 b
시 한기팔 한기팔 시선집 ‘그 바다 숨비소리’ 제주문화예술재단
시 현택훈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걷는사람
시 황주경 장생포에서 푸른사상
시 황학주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문학동네

시조 김선 사람이 흐르다 한그루
시조 김영숙 발가락 낙관 글상걸상
시조 오영호 연동리 사설 다층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8호 선진인쇄사
시조 홍성운 버릴까 푸른사상

연구/평론 김동윤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한그루
연구/평론 김동현 욕망의 섬, 비통의 언어 한그루
연구/평론 신승행 신승행 시론집 ‘바람따라 구름따라’ 온누리디앤피

연구/평론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도문학사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종합 구좌문학회 구좌문학회 제14호 ‘동녘에 이는 바람’ 구좌문학회

종합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펜 엔솔러지 제16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종합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펜 엔솔로지 제17집 경신인쇄사

종합 글을 사랑하는 모임 징검다리 제12집 글을 사랑하는 모임
종합 대정현문학회 대정현문학 제4집 선진인쇄사

종합 새암독서회 새암 제27호 제주도서관

종합
서귀포도서관 
보람독서회

글내음 제26호 서귀포도서관

종합 서귀포문인협회 서귀포문학 제30집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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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종합 송악독서회 글밭 제22호 송악도서관

종합 수산봉문학회 수산봉문학 제3호 수산봉문학회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10호 ‘애월 해녀들의 삶과 꿈’ 열림문화

종합
오라책읽는

주부들의모임
오라의 꿈

오라책읽는
주부들의모임

종합 우도남훈문학관 우도문단 제3호 선진인쇄사
종합 정드리문학회 정드리문학 제7집 ‘장미고집’ 도서출판 다층
종합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8집 ‘나뭇잎 나라 운동회’ 한그루

종합 제주청하문학회 제주청학문학 제2호 제주청하문학회

종합 제주한림문학회 제주한림문학 제5호 제주한림문학회
종합 조엽문학회 조엽문학 제12호 도서출판 국보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81집 선진인쇄사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78집 선진인쇄사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79집 선진인쇄사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80집 선진인쇄사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66호 도서출판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67호 도서출판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65호 도서출판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제64호 도서출판심지

종합 한라산문학동인회 한라산문학동인 제32집 한라산문학동인회
종합 한수풀문학회 한수풀문학 제14호 파우스트
종합 함덕문학회 함덕문학 제3호 함덕문학회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제11호 혜향문학회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제12호 혜향문학회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제13호 혜향문학회
희곡 장일홍 오케스트라의 꼬마 천사들 연극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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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행사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2. 시낭독회 ‘낭독심장’ 남문서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문서점

1.31. 제주시낭송협회 1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2.22.
씨앗, 할머니의 비밀 

저자 김신효정 작가와의 대화
달리도서관 달리도서관

2.23. 제20회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서귀포문인협회

2.26. 시낭독회 ‘낭독심장’ 남문서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문서점

2.28. 제주시낭송협회 2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3.16. 김훈작가와의 대화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3.22.~4.5. 혼자 걷던 종이들 금요일의 아침 조금
금요일의 아침 조금, 
페이퍼컴퍼니, 어슬렁

3.23.
유용주 시인 초청 문학토크 콘서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3.26. 시낭독회 ‘낭독심장’ 남문서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문서점

3.28. 제주시낭송협회 3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3.30.~3.31. 제1회 산방산 아트북페어 사계생활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3.30.~4.15.
제주4·3 71주년 시화전 

‘그래, 다시 봄!’
제주4·3평화공원, 

제주대학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6.~4.7. 제주북페어 2019 한라체육관 탐라도서관

4.12.~4.18. 도서관 주간 ‘2019 도서관 책 잔치’ 도내 공립도서관 일원 한국도서관협회
4.13.~4.14. 개관 20주년 ‘동백동산 책 축제’ 동백동산 조천읍도서관

4.21.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읽는 오후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4.23. 시낭독회 ‘낭독심장' 남문서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문서점

4.25. 제주시낭송협회 4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4.27.
오키나와 소설가 사키야마 다미 초청 

문학특강 ‘섬의 언어 섬의 문학’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5.13.
 홍성담 작가 초청 북콘서트 

‘운동화 비행기’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
제주4·3평화재단, 평화를 
품은 집, 5·18기념재단

5.21.
제2회 詩낭송 스토리극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한국시낭송제주연합회

5.28. 시낭독회 ‘낭독심장’ 남문서점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문서점

5.30. 제주시낭송협회 5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5.30.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제주시골할머니 
패션’ 김경화 작가 북토크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6.15.
한기팔 시인 초청 문학토크 콘서트 

‘그 바다 숨비소리’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6.27. 제주시낭송협회 6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6.27.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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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달리에 모여 듣다> 

‘썅년의 미학’ 민서영 작가 북토크
6.27.~10.27. 오줌폭탄에서 아동문학가 만나기 오줌폭탄 오줌폭탄

7.6.
강원국작가 초청 독서 공감! 북콘서트 

‘대통령의 글쓰기’
우당도서관 소강당 우당도서관

7.10.~7.24.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시 전시회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7.14. 함께걷는 詩골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인문숲이다

7.25.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무조리실 협동조합 
쉐프 김효정 초청강연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7.25.
한림화 작가초청 북토크 콘서트 
‘The Islander-바람 섬이 전하는 

이야기’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8.3. 한여름 밤에 문학 극장 벤처마루 마당 소리문학연구회

8.16.
그래픽노블 Driver 출간 기념 

현아선 작가 북토크
달리책방 달리책방

8.23.
이영광 시인 초청 문학특강 

‘詩, 쓰고 읽고서 마음이 낫는다면’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8.29. 제주시낭송협회 8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8.29.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문화평론가 손희정 초청강연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8.30.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출간 

기념 박진희 작가 북토크
달리책방 달리책방

8.31. 제14회 서귀포문학세미나 파크선샤인호텔
서귀포시,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9.19.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동화작가 박기범 북토크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9.20.
오승철 시조시인 초청 문학토크 콘서트 

‘어느 과녁으로  날아가는 중일까’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9.20.
애월 문학회 해녀문학의 밤 

‘해녀들의 삶과 꿈’
하귀 농협 대회의실 애월문학회

9.23.~9.27. 서귀포문학주간 서귀포시 일대
서귀포시,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9.26. 제주시낭송협회 9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시낭송협회

9.27.~9.29. 제주독서문화대전 사라봉일원
제주시, 제주독서문화대전 

추진위원회

9.28. 2019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라도서관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한라도서관

10.4.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숨비소리시낭송회

10.5. 제5회 김광협 추모문학제
서귀포시 천지연
김광협시비 앞

솔동산문학회

10.9. 2019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10.12.
2019 평화의 섬 제주, 

JDC Book Fair
영어교육도시 배움의 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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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3. 제130회 정기시낭송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재능시낭송협회

10.18.~10.20.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오리엔탈호텔, 

제주목관아 일원

제주시, 제주문화원,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9. 배수아 작가 ‘달걀과 닭’ 낭독극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무명서점·봄날의 출판사

10.19~10.20.
제13회 제주책축제 

‘책이영 놀암서사 꿈 커마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

10.25.
김서령 작가 초청 북토크콘서트 

‘그러게, 사랑이라니’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10.27. 제1회 전국 詩 낭송대회 제주교육박물관 (사)제주시낭송협회
10.31. 제주시낭송협회 10월 詩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재능시낭송협회

11.1.~11.20. 2019 느린달 옴니버스 그림책 발표회 제주도종합장애인복지관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11.6.~11.29. ‘생활 글쓰기 창작곳간’ 프로그램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11.21.~11.23.
밤수지맨드라미 책 헤는 밤 
‘우리가 몰랐던 책방 한 켠’

밤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11.28.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혼밥생활자의 책장’ 
작가, 라디오PD 김다은 북토크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11.29.
강중훈 시인 문학콘서트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

해 뜨는 집 성산읍발전협의회

12.4.~12.27.
2019년 도민문학학교 창작곳간 

작품전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서 걷는다’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12.19.~20.1.1. ‘서귀포를 아시나요’ 출간기념 전시 소라의 성 서귀포시, (사)제주올레

12.26.
<2019year달리記_한 달에 한 번 

달리에 모여 듣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책임PD 유지연 초청강연

달리작은도서관 달리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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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수상

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
동시 김용덕 제283회 아동문예문학상 동시조 당선작 오일장 등 4편
동시 김은신 제19회 제주신인문학상 동시부문 가작 아가판서스
동시 조은영 아동문학평론 제107회  신인문학상 봄비 등 3편
동화 고명순 제19회 제주신인문학상 동화부문 가작 엄마 냄새
소설 강성흡 제19회 제주신인문학상 소설부문 가작 산길을 달리는 차안에서
소설 김변호 2019 한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리셋
소설 한철용 문예사조 9월호 신인상 유기견과 부모슬 공원
수필 고미자 수필과 비평 6월호 신인상 민들레의 노래
수필 백승연 2019 현대문예 추천 문학상 참나를 찾아서 등 2편
수필 신순배 시사문단 10월호 수필부문 신인상 바다가 다 네 거냐 등 2편
수필 윤미옥 수필과 비평 12월호 신인상 만병초
수필 이창선 한국문인 제115회  신인문학상 어린시절의 추억 등
시 김용하 계간 스토리문학 제102호 시부분 신인상 고스락 등 3편
시 김윤진 2019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소(沼)
시 김철회 2019 포스트모던 신인작품상 제주의 4월은 등 5편
시 문경수 제18회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미장
시 백금탁 제25회 제주신인문학상 겨울바다에서 낙타를 만나다 등 5편
시 범황순 시와 창작 2019 가을호 시 부문 신인문학상 한라산을 오르며 등 2편
시 양재봉 한국문인 10, 11월호 시 부문 신인문학상 나이 계단 등 3편
시 이애현 한국문인 제115회 신인문학상 미완 등 3편
시 허유미 서정시학 여름호 시부분 신인상 오늘이 가득찬 방 등 4편

시조 김영란 제11회 가람시조문학 신인상 헛꽃의 존재론
시조 김인순 시조시학 2019 가을호 신인상 아침마다, 애기해녀 2, 법환 바다
시조 양시연 제10회 문학청춘 신인상 시조 당선작 치자꽃 능선
시조 최정희 2019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 나이테를 읽다

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 주최 및 주관

동시 이소영 제19회 제주문학상 수상
파도야 바다가 

간지럽대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동화 고봉선 제7회 소년해양문학상 지우개 등 6편
월간 소년문학,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
동화 한천민 제9회 서귀포문학상 수상 놀부 동생 늘쇠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소설 이준호 제3회 서귀포문학작품 소설 수상
나는 야스쿠니에 

있다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소설 현기영
2019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은광문화훈장
- 문화체육관광부

소설 현기영 제3회 제주4·3평화상 수상 - 제주4·3평화상위원회
수필 고연숙 제14회 황의순문학상 아름다운 뒷모습 수필과 비평작가회의
수필 김가영 제32회 예총예술문화상 수상 -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수필 문두흥 연암 문학예술상 수필부문 수상 내려오는 길
한국신문예협회, 
연암문학예술상

운영위원회

시 김병심 제7회 4·3평화문학상 시부문 수상 눈 살 때의 일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시 김효선 제2회 시와경계 문학상 어느 악기의 고백 시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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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 주최 및 주관
시 박미라 제3회 서귀포문학작품 시부문 수상 당신이라는 서쪽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시 최서진 제4회 김광협문학상
우리만 모르게 
새가 태어난다

김광협문학상운영위원회

시조 김양희 제1회 정음시조문학상
절망을 뜯어내다 

등 5편
정음시조연구회

시조 김윤숙 제18회 시조시학상 베릿내 시조시학
시조 김인순 시조시학 가을호 신인상 아침마다 등 3편 시조시학

시조 문순자 제4회 노산시조문학상 어쩌다 맑음
노산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

시조 오승철 제19회 고산문학대상 시조부문 수상 오키나와의 화살표
해남군, 고산문학 
축전운영위원회, 
계간 ‘열린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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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기 전, 제주의 미술계는 그야말로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2019 제주문예연감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9년도에 개최된 시

각예술행사는 총 658건으로, 2018년도 380건, 2017년도 515건에 비해 각각 1.72배, 1.27배 증가하였다. 

2018년도의 행사건수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 해인 2017년도의 

건수와 비교해보더라도 2019년에 제주에서 개최된 시각예술 관련 행사가 정량적으로 눈에 띄게 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2019년도에 개최된 미술행사는 총 480건으로 2018년도 283건, 2017년도 372

건에 비해 활동상이 증가하였다. 2019년도 미술행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예 31건, 도예 25건, 디자

인 4건, 만화 3건, 복합·혼합 33건, 설치 17건, 영상 12건, 조소 25건, 종합 55건, 판화 7건, 회화 260

건, 기타 8건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화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3년간(2017~2019) 시각예술(미술) 장르별 활동 현황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만화, 영상, 종합, 기타 등이다. 여기에서 종합은 단체나 기관이 주최한 

행사이고, 혼합은 두 개 이상의 장르가 포함된 전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운드, 출판물 등을 다룬 전시는 기타로 집계되었다. 추측컨대, 만화, 영상, 종합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

은 제주도의 예술가들이 작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복합·혼합 구분을 보면, 오히려 

2017년도부터 그 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이 카테고리로 구분되던 전시들이 종합과 

기타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회화, 설치, 공예, 도예 전시가 크게 증가한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2019년도 미술 분야에서는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제주가톨릭미술가회,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와 김지환 작가 등이 개최한 ‘생태’ 관련 전시가 유독 많았다. 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적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예술인들

의 행보로 보인다. 또한 문화공간 양에서 개최한 ‘제주·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등의 실험적 전

시도 제주 미술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

한 제주도립미술관의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의 활약도 눈에 띄는데, 특히 이 

전시는 뉴욕 브루클린미술관의 인상주의 소장품 59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면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분 공예 도예 디자인 만화
복합·
혼합

설치 영상 조소 종합 판화 회화 기타 계

2019 31 25 4 3 33 17 12 25 55 7 260 8 480
2018 15 17 10 66 3 1 1 170 283
2017 18 17 10 121 6 5 7 186 372

시각예술
김지혜 독립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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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2017~2019) 시각예술(서예·사진·건축) 활동 현황

서예 행사는 2019년도 65건, 2018년도 60건, 2017년도 59건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예 분야 예

술인들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진의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데, 2019년도 111건, 2018년도 33건, 2017년도 81건으로 각각 약 3.33배, 1.36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건축행사는 2019년도 2건, 2018년도 4건, 2017년도 3건으로 그 수가 줄었으나, 2018년도 행사에 

1건의 포럼과 1건의 세미나가 포함되었고, 2017년도에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장전’,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입상작품전 제주 순회전’ 등의 도외 행사와 ‘2017 제주국제건축포럼’ 1건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2019년도에 개최된 ‘제주건축대전 – 일상회복(日常回復)’과 ‘제주건축문화축제’ 등이 그 콘텐

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도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9년도에 제주건축문화축제 조

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제주건축문화대전’에서 5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사회공공부문 대상’에서 1팀,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에서 개최한 ‘2019 제주다운 

건축상’에서 1팀이 수상을 한 것도 건축 분야의 좋은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9년도 시각예술 분야는 정량적·정성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이러한 추세가 꺾이고, 에너지가 감소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올해 전 세

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재난인 코로나19의 여파는 국내외 미술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취소된 전시는 약 1,553건이고, 같은 기간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약 

747억 원 규모의 일자리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스위스와 프

리즈 뉴욕 등이 전격 취소되었으며, 광주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대구

사진비엔날레 본 전시, 제주비엔날레 등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들은 적극적으로 비대면 전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미술주간(9월 24일 ~ 10월 11일)에는 40여 개의 전시가 온라인 VR로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제주의 예술인들에게도 재난 이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와 행사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019년 월별 시각예술분야 활동 현황

구분 서예 사진 건축
2019 65 111 2
2018 60 33 4
2017 59 81 3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미술 17 18 21 38 38 39 39 49 34 68 71 48 480
서예 1 0 5 1 4 6 8 8 9 7 11 5 65
사진 11 5 4 9 10 12 8 8 14 7 17 6 111
건축 0 0 0 0 0 0 0 0 0 2 0 0 2
계 29 23 30 48 52 57 55 65 57 84 99 59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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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미술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1.10. 2019 소장작품전_회화부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1.1.~1.31. 제8회 정랑문인화전
한라도서관 

전시실
포정먹그림사랑회

1.2.~1.30. 한글그림에 웡이자랑을 담다 갤러리카페 지오 이승연

1.2.~2.28.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송유진 개인전 ‘판타지 인 제주’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1.8.~12.9. 박광진_레트로 Retro : 1956~2005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9.~1.15. 돼지전 경인미술관(서울)
아트스튜디오 

JISD

1.11.~1.31. 가디 작가 개인전 ‘for season’
갤러리앤카페

더몹시
가디

1.14.~4.14. 이안 개인전 ‘거로에 짓다’ 문화공간 양 이안

1.16.~1.20.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선일

1.16.~2.28. 해와 달 부미갤러리 부미갤러리
1.17.~2.15. 연갤러리 11주년 기념 상설기획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1.~2.6. 소장작품전 ‘제주를 그리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1.22.~2.10. 물처럼 바람처럼 ‘유선형’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25.~2.23.
2018 예술공간이아 레지던시 하반기 결과보고서  

‘貳衙室錄-下’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26.~2.10. 붉고 푸른 당신과 나 사이
갤러리 

아트링크(서울)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
1.31.~3.31.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빛과 그림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31.~3.31.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생·활(生·活)’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2.1.~2.24. 제주맥주X제주작가 전시 제주맥주 양조장 제주맥주

2.2.~3.2. 기획전 ‘한인석 개인전’ 갤러리팡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2.6.~2.28. 제16회 송은실 텍스타일전 ‘오름에 이는 바람’ 심헌갤러리 송은실

2.7.~2.13. 김산 개인전 ‘본향’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산

2.8.~2.18. 소장작품전 ‘제주를 그리다 2’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2.9.~2.15. 제주지역에 자라는 멸종 위기의 야생식물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그리고(Gri-Go)

2.12.~2.25. 이종우 초대전 ‘소꿈 돼지꿈’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2.12.~3.12. 돌담갤러리 개관 기념전 - 나강 초대전 ‘제주풍경’ 돌담갤러리
돌담갤러리, 

KEB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2.12.~3.24. 영롱한 바 문화공간 반석탕 빛소리

2.13.~3.27.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2019 Face to Face 마주보기’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2.13.~4.21. 기획전시 ‘도새기해가 떴습니다’전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2.16.~4.14.
제주4·3 생존희생자 그림기록전 

‘어쪄면 잊혀졌을 풍경’

제주4·3평화
기념관 

기획전시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70주년기념
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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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2.18.~3.20. 어느 멋진 봄날의 전시 연갤러리 연갤러리

2.19.~2.23. 제주에 핀 선(禪)‧차(茶) 그림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대한민국선화협회, 
담원명가묵연회

2.22.~4.21. 기획초청전 ‘김호석 수묵화, 보다’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2.25.~3.7. 2019 제주 국제 아트쇼
제주문예회관 
제1, 2전시실

월간아트, 
아트벤트, 

오렌지브릿지
2.26.~3.7. 이규홍 초대전 ‘사실과 추상의 이중주’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2.27.~4.24.
기당미술관 기증소장품전 

‘향연 : 기당을 만들어온 사람들’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3.1.~3.13. 제주대 산업대학원 공예디자인전공 석사학위청구전 심헌갤러리
제주대 

산업대학원 
공예디자인전공

3.1.~3.15. 봄을 여는 캔버스
한라도서관 

전시실
비바 아르테

3.1.~3.27.
한국 근대판화 아카이브와 홍선웅 목판화 

정신과 새김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3.1.~4.30. 세번째 개인전 ‘생(生)을 얻는 나무 : 길’ 초록빛갤러리 문정호

3.1.~4.30. 정현용 개인전 ‘4-3=1’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정현용

3.2.~3.31. 제주향기를 그림에 담다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3.2.~4.28. 최정애 작가 초대전 ‘숲, 나무’ 끌로드아트홀 끌로드아트홀
3.8.~3.25. 변시지 유작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3.9. 제주아트옥션 2019
제주신화월드&

리조트 
랜딩컨벤션

제주문화방송, 
스페이스

예나르제주
3.9.~3.17. 설레임, 내 집에 그림 한 점 갤러리비오톱 에뜨왈

3.10.~4.7. 산호 coral 피스아일랜드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3.16.~3.21. 제2회 송기수 작품전 ‘제주를 담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송기수

3.18.~4.17. 심헌갤러리 기획전 ‘행복한 동행’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가톨릭미술가회
3.22.~5.29. 여백의 이야기 포도갤러리 손일삼

3.23.~3.29. 서귀포에 부는 바람
서귀포예술의
전당 전시실

서귀포고 
총동창회

3.23.~3.31. 내 안의 섬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3.26.~4.8. 김순겸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3.29.~4.11.
미카일 카리키스 개인전 

‘두렵지 않아(Ain’t Got No Fear)’
아트스페이스 씨 아트스페이스 씨

3.30.~4.4.
제6회 제주가톨릭미술가회전 

‘생태적 영성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빛을 그리며’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가톨릭
미술가회

3.30.~4.5. 기획 전시 ‘전농로의 봄-여행’
문화공간 
제주아트

(사)제주문화포럼

3.30.~4.5. 제주삼촌들 그림책 원화 전시 까망초가집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책여우
4.1.~5.31.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김키미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4.1.~10.12. 하상림 개인전 ‘언타이틀 1992~2017’ 갤러리2 중선농원 갤러리2 중선농원
4.2.~6.23. 제주 자연 2019 - 공존의 이유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4.3.~4.30. 제26회 4·3미술제 ‘경야(經夜)’ 예술공간이아 탐라미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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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12. 현대미술로 바라본 여성인권 위안부 특별전 제주조각공원 제주조각공원

4.11.~4.30.
갤러리 Z 개관 기념 

황학주 시인, 이제하 화가 공동 전시회
갤러리 Z 갤러리 Z

4.12.~4.21. (사)누구나 창립기념 ‘누구나 예술로 소통展’ 돌담갤러리 (사)누구나

4.13.~4.18. 제9회 들꽃수채화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들꽃수채화회

4.13.~4.18. 2019 사(思)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사인회

4.13.~4.18. 제2회 제주수묵화회전 ‘수묵의 향연’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수묵화회

4.13.~5.26.
김지환 생태미술 개인전 

‘꽃이다(異多) : 절망에서 피어난 생명’
서귀포문화빳데리

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
충전소, 김지환

4.16.~6.9.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 근대의 걸작’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4.17.~4.21. 김국희 개인전 ‘괴물건(怪物件)’ 문화공간 양 김국희
4.17.~4.30. 만프레드 레이어(Manfred Leirer)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4.18.~4.24.
제주중앙고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위한 

조영희 소장작품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중앙고 
총동창회

4.19.~4.28. 남북평화 미술전 : 한라에서 백두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4.20.~4.25. 제주의 사계절 꽃 세밀화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그리고(Gri-Go)

4.20.~4.25. 한라일보 창간기념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 2전시실

한라일보

4.20.~5.2.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기증 작품전  

‘예술나눔’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이중섭미술관

4.20.~5.18. 제주금속공에가회 창립전 심헌갤러리 제주금속공예가회

4.22.~4.26. 능곡 안서조 개인전 - 문인화 알기
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안서조

4.22.~4.28. 제2회 제주·경기 서화교류전 수원미술전시관
제주월봉묵연회, 

경기서화교육협회
4.23.~5.30. 송용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4.23.~5.31. 특별기획전 ‘서각 현대와 만나다’
제주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교육박물관

4.24.~5.9. 꿈 꾸는 돌 돌담갤러리 김남숙, 정요택

4.24.~5.26.
이중섭미술관 기증 작품전 

‘나눔의 행복, 아름다운 동행’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4.25.~6.16 길혜민 개인전 ‘남겨진 그림자’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4.27. 스투디오비짓 프로젝트 프로젝트공간 SSS 빛소리

4.27.~5.2.
제45회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작품전 

‘2019 백록담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백록담회

4.27.~5.2. 안버림연구소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안버림연구소
4.29.~11.30. 슬로우 라이브 페인팅 프로젝트 스튜디오 126 조기섭

4.30.~6.10. 홍성담 그림책 원화전 ‘운동화 비행기’
제주4·3평화

기념관 
기획전시실

제주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평화를 품은 집,  
평화를 품은 책

4.6.~4.11. 김승민 개인전 ‘자연스러운 자연’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김승민

4.6.~4.11. 제4회 오미경 개인전 ‘섬에 있다’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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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1.
제11회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평화의 섬, 새로운 바람’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회

4.8.~12.31. 오렌지브릿지 작가 3인전 ‘아트캄머’ 카페 로아트
오렌지브릿지, 

커피캄머

4.9.~7.14. 이정웅, 찰나의 미학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4.9.~12.31. 물의 나라 이야기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5.1.~5.8. 제주민화전 ‘파라다이스 제주’ 스페이스 예나르 루씨손

5.1.~5.15. WE WILL ART U
중국예술가 
교류센터

ASHA

5.1.~5.15. From nature 2019 展(1차) 거인의 정원 김진수
5.1.~5.30. 고승철 개인전 ‘사적인 풍경’ 비오토피아 고승철

5.1.~5.31.
심포에스타 2019 설문대할망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사)제주국제화

센터, 누보

5.1.~6.30.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박성진展 ‘치유의 숲’
치유의 숲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5.1.~6.30.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홍향미展 ‘고요함’ 제주대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5.2.~6.1. Light, Light 김진, 부지현 2인전
조은숙아트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서울)

김진, 부지현

5.2.~5.11. 에바 알머슨 특별전시회 본태박물관
제주푸드앤와인

페스티벌

5.2.~5.30. 한국화의 대중화를 위한 여성작가 7인-이삭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5.3.~5.12. 재릉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말(馬) 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5.4. 제주·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5.4.~5.9.
국제작은미술제운영위원 제주초청전 

‘작은 그림 우리들의 이야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제주문화예술
진흥원

5.4.~7.28.
기당미술관 생태미술기획전 
‘바다가 보이는 기당정원’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5.7.~5.19. 이정답 개인전 ‘주의해! 깨어날 시간이야’ 예술공간이아 이정답
5.7.~5.19. 이존립 초대전 ‘정원에서 꿈꾸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9.~6.6.
4·3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억·투쟁·예술 타임라인’

포지션 민 제주 (사)제주민예총

5.10.~6.9. 누구라도
세컨드 에비뉴 
갤러리(서울)

이유미

5.11.~5.16.
제78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Harmony, 같이, 가치’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1.~5.19.
파올라 폴리칼디 서의 유화전 
‘푸른 정원(A Blue Garden)’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5.11.~5.26. 법고창신 : 찻그릇과 술그릇 스페이스 예나르 스페이스 예나르 
5.13.~5.31. 사북 아라리 갤러리둘하나 김수범
5.14.~5.30. 태양의 시간 돌담 갤러리 이지선
5.16.~5.31. 제주시인 강영란과 함께 하는 글·그림전 거인의정원 제주글그림회

5.18.~5.23. From nature 2019 展(2차)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김진수

5.18.~5.23. 인동당초문항아리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최대언

5.19.~6.30. 갤러리 ICC JEJU 개관기념전 ‘제주 미술의 향연’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ICC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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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28. 제13회 개인전 ‘고요한 도자기 : 너울’ 심헌갤러리 고용석
5.22.~6.3. 김병구 기획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22.~6.30. 은혜로 쿰다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25. 스투디오비짓 프로젝트 프로젝트공간 SSS
스투디오비짓 
(sssstudiovisit)

5.25.~5.30. 제47회 제대미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5.25.~5.30. 제주삽화회 창립전 ‘동심을 노래하는 그림’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제주삽화회

5.25.~5.31. 제주의 숨결 : 물들이다
노르망디 꾸탕스 
퐁데자르아트센터

(프랑스)
강명순

5.25.~6.2. 제주아마추어작가회 창립전 ‘물로 제주에서 놀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제주아마추어

작가회

5.28.~7.9. 4·3 71주년 초대전 : 세대전승
제주4·3평화

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5.31.~6.9. 초대 전시회 ‘주거와 예술의 만남’
제주에듀루치올라 

모델하우스
제주에듀루치올라

5.31.~7.31. 제주, 회화로 말하다 포도갤러리 포도갤러리

6.1.~6.6.
2019 제주판화가협회 정기전 

‘판, 판, 판 이런 판(版)이 있나!’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판화가협회

6.1.~6.9. 제주문인화군방도 전시회
한라도서관 

전시실
제주문인화군방도

6.1.~6.13.
제10기 상반기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 

‘사이(間) : 공간·작가·작품 사이’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서귀포시

6.1.~6.14. 드로잉동아리전 그릴樂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드로잉동아리 
그릴락

6.1.~6.30.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아은 개인전 ‘섬’
JDC세미양 

전시실
애월국제문화

복합단지
6.1.~6.30. 갤러리이니 개관 5주년 기념 한국현대목판화전 갤러리이니 갤러리이니
6.1.~6.30.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이윤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6.1.~6.30. 현민자 초대전 희경정 희경정
6.4.~6.20. 김인화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6.6.~6.16. 제18회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섬 이야기’ 스페이스 예나르 제주도예가회

6.8.~6.13. 꽃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빈센트 맥킨도

6.8.~6.16. 박경훈 개인전 ‘4·3 정명(正名)’
갤러리 라파예트

(오키나와)
마부니피스
프로젝트

6.8.~6.17. 칸 브랜드 전시회 : 불안에서의 감각 연갤러리 연갤러리

6.8.~6.9. 카민展 한나는 요~요걸 좋아해!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카민아트

6.8.~7.31. 다음 작가 초대전 ‘열흘 가는 꽃 없다 말하지 마라’
서귀포문화빳데리

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

충전소

6.9.~6.13.
제10기 상반기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 

‘사이(間) : 공간·작가·작품 사이’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6.9.~6.1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드로잉동아리 ‘그릴락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6.9.~6.16. 미감회 창립전 성안미술관 미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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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23. 이가경 개인전 ‘엉키고 가려진’ 아트스페이스 씨 이가경

6.15.~6.20. 제주-광주 수묵화 교류전 ‘수묵의 상(象)’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6.15.~6.20. 제3회 하늘빛수채화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하늘빛수채화회

6.17.~6.29. 감귤포장학과 졸업전 돌담갤러리
김승민, 정재훈, 

현은주
6.18.~6.30. 김성란 초대전 스페이스 예나르 스페이스 예나르
6.19.~7.2. 이중섭미술관 소장품전 서귀포시청 별관 서귀포시

6.21.~9.15.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제주작가 조명전 ‘99+1’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6.22.~6.27. 검은 섬(Black Island)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문성윤

6.22.~6.27.
제23회 제주디자인협회 정기전 

‘제주디자인! 꿈을 꾸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디자인협회

6.22.~6.27. 제49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공모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6.22.~8.11. 천병근 : 제주, 40년만의 재회 再會 소암전시관 소암전시관

6.26.~7.21. 전시 ‘제주1730’ 피스아일랜드
피스아일랜드, 

신소연&MUSA
6.29.~11.3. 공간잇기 프로젝트 #01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6.29.~20.5.17. 공성훈 개인전 ‘웅덩이’
제주아라리오

뮤지엄
제주아라리오

뮤지엄

6.29.~20.5.17. 이인혜 개인전 ‘수인(囚人)’
제주아라리오

뮤지엄
제주아라리오

뮤지엄

6.29.~7.4. 제5회 민화채색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민화채색연구회

6.29.~7.4.
제주한라대 산업디자인학과 

제2회 졸업작품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한라대 

산업디자인학과
6.29.~8.29. 화첩기행 2019 탐라순력도 ‘산지천을 노닐다’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6.30.~7.14. 장성안 개인전 ‘백록의 X-RAY’ 성안미술관 장성안

7.1.~7.10.
제10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 신민정 개인전 

‘그로우’
연갤러리 연갤러리

7.1.~7.10. 강두형 초대전 ‘솔방울과 물고기의 꿈’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1.~7.14. 현은주 개인전 ‘빛의 제주’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현은주

7.1.~7.31.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박준석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7.1.~8.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이승수展 ‘두 개의 방’
치유의 숲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7.1.~8.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임주언展 ‘夢中夢

(떠난 이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제주대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7.2.~7.30. 추억소환 제주돌집
북촌돌하르방공원 

전시공간 돌집
강윤실

7.2.~9.24. 2019 국제생태미술전 Ocean - New messengers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7.3.~7.16. 살림 하는 붓질 네 번째 순서 ‘낯-섦’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7.4.~7.28. 정남 작가 영상전 ‘사물들’ 문화공간양 정남, 문화공간양

7.4.~9.1.
이중섭미술관 특별기획전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7.5.~7.11. 갤러리바라 개관전 ‘제주국제아트프렌즈’ 갤러리바라
갤러리바라, 

갤러리비오톱
7.5.~7.11. 제6회 제주각자회-함양서각회 교류전 함양군문화 제주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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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7.6.~7.11. 고예현 개인전 ‘위로를 위한 시간’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고예현

7.6.~7.11. 제18회 미술동인 집 정기전 ‘아우라’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미술동인 집

7.8.~8.7. 허민자 도예전 ‘스톤 이미지’ 심헌갤러리 허민자

7.9.~8.25. 제주에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안산문화재단

7.10.~11.9. 소확행-글과 그림이 주는 휴식 미술식당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7.11.~8.8. 기획전 ‘제주를 사랑한 화가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13.~7.18. 제주청년전가작 25년 아카이브 ‘구본신참(舊本新參)’
제주문예회관 
제1, 2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7.16.~7.30.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인의 정원 김진수

7.17.~7.31.
제3회 이창현 개인전 

‘소소한 일상, 시선이 머무는 곳’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이창현

7.20.~7.21. 섬 프로젝트 : 제주 범섬 일대 섬 프로젝트 제주

7.20.~7.25. 서효순 문인화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갤러리

서효순

7.20.~7.25. 도내우수청년작가 초청전 ‘김산전 : 탐라風’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7.20.~7.25. 도내우수청년작가 초청전 ‘백성원전 : 화산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7.20.~9.22. Hidden Layers 갤러리 아트두 금민정

7.20.~9.22. apmap 2019 jeju – islanders made
오설록 

티뮤지엄 일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7.21.~8.14. 강명순 개인전 ‘제주의 숨결-물들이다’ 연갤러리 강명순
7.21.~8.22. 강승철 개인전 ‘옹기, 존재를 밝히다’ 제주옹기숨미술관 강승철

7.22.~7.31.
제10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 
서승환 개인전 ‘신, 탐라순력도’

연갤러리 연갤러리

7.23.~7.30. 이아~! 갤러리 속 놀이터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7.25.~11.3. 김창열 아카이브전 ‘영원의 물방울 염원의 기록’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7.26.~7.28. 2019 IOAF 국제해양 예술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아시안예술
문화과학협회

7.26.~7.30. 부이비 작품전시회 ‘기본으로 돌아가다’
갤러리 

인사이트(서울)
부이비

7.26.~8.6. 개관전 ‘민씨연대기’ 포지션 민 제주 포지션 민 제주

7.27.~8.1. 제주미술연구회 ‘영주십경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전시실 

제주미술연구회

7.27.~8.31. 쥬세페 아마디오(Giuseppe Amadio) 개인전 갤러리 데이지 갤러리 데이지

8.1.~8.7.
제10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 안현주 개인전 

‘바다, 바다, 바다’
연갤러리 안현주

8.1.~8.15. 김희숙 개인전 ‘이끌림’ 거인의정원 컬쳐마루
8.1.~8.31. 그래픽노블 Driver 출간 기념 원화 전시회 달리책방 달리책방
8.1.~8.31.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이경희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8.1.~9.1. greening 비아아트 강준석
8.2.~8.8. 고용완 제주어그림 전 제주학생문화원 고용완
8.2.~8.14. 정민숙 제3회 개인전 ‘어울림’ 성안미술관 정민숙
8.2.~10.2. 홍진숙 展 ‘마음이 머무는 섬’ 포도갤러리 포도갤러리
8.3.~8.8. 김성란 개인전 ‘꽃피는 서귀포’ 이중섭미술관창작 김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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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갤러리

8.3.~8.8. 김애란 제7회 개인전 ‘Jeju Island’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애란

8.3.~8.8. 제1회 양민희 개인전 ‘연월(戀月)’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양민희

8.3.~8.8. 표선희 개인전 ‘바다, 소리’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표선희

8.3.~8.15. 이지유 개인전 ‘새의 눈, 벌레의 눈’ 예술공간 이아 이지유
8.3.~8.23. 박선희 그릇전 아트인명도암 박선희

8.3.~8.30. 제16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전 카페 아주르 3025
(사)제주시각
디자인협회

8.5.~8.26. 홍향미 개인전 ‘제주풍경 론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8.5.~10.5. 전병성의 2019 제주풍경 너븐숭이기념관 전병성

8.6.~8.30.
서귀포시-사천미술학원 국제협력전 

‘Flying Of New Media’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8.6.~8.31. 조기섭 개인전 ‘00000: Sam sa-ra’ 스튜디오 126 조기섭

8.6.~10.6. 백광익 작가 기획초대전 ‘오름 위에 보는 바람’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8.7.~9.2. 김연숙 그림에세이 ‘거문오름 가는 길’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자연유산본부
8.7.~9.30. 기획초대전 ‘평화의 꿈’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8.8.~8.14. 김양수 개인전 ‘빛’ 연갤러리 김양수

8.9.~10.27. 제주의 목가구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도문화공원, 
양승필

8.10.~8.15. 강정자 김선영 모녀전 ‘닮다’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강정자, 김선영

8.10.~8.15. 제주대 미술학과 87학번 동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 미술학과 
87학번 동기회

8.10.~8.15.
제15회 탐라서각연구회 정기회원전 

‘향기나는 서각풍경’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각연구회

8.10.~8.20. 김계환, 장경희 부부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8.10.~8.23. 제2회 이은비 도예전 ‘제주해양을 탁본하다’ 심헌갤러리 이은비
8.13.~8.26.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서귀포시청 별관 서귀포시
8.14.~8.16. 빛과 소리의 예술, 제1회 타르트 미디어 아트전 갤러리비오톱 타르트(T-ART)
8.16.~8.31. 유딧의 제주 어반 스케치-바다, 걷고 그리다 거인의정원 박지현

8.17.~9.7. 피아노해체 음악전시 ‘스토리 푸가’ 성안미술관
피아문뮤직
아뜰리에, 

트리오보롬
8.20.~8.30. 섬 프로젝트_제주, 세 번째 전시 ‘S.O.M.E’ 예술공간이아 섬 프로젝트 제주
8.20.~9.22. 금민정 개인전 ‘Hidden Layers’ 갤러리 아트 두 금민정

8.22.~8.31.
제10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 신정훈 개인전  

‘시작(試作)’
연갤러리 연갤러리

8.23.~8.29. 이승수 개인전 ‘REMANENT’ S7미술관(중국) AVAT

8.24.~8.29. 제45회 전국공모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24.~8.31. 제주대 디자인전공 합동전 ‘개취만취’ 심헌갤러리
제주대 

디자인전공

8.24.~9.1.
2019 제6회 제주 세심재 갤러리 -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정기전

세심재갤러리 세심재갤러리

8.24.~9.5.
제44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작가 

김현성 초대전 ‘결’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9� 제주문예연감

24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8.26.~9.29. 해녀 비바리와 고냉이 갤러리 ICC JEJU 오은미

8.29.~11.17.

해외작가기획초대전-쩐민득개인전 ‘분홍꽃이 피다, 
여기저기 어디서나 모든 지나간 그리고 다가올 봄에 

Pink Flowers blossom here there and   
everywhere, every past and upcoming springtime’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8.30.~9.1. 히나 윙 개인전 ‘우울함, 또 다시 찾아온 그 날’ 갤러리 18번가 히나 윙

8.30.~9.15. 4·3 71주년 특별전 ‘4월의 단상’
제주4·3평화

기념관
임춘배

8.31.~9.5. 숲 속에서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임영실

8.31.~9.19. 현대염색작가회 창단 30주년 특별전 스페이스 예나르 현대염색작가회
8.31.~9.30. 문화쉼터 조성 기획전 카페 다복다복 청정제주보전회
9.1.~9.15. 송기수 개인전 ‘제주를 담다’ 거인의정원 송기수
9.1.~9.15. 김애란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9.1.~9.30. 고윤식 개인전 ‘기억의 숲’ 예술공간 파도 고윤식
9.1.~9.30. 부미갤러리 개관 5주년 특별전 ‘에로티즘’ 부미갤러리 부미갤러리
9.1.~9.30.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최재령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9.1.~10.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손유진展 ‘혼:동’ 제주대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9.1.~10.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이수목展 ‘제주_별을 품다’
치유의 숲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9.2.~9.30. 제주시선의 수집 심헌갤러리 배중열
9.3.~9.8. 얼랑핀칙 쓰레기전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9.4.~9.27. 2019 문화동아리 연합전 ‘모드락’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9.4.~11.4. 제3회 아시아작가 교류전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제주세계자연

유산센터

제주세계유산본부, 
아시아예술
경영협회

9.5.~11.10. 이중섭미술관 소장품전 ‘회화의 맛’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9.5.~12.31. 갤러리b 개관전 ‘남녘의 서정’ 갤러리b 부국문화재단

9.6.~9.15.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마련 미술품 판매전 

‘카르페디엠 : 오늘을 즐겨라’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9.9.~9.27. 이승현 다섯번째 개인전 갤러리 둘하나 이승현

9.14.~9.19. 제16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9.15.~9.22. 2019 서귀포미술협회 기획전 ‘들숨, 날숨’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9.15.~9.28. 바다숲 : 제주 옛바다와 산호 제주옹기숨미술관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9.16.~9.21. 김은경 그릇전 ‘생활의 발견’
갤러리카페 
짜루점빵

김은경

9.16.~9.30. 삶의 스케치
한라도서관 

전시실
김정숙

9.16.~9.30. 송묘숙 개인전 ‘제주의 정원’ 거인의정원 송묘숙
9.17.~9.30. 이정원 기획 초대전 ‘산중모색’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9.18.~9.26. 탐라미술인협회 주제전 ‘할로영산2019’ 展 예술공간이아 탐라미술인협회
9.20.~9.26. 치유의 정원 - 도새기와 말 展 연갤러리 이미선
9.20.~9.29. 강동훈, 안세현 공동전시 : 0을 기점으로! 갤러리18번가 갤러리18번가

9.20.~11.3. 꿈꾸는 사람의 보물상자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9.20.~11.14.
기당미술관기획초대전 

‘에꼴드제주 – 세 개의 서정’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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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0.6. 김미령 초대전 ‘탐라에 이는 바람’
문화공간 story 

와봔
문화공간 story 

와봔
9.24.~9.29. 2019 포천시 공예가협회전 세심재갤러리 포천시공예가협회

9.27.~10.4. 꿈소담과 함께하는 한수풀바농질 전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바농질 

동호회
9.28.~10.23. 전영실 개인전 ‘오늘 잘 놀았어’ 아트인명도암 전영실

9.28.~10.3. 묵랑 제8회 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묵랑

9.28.~10.3. 최창훈 개인전 ‘위드 아이(With I)’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최창훈

9.30.~11.2.
신승훈 개인전 

‘판타지 제주 아일랜드 : 춘자의 행복 여정’
갤러리카페 다리 신승훈

10.1.~10.10. 제10회 고은 한국화전 ‘바다주기’ 가인갤러리(서울) 고은

10.1.~10.13. 탐라문화제 연계 전시 ‘국제문화교류전’ 산지천갤러리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0.1.~10.15. 예미 개인전 ‘화수목순환전’ 거인의 정원 예미
10.1.~10.25. 정형준 초대전 ‘흙 놀이’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1.~10.27.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Chris Jordan:  Intolerable Beauty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숲과나눔, 

제주현대미술관, 
플랫폼C 

10.1.~10.30. 포트폴리오 마켓 노지 : 선과장
카페 델문도 

갤러리

제주청년
미술작가회 

바지,락
10.1.~10.31. 월간, 제주작가를 보다 - 임소희 아트보다 페이퍼컴퍼니

10.1.~11.8. 최은주 개인전 ‘우연한 구름’
복합문화공간 

오르다
최은주

10.1.~12.1.
소암기념관 개관 11주년 기념 
서귀소옹&20세기 서화거장 

‘금봉 박행보 : 강산을 훔쳐 보고 시를 건지다’展
소암전시관 소암전시관

10.2.~10.6. 날마다의 삶, 보통의 생활 일상생활(日常生活)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0.4.~10.7. 일곱번째 회원전 ‘손 끝에서 퍼지는 나무향기’ 제주학생문화원 제남서각회
10.4.~10.17. 이광진 개인전 돌담갤러리 이광진
10.4.~10.19. 허영희 개인전 ‘행복을 찾아서’ 커피동굴 플랜트 허영희

10.4.~10.2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0년 아카이브 

소장작품 특별기획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0.4.~11.1. 양경식 교수 초대전 ‘History…Self-Existence’
메레브 더 갤러리

(여수)
메레브 더 갤러리

10.4.~12.4. 베르너 사세 초청전 ‘돌깨비’ 포도갤러리 포도갤러리
10.5.~10.20. 4인의 풍경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10.5.~10.30. 서성봉 개인전 ‘심상전개도’ ini갤러리 서성봉
10.5.~11.17 제주옹기 숨결 제주옹기숨미술관 제주옹기숨미술관

10.7.~10.11. 김만덕기념관 초대전 ‘김재춘의 민화세계’ 김만덕기념관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김만덕기념관

10.7.~10.31. 연갤러리기획전 ‘가가호호(家家戶戶) 그림걸기’ 연갤러리 연갤러리
10.7.~11.8. 현덕식 개인전 ‘뚜벅이의 시간’ 스페이스D(서울) 현덕식
10.8.~10.18. 박준석·최재령 2인전 ‘JRJS’ 갤러리비오톱 박준석, 최재령

10.9.~10.21.
제주조각가협회 3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제주조각의 오늘’
예술공간이아 제주조각가협회

10.10.~10.30. 9번째 개인전 ‘일상 : 그 중간 어디 즈음’ 초록빛아트갤러리 양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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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21. 이성종 개인전 ‘제주-빛을 품다’ 연갤러리 이성종

10.12.~10.17. 제58회 탐라문화제 전시(미술)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0.12.~10.20.
이미선, 김현숙 2인전 

‘함께하는 저지리의 화(畵)요일’
더갤러리 현 더갤러리 현

10.12.~10.20. 강성한 개인전 ‘도자기’ 몽생이 몽생이
10.12.~10.20. 김선봉 개인전 ‘칠보’ 몽생이 몽생이
10.12.~10.20. 황기선, 최형양 2인전 ‘탐라의 선경을 보다’ 서담미술관 서담미술관
10.12.~10.20. 고종규, 이창원 2인전 ‘돌과 마니주’ 이창원의 돌공방 이창원의 돌공방
10.12.~10.20. 장정순 개인전 ‘제주의 꽃을 바라보다’ 장정순 갤러리 장정순 갤러리

10.12.~10.20.
문화예술잡지 씨위드 기획전 

‘SEE WITH SEAWEED’
파파사이트

파파사이트, 
씨위드

10.12.~10.23. 강주현 개인전 ‘99%’
Art MORA

(미국)
강주현

10.12.~10.29. 기획전-제주의 색을 담다 ‘흙으로 글 그림 빚다’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0.12.~10.31. 유창훈 개인전 ‘제주기행 화첩전’ 갤러리 ICC JEJU 유창훈
10.12.~11.2. 김재이 그림작가 초대 개인전 ‘해녀의 의자’ 갤러리 데이지 김재이
10.14.~11.1. 백성원전 갤러리 둘하나 백성원

10.15.~11.17. 2019 추사에 새로운 길을 묻다 제주추사관
창작공간퐁낭아래
귤림, 제주추사관

10.16.~11.17. 서귀포예비문화도시 기획전시 : 노지문화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서귀포시

도시문화센터

10.17.~10.20. 문화의 달 연계 전시 ‘국제문화교류전’ 산지천갤러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2019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10.17.~10.29. 두번째 개관 기념전 ‘스물아홉개의 평화’ 포지션 민 제주 포지션 민 제주

10.17.~11.8.
제주 작가 특별 후원전 : 블라 블라!(Blah  Blah!) 

일상의 소리
메종 글래드 제주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10.18.~20.2.7. 2019 Young & Emerging Artist ‘강태환-休’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8.~20.2.7. 프렌치 모던 :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9.~10.24.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초청기획전 

‘제주-인천 문인화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화

예술진흥원

10.19.~10.24. 제주전업미술가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전업미술가회

10.19.~10.26. 제6회 고순철 개인전 ‘風高風下-海를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고순철

10.19.~10.26. 오민수 개인전 ‘산수유람-한라산’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오민수

10.19.~10.28. 추보배 두번째 개인전 '안체지가'
KBS제주방송총국 

기획전시실
추보배

10.21.~11.1. 안세현 개인전 ‘Phenomenon 현상’ 돌담갤러리 안세현

10.26. 노리터(NO_LITTER) 프로젝트공간 SSS
스투디오비짓 
(sssstudiovisit)

10.26.~10.27. 제주자연염색연구회 정기전시회 제주목관아
제주자연염색 

연구회

10.26.~10.31. 제8회 제주 일본 신화교류전
제주문화예회관 

제2전시실
(사)제주문화포럼

10.26.~10.31. 박현영교수 정년퇴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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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0.31. 제4회 세월호 생존자들이 그린 이야기 ‘일상으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26.~11.3. 제7회 그리메회원전 갤러리노리
그리메

창작미술연구회
10.26.~11.10. 조광익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26.~11.30. 강부언 개인전 ‘삼무일기(三無日紀)’ 아트인명도암 강부언
10.27.~11.2. 주저앉다 : 침전(沈澱) 새탕라움 고함
10.28.~11.9. 김지환 개인전 ‘떠밀려온 두번째 이야기’ 미음갤러리 김지환

10.28.~11.17.
기획전 ‘제주가 꽃섬, 꽃섬애(愛) 나들이-

제주, 민화를 만나다’
플레이스꽃섬 플레이스꽃섬

10.29.~11.7. 제주 향기를 그리다
KBS제주방송총국 

기획전시실
비바 아르테

10.3.~10.13. 고안철 개인전 쉬프트(서울) 고안철
10.3.~12.31. 김원구 초대전 버금갤러리 버금갤러리

10.31.~11.4. 아트콘테 정기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아트콘테

10.31.~11.9.
2019 심헌갤러리 기획 제주의 색을 담다 

‘제17회 오창윤 도예전-도구의 울림, 제주질그릇’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1.1.~11.7. 핸드피스 새김전 연갤러리
한글손멋글씨
디자인협회

11.1.~11.10. 고동우 개인전 ‘누구냐옹’ 파파사이트 (사)누구나
11.1.~11.15. 이승수개인전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인의 정원 이승수
11.1.~11.20. 공통분모-표류 갤러리청주(청주) 갤러리청주
11.1.~11.27. 최창훈 개인전 – Play Art 예술공간 파도 최창훈

11.1.~12.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손일삼展 

‘Impression Jeju’
제주대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11.1.~12.31. 아트큐브 공간여행 2019 이창희展 ‘제주의 돌’
치유의 숲 
아트큐브

제주문화예술재단

11.1.~20.2.9. 김방희 조각전 ‘1983-2019 하늘·돌·바람’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2.~11.7. 우보천리(牛步千里) 제주흑우(濟州黑牛)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김민수

11.2.~11.7. 제주-광주 전남 전각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전각학연구회

11.2.~11.9. 제주공예축제 ‘064 JEJU CRAFT WEEK’ 갓전시관 등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064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1.3.~11.4. 제주문화기획학교 전시 프로젝트 ‘다채로이’ 아트세닉 갬성단무지
11.3.~11.17. 박성진 개인전 ‘제주의 돌담과 숲’ 갤러리 ICC JEJU 박성진
11.4.~11.15. 오기영 개인전 ‘항 : 제주의 삶과 자연을 읽다’ 돌담갤러리 오기영
11.5.~11.16. 고용석 도예전 ‘어머니의 길’ 스페이스 예나르 고용석
11.5.~12.8. 이진아 개인전 ‘닿을 수, 닿을 수 없는’ 비아아트 갤러리 이진아

11.6.~11.8. 흑투백기획전 ‘시시비비 문화공간 관심사
청년기획단체 

제뮤직

11.6.~11.11. 김성오 개인전 ‘오름의 향기’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김성오

11.6.~11.20. 강승희 개인전 노화랑(서울) 강승희

11.6.~11.27. 기획특별전 ‘제주신화 상상갤러리’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1.8.~11.13. 2019 제주문화기획학교 아카이빙전 ‘제주를 열다’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1.8.~11.14. 산지예술등대프로젝트 산지등대 제주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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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18. 무유장작가마 차도구전 ‘동행’ 연갤러리 박병욱, 양수열

11.8.~20.2.9.
강문석 작가 초청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 

‘철마, 오름을 달리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11.9.~11.14. 김복신 개인전 ‘곶’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김복신

11.9.~11.14. 제6회 백주순 판화전 ‘실존(實存)-사소한 생각’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백주순

11.9.~12.22. 이유진 초대 개인전 ‘under the rainbow’ Gallery VER(태국) 이유진
11.11.~11.15. 첫번째 도예 개인전 ‘겹 : 시간을 포개다’ 심헌갤러리 김진희
11.11.~11.25. 개관 48주년 기념 박용인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12.~11.20. 바다, 사람, 예술 상생 프로젝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프로젝트그룹씨앗

11.12.~20.4.5.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이 맺히기까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11.13.~11.18. 2019 제주-울산 한국화 교류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제주한국화협회

11.13.~11.19. 제18회 정기전 ‘연-달아전’(1차)
인사아트프라자

(서울)
연

11.13.~12.12.
제5회 김부곤 조형도자기 전시회 

‘Positive & Negative’
성안미술관 김부곤

11.13.~12.31. 대만사범대학 리쩐밍 명예교수 개관 초대전 피움갤러리 피움갤러리

11.15.~12.12.
2019 제주도립미술관 미술전문인 양성교육보고전 

‘소장품, 세상과 소통하다’
산지천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11.15.~20.2.23. 이중섭미술관 기획초대전 ‘색(色) 다른 섬 풍경’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11.16.~11.21. 강태환 개인전 ‘생각치 못한 경계’ 예술공간 이아 강태환

11.16.~11.21. 수묵의 빛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문인화제주작가회

11.16.~11.22. 김이화·문엠마 섬 프로젝트 네번재 전시 클랭블루 갤러리 섬프로젝트
11.16.~11.28. 최연재 아홉 번째 개인전 ‘소통’ 심헌갤러리 최연재
11.16.~11.30. 김지열 개인전 ‘시간을 담다’ 거인의 정원 김지열
11.17.~12.31. 한라산작가 채기선 초대전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끌로드
11.17.~계속 채기선 초대전 ‘Clair de Lune(달빛)’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끌로드

11.18.~11.25. 백광익 초대전 
블라디보스토크 
미술협회 전시장

블라디보스토크 
미술협회

11.18.~11.29. 제9회 김수현 도예전 ‘해녀의 부엌’ 돌담갤러리 김수현

11.18.~12.1.
기획전 ‘제주가 꽃섬, 꽃섬애(愛) 나들이-

제주, 전통옹기를 만나다‘
플레이스꽃섬 플레이스꽃섬

11.19.~11.23. 2019 제주문화중개소 시:작 결과발표회 ‘발광(發光)’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1.19.~11.30. 페티야 캠벨 도자기전 ‘Catch Your Magic’ 스페이스 예나르 페티야 캠벨

11.19.~20.3.15. 나를 찾아서, 치유의 물방울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11.19.~20.3.15.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 고요한 울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11.20.~12.10. 박길주 개인전 ‘바람의 노래’ 갤러리 ICC JEJU 박길주
11.21.~11.30. 황정원 드로잉전 ‘가만히’ 밤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11.22.~11.26. 6시 4분 반석탕 이민지

11.23.~11.27. 제3회 에이블아트 전시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11.23.~11.28. 안병근 개인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전시실

안병근

11.23.~11.28. 2019 한국수묵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한국수묵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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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시실

11.23.~12.9. 자연을 담은 마음 크로키 갤러리바라 홍시야

11.23.~20.1.31. 제주 오름의 신을 상상하다 : 오름상상 그림 하나 공간 마고
콘텐츠 그룹 

도무지

11.24.~12.3. 제44회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예술공간이아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11.25.~12.14. 제18회 정기전 ‘연-달아전’(2차) 갤러리카페 다리 연
11.26.~12.7. 서경희 초대전 ‘Seastory’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26.~12.29.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김선일

11.28.~12.1. 아트제주 2019 메종글래드제주 (사)섬아트제주
11.28.~12.4. 양화선, 좌혜선 2인전 ‘고요한 사람 푸른 공간’ 새탕라움 양화선, 좌혜선

11.28.~12.7. 그림책학교 1080 황우럭만화카페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

11.28.~12.27.
 2019년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성과공유전 

‘예술로 항해하기’
제주시 관덕로 

11길 16
제주문화예술재단

11.30.~12.1. 스투디오비짓의 시간 프로젝트공간 SSS
스투디오비짓 
(sssstudiovisit)

11.30.~12.12.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서 ‘오감제주(五感濟州)’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1.30.~12.13. 강소라 개인전 ‘바당 꽃’ 심헌갤러리 강소라
11.30.~12.30. 2019 한국수묵연구회전 갤러리카페 지오 한국수묵연구회
12.1.~12.15. 헬로! 22 - 담소 미술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거인의 정원 거인의 정원
12.1.~12.20.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예술공간 파도 독한예술협회

12.1.~12.31. 변세희 개인전 ‘비밀의 숲’
비오토피아 

갤러리
변세희

12.2.~12.8. 꿈꾸는 그림동화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마주보기
동화그림동호회

12.2.~12.10. 김규승 개인전 생명의 노래 연갤러리 김규승
12.2.~12.21. 예미킴 개인전 ‘December’ 플레이스꽃섬 예미킴

12.3.~12.29.
베트남 작가 보 쩐 차오 개인전 
‘구름이 멀리 날아가게 두세요’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12.4.~12.14. 굴대장 김정근 제주그릇전 ‘흙, 물, 불 기억을 담다!’ 예술공간이아 김정근

12.5.~12.9. 오키나와·제주·타이완 교류전 ‘평화와 진혼’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스디루

12.5.~20.1.10. 백광익 초대전 U.H.M.갤러리(서울) U.H.M. 갤러리
12.6.~20.2.26. 유리 - 바다를 품다, 성창학 展 포도갤러리 성창학

12.6.~20.10.25. 빛의 벙커 : 반 고흐 빛의 벙커
㈜티모넷, 

컬처스페이스
12.6.~23.12.31. 본태박물관 제임스터렐전 본태박물관 본태박물관

12.7.~12.12.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회원전 ‘제주를 탐하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현대여성
제주작가협회

12.7.~12.12. 제15회 창작공동체 우리 정기전 ‘2019 탐라순력’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창작공동체 우리

12.7.~12.14. 배효정 첫 번째 개인전 집들.이 ‘Houses’전 예술공간이아 배효정

12.7.~12.15.
박태이 작가 유작전 

‘박태이, 제주를 사랑하고 그리다’
새탕라움 새탕라움

12.10.~12.31. 복희만화 展 돈키호테북스 돈키호테북스

12.14.~12.19. 2019 예술심리치료사 작품전 ‘마음을 어루만지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니하예술심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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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2.19. 양미경 개인전 ‘태고의 노래’
이중섭미술관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양미경

12.14.~12.21.
제2회 제주에이블아트전

‘특별한 그림여행으로의 초대 : I'm painter’
아트인명도암

이마고미술
치료연구소

12.14.~12.23. 파란만장 심헌갤러리 현기훈
12.14.~20.1.31. 한집 그림 걸기 소품전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ICC JEJU
12.15.~20.1.14. 2019 여섯되 창립전 ‘가름기행 : 신촌’ 더 몹시 갤러리 여섯 되
12.16.~12.29. 허윤희, 홍보람 2인전 ‘공명하다’ 아트스페이스 씨 허윤희, 홍보람

12.19.~12.24. 제주 어반스케쳐스 회원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 
어반스케쳐스

12.19.~20.1.12. 우리는 매일 이사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산호
스페이스 산호, 

이수민

12.19.~20.1.31.
제주4·3 71주년 특별전 

‘2019 EAPAP : 섬의 노래’

제주4·3평화
기념관, 포지션 민 

제주

제주4·3평화재단, 
동아시아평화예술
프로젝트(EAPAP)

조직위원회

12.20.~20.2.28. 우리 집에 그림 하나 김만덕기념관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12.20~20.2.28. 소장품전 ‘시선들 : 기억, 우리,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공수장고

12.21.~12.26. 제주섬문화한라산학교 연구회전 ‘10년간의 기록’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섬문화
한라산학교

12.21.~12.26. 아름다운 동행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예소담
12.21.~12.29. 기획전 ‘경계의 감각 : 일상을 생산하다’ 예술공간 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2.21.~20.2.28. 기획전시 ‘낮을 잇는 달’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2.23.~12.28. 2019 제주만화작가회 정기전 연갤러리 제주만화작가회

12.24.~12.30. 2019 김남호 영광(靈光) 작품전 ‘God's Love’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김남호

12.24.~20.2.29. 이음 커넥트(CONNECT) 도시재생상생마당
제주도시

재생지원센터
12.24.~20.3.1. 장리석기념관 상설전 ‘화가의 시선 : 명승고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25.~12.31. 박창범 개인전 박창범화실 박창범

12.28.~12.31. 탐라미술인협회 소품 판매전 ‘뭉클’
KBS제주방송총국 

기획전시실
탐라미술인협회

12.28.~20.1.2. 제10회 서석각자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서석각자회

12.28.~20.1.2.
제18회 정기전 

‘섬(island) 그리고(draw) 봄(see)’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섬·여백

12.28.~20.1.2. 전통규방공예 동심결 정기 전시회 ‘담다’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전통규방공예 

동심결
12.28.~20.1.5. 김강훈 개인전 ‘물과 물’ 새탕라움 김강훈

12.28.~20.1.31. 아일랜드 피플(I.Land P+) 예술공간 파도

고용호, 김강훈, 
김산, 박주우, 

배효정, 양민희, 
임영실,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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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 2019 소장작품전_서예부문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

3.6.~5.5. 故 청원 변성근 기증작품 소암전시관 소암전시관

3.9.~3.14. 2019 한중국제서화전
제주문예회관 
제1, 3전시실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3.16.~3.21. 화동 부윤자 서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부윤자

3.23.~3.28. 제3회 글사랑서묵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글사랑서묵회

3.23.~3.28. 제6회 회원전 ‘필묵동행(筆墨同行)’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묵화동인회, 
서울문향묵연회, 
부산학이동인회

4.6.~4.11. 제48회 제주소묵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소묵회

5.5.~5.31. 2019 살랑살랑 부채전 갤러리카페 지오 제주소묵회
5.8.~6.20. 관조적 사유 : 소장품전 소암전시관 소암전시관

5.13.~7.29.
제주추사관 개관 9주년 특별기획전 

‘보물 547호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특별전’
제주추사관 제주추사관

5.18.~6.2. 갤러리 초대 양상철 개인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6.1.~6.6. 제7회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사)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6.6. 강창화 제11회 서예개인전 ‘개울건너 고개’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강창화

6.8.~6.13.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6.15.~6.20. 제주-광주 수묵화 교류전 ‘수묵의 象’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6.22.~6.27. 제18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정연회

6.29.~7.4.
제25회 회원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묵향으로 피우는 삼일만세’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글서예사랑모임

7.5.~8.31.
제25회 회원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묵향으로 피우는 삼일만세’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7.6.~7.11. 제2회 김초은 글씨전 ‘유희삼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초은

7.10.~7.24. 노무현 대통령 추모 캘리 시화전 제주문학의 집
제주문학의 집,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7.20.~7.25.
제36회 상묵회전 

‘한라에서 백두까지 묵향실은 통일 기원’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상묵회

7.24.~8.7. 소암미술관 소장품전 서귀포시청 별관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7.27.~8.1. 제30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특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7.27.~8.1. 전윤희 4번째 개인전 ‘천자문 오체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전윤희

7.27.~8.1.
제주경기서예초대작가 교류전 
‘해(海)와 지(地)가 빚는 교감’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미술
대전서예초대작가회

8.1.~8.31. 김효은 개인전 ‘제주어 글꽃으로 피다’ 김영수도서관 제주북초, 김효은
8.7.~8.13. 한천 양상철 초대전 베를린미술관(서울) 베를린미술관

8.16.~8.25. 조지아왕립예술원초청전 조지아트리빌리지 조지아왕립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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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형미술협회)

양상철 현대서예작품 ‘선사-오래된 기억’
미술관(조지아공화국)

8.17.~8.22. 2019 제주서예문화축제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22.~8.25. 한국서예일품전 양상철 초대 서울백악미술관 서울백악미술관

8.24.~8.29. 제13회 탐라서예문화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탐라서예문화

8.31.~9.5.
제18회 삼다연서학회 회원전 

‘먹글로 희망 나누기’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삼다연서학회

8.31.~9.5.
제45회 전국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8.~10.3. 제4회 캘리그라피오월 제주멋글씨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캘리그라피오월

9.14.~9.19. 제주선인들의 작품과 서예법첩과의 만남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한연회

9.15.~9.21. 제주 오의삼 서예가 개인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9.16.~9.18. 잠수의 노래 39절 및 답가 39절 병풍 전시 해녀박물관 월봉묵연회

9.20.~9.25. 전남-제주교류전
목포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사)대한민국서예
문인화대전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
9.21.~9.25. 남헌 오의삼 두번째 개인전 소암기념관 오의삼

9.21.~9.26. 2019 서예문화축전 & 제18회 한라서예전람회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28.~10.3. 제4회 캘리그라피오월 제주멋글씨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캘리그라피오월 
제주멋글씨회

10.1.~10.30.
제주가톨릭서예가회 창립전 

‘제주가톨릭서예전 : 사랑의 향기를 담다’
한라도서관 전시실  제주가톨릭서예가회

10.5.~10.10.

2019 한글문화큰잔치
(전국한글서예작가 초청전, 
제18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제주말씨학생서예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10.12.~10.17. 제8회 상지서회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성시서회

10.12.~10.20. 조종숙 개인전 ‘규당서예의 흐름’ 규당미술관 규당미술관
10.12.~10.20. 동경국제교류전 ‘한묵귀국전’ 먹글이 있는 집 먹글이 있는 집

10.14.~10.18. 청헌 이야기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김신홍

10.19.~10.24. 제9회 동심묵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동심묵연

11.1.~11.12. 제주 필(Feel) 스토리 : 두번재 이야기 한라도서관 전시실 제주캘리사랑모임
11.1.~12.31. 동심묵연회 제9회 회원전(2차) 농협 관덕로지점 동심묵연회

11.2.~11.7. 전국 추사 서예 문인화대회
제주문예회관 
제1, 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11.8.~11.10.
제56회 회원전시회 및 

제17회 서귀포시 초·중학생 서예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서예가협회

11.16.~11.21. 수묵의 빛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문인화제주작가회

11.20.~11.24.
2019 대한민국미술축제 kafa 아트페어 초대 

강창화 개인전
일산킨텍스 (사)한국미술협회

11.23.~11.27. 제6회 탐묵서연 정기회원전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탐묵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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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1.28. 제주해녀! 그 위대함을 기리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선영

11.23.~11.28. 제주경우문예회 제2회 작품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경우문예회

11.23.~11.28. 2019 한국수묵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국수묵연구회

11.24.~12.1. 북연회 제14회 환경사랑서예전 조천읍도서관 북연회
12.2.~20.1.31. 오봉국 서예가 초대전 ‘송하일몽전’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
12.5.~20.2.16.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소암전시관 소암전시관

12.6.~12.8. 제13회 아름다운 문화향기전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12.7.~12.14. 제6회 제주-대만 서예교류전
창화현 분원국 

소활동센타(대만)
(사)삼무서회

12.9.~12.17. 제주캘리연구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캘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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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소장작품전-사진 속에 담긴 제주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6.~1.30. 유은진 파스텔 제주 사진전 북촌돌하르방공원 유은진

1.11.~1.15. 제주사진사랑 제11회 사진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사진사랑

1.11.~1.30. 대한민국 해녀를 말하다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1.11.~1.31. 기획초대전 ‘신상범 초대전 : 한오름’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12~1.18.
오성조 사진전 

‘돌담에 흐르는 시간과 흔적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오성조

1.13.~2.10. 임종도 사진전 : 제주·오름·오름 카페 새빌 임종도

1.16.~2.18. 제10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세계유산본부, 

동아일보
1.17.~1.21. 제주풍경 사진전 ‘빛으로 그린 그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빛으로 그린 그림회

1.22.~1.27. 2018 보도영상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카메라기자회

1.25.~2.8. KOJIHO SOLO EXHIBITION 예술공간 오이 고지호

2.2.~2.6. 포토1004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포토1004

2.12.~4.21.
일도1동 역사문화지 발간기념 

‘제주 원도심의 발자취’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2.14.~2.18. 2018 보도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주도사진기자회

2.22.~3.31.
제주해녀 전통문화 기록홍보전 

‘제주해녀, 물에 감수다’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2.28.~4.30. 오름, 바다 그리고 바람이 어우러진 유혹의 섬 김영갑갤러리두모악 김영갑갤러리두모악

3.2.~3.29. 윤슬 개인전 ‘again…’
북촌돌하르방공원 

전시공간 돌집
윤슬

3.27.~3.31. 제주들꽃나라 세번째 전시회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제주들꽃나라

3.30.~4.4. 김삼도전 ‘생명의 물’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사)문화조형연구센터, 
(사)컬쳐트리, 김삼도

3.30.~4.4. 2019 제주녹색사진연구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녹색사진연구회

4.1.~5.31.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기후사진 특별전 

‘사진 속 제주 날씨 이야기’
김만덕기념관 제주지방기상청

4.12.~6.2. 소장품 사진전 ‘그때, 그 한라산’ 산악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4.13.~4.18. 아름다운 ‘섬’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사인회

4.14.~5.14. 기획 전시회 ‘블루 하와이’ 책방무사 책방무사

4.15.~5.8.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이종교배 프로젝트 

양동규 기획초대전 ‘섬, 썸’
대안공간 

아트포럼리(경기)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4.23.~5.21.
이규철 사진전 

‘4·3수형인 18인의 이야기-나, 죄 어수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기념사업
위원회, 

제주4·3도민연대
4.26.~6.23. 제주녹색사진연구회 초대전 ‘제주 해녀의 삶’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4.26.~6.23. 바다와 신앙 : 1985 김녕리 잠수굿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4.27.~5.2. 제18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사진창작집단 

섬에서 부는 바람
5.1.~10.31. 용눈이오름 김영갑갤러리두모악 김영갑갤러리두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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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31. 제주의 옛초가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5.10.~7.28.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우주, 그 빛방울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5.13.~5.21.
포토저널리스트 마크 버랭(Marc Verin) 

사진 전시회 ‘북한 그리고 코카서스’
김만덕기념관 마크 버랭

5.15.~5.31. 오월의 제주중산간마을 사진전 농협은행 이도지점 농협은행 이도지점

5.18.~5.23.
제29회 제주도 사진단체연합전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
제주문예회관 
제1, 2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22.~6.30.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故 강병수 작가 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세계유산본부

5.29.~6.4. 이재정 개인전 ‘이중초상화’
예술공간 바나나 
프로젝트(대구)

이재정

5.31.~7.28. 김옥선 사진전 ‘베를린 초상’ 아뜰리에 에르메스 에르메스재단

6.1.~6.24. 박정근 개인전 ‘입도조’
KT&G 상상마당 

갤러리(서울)
박정근

6.1.~6.30.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기후사진 특별전 

‘사진 속 제주 날씨 이야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지방기상청

6.1.~7.31. 신과 함께 - 제주도 마을 굿 감저갤러리 서정희
6.2.~6.23. 이지유 사진전 ‘동양극장’ 갤러리카페 다리 이지유

6.3.~7.15. 이재정 개인전 ‘이중초상화’
사진공간 

크레타(경기도)
이재정

6.7.~6.13. 이재정 개인전 ‘이중초상화’
사진공간 텝하우스 

f64(서울)
이재정

6.8.~6.16. 섬의 빛‧닿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정미숙

6.8.~11.11.
스페이스 라포 개관전 ‘사진가 15명의 

게슈탈트, 흑백으로 제주도를 보다’
스페이스 라포 여행과 치유

6.14.~7.26. 특별기획전 ‘DMZ 평화 생명의 땅’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6.15.~6.20. 1980년대 김종현의 시각 : 기억 속의 제주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종현

6.26.~7.21. 제주 1730 피스아일랜드 피스아일랜드
6.29.~11.3. 바다와 신앙 : 영등굿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7.1.~7.15. 생명존중 사진전 거인의 정원 (사)제주동물친구들

7.1.~7.31.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기후사진 특별전 

‘사진 속 제주 날씨 이야기’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기상청

7.2.~7.14. 2019 화산섬 국제사진제 ‘JEJUGRAPHIE’ 예술공간이아 제주그래피

7.5.~8.2.
故 부종휴 사진전 

‘한산(漢山) 그리고 제주(濟州)’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세계유산본부

7.6.~7.11. 포스나인 제12회 기획사진전 ‘찰나와 흐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포스나인

7.13.~7.18. 모로코 온더로드
이중섭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김형석

7.16.~8.15.
아세안문화원 사진·영상 공모전 우수작 전시 

‘공감하는 시선’ 제주순회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공간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7.27.~8.27. 사건의 발생했다 피스아일랜드 피스아일랜드

8.1.~8.31.
1980년대 김종현의 시각 : 

기억 속의 제주 앵콜전
감저갤러리 김종현

8.1.~8.31.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기후사진 특별전 

‘사진 속 제주 날씨 이야기’
항공우주박물관 제주지방기상청

8.3.~8.15. 문지숙 사진전 ‘神의 딸 서순실 심방’ 예술공간이아 문지숙
8.6.~8.23. 권철 초청 사진전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ICC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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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의 망령-야스쿠니’

8.9.~9.30. 곽풍영 사진영상 초대전 ‘하늘을 산책하다’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8.15.~8.27. 오키나와 사진작가 히가 토요미츠 초대전 포지션민제주 포지션민제주

8.16.~8.26.
유용예 사진전 : 물 벗 

The haenyeo between ocean
문화공간story와봔

서귀포시민연대, 
문화공간story와봔

8.26.~9.14. 제주그래피 도시 교류전 ‘섬의 회복’ 갤러리카페 다리 등 제주그래피
9.3.~9.15. 제주도 신당 사진전 ‘땅을 품은 나무’ 예술공간 이아 강건

9.6.~9.17.
故 조지현 사진전 

‘이카이노 : 일본 속의 작은 제주’
포지션민제주 포지션민제주

9.7.~9.12. 2019 제37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3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12.~9.22. 제주문화재야행 ‘제주무형문화재 사진전’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9.14.~9.19.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

9.16.~9.20. 2019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중국 도균국제 
촬영 전람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16.~9.29.
2019 제주그래피 사진 네트워크 초청전 - 

임성호 ‘In Abyss’
전농로의 오후 등 제주그래피

9.17.~9.29. 신의 딸 서순실 심방 류가헌갤러리(서울) 문지숙

9.20.~9.27.
제주영상동인 특별전 

‘1,100일의 기록, 남원리 해녀’(1차)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영상동인

9.20.~9.29.
제주해녀 사진특별전 

‘서울의 품에 제주를 담다’
서울시청 시티갤러리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제주균형

발전위원회

9.21.~9.26. 섬돌 : 고래를 위한 포트레이트
이중섭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

반치옥

9.27.~10.31. 김혜식 김안식 자매 사진전 ‘affection’ 비아아트 김혜식, 김안식

9.28.~10.3. 제45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30.~10.6. 서귀포시 중산간마을 사진전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여행과 치유

10.8.~11.1. 서귀포시 중산간마을 사진전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여행과 치유

10.12.~10.17. 제58회 탐라문화제 전시(사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17.~11.13.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3주년 기념 

사진전 ‘제주해녀’
제주아트센터 
로비갤러리

제주아트센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3.~10.28. 장백산-한라산 민간 사진교류전
연변국제회전중심 

전시장(중국)
(사)한국국제사진

영상교류협회
10.24.~11.3. 우리동네 사진첩 조천포구 어촌계 창고 조천리사람들

10.25.~11.15.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기후사진 특별전 

‘사진 속 제주 날씨 이야기’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지방기상청

11.1.~11.8. 제주를 담다 제2회 사진전(1차) 외도동생활문화센터 제주를 담다
11.1.~20.5.31. 오름 그리고 억새의 사계 김영갑갤러리두모악 김영갑갤러리두모악
11.2.~11.29. 신창범 사진전 ‘세멘꽃’ 복촌돌하르방공원 신창범

11.4.~11.15. 서귀포시 중산간마을 사진전
서귀포시청 별관 

전시휴게실
여행과 치유

11.7.~11.10. 사진, 재미있는 도전 산지천갤러리 일도1동, 일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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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11.9.~11.14. 1,100일의 기록, 남원리 해녀 사진전(2차)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영상동인

11.9.~12.9.
고현주 개인전 

‘4·3 71주년 유품전 : 기억의 목소리’
제주4·3평화기념관 고현주

11.12.~11.16. Voice free(1차)
El Mas Del Merader

(바르셀로나)
장기훈

11.15.~11.30. 가파도 해녀프로젝트 ‘홈커밍’
가파도마을강당 및 

가파도사진관
유용례

11.15.~20.2.28. 제주도의 신년의례 : 송당 신과세제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1.16.~11.21. 제5회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국제사진
영상교류협회

11.22.~12.31.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념 공모전 수상 

사진전시회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제주세계유산본부

11.25.~12.5. 제주를 담다 제2회 사진전(2차)
제주영어교육센터 

전시실
제주를 담다

11.26.~12.16. Voice free(2차)

Associacio 
Discapacitat Visual  

catalunya
(바르셀로나)

장기훈

11.29.~12.6. 양종훈 해녀 사진전
산시미디어대 

미술관갤러리(중국)
산시미디어대 
미술관갤러리

11.30.~12.5. 제9회 제주기독사진가협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기독사진가협회

11.30.~12.5. 제9회 제주상록사진학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상록사진학회

12.6.~12.16.
‘제26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제주국제공항 대한항공

12.13~20.1.22. 람사르습지 도시 제주의 다양한 습지탐사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12.14.~12.19.
제30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및 한중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 3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6.~12.22. 사진전 ‘삶의 길, 오르다’ 거인의 정원 김한결

12.20~1.15. 제주풍경 사진 전시회 NH농협은행 제주본부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여행과치유

12.21.~12.26. 사진동호회 제주사진사랑 제12회 회원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사진동호회 

제주사진사랑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22.~11.3. 2019 건축대전 ‘일상회복(日常回復)’ 산지천갤러리
제주건축대전
운영위원회

10.31~11.9. 2019 제주건축문화축제
설문대여성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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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 공연계는 ‘불모지’로 불려온 춤과 오페라 분야에서 움직임이 활발했다. 5개 제주도립예술

단은 합동공연을 시도했다.  

공연계에서 발표 횟수가 가장 많은 음악 분야는 제주교향악단이 서울예술의전당 30주년 교향악축제 

개막 연주를 맡았다. 24회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소재 창작관악곡 무대를 따로 열었고 제14회 제주국제

관악콩쿠르는 참가자 수와 입상자 면면 등 성장세를 보였다. 

도립 서귀포합창단은 1월 최상윤 지휘자를 새로 맞은 반면 제주합창단은 지휘자 공석이 길어지며 단 

한 차례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음악·무용 등 도립예술단 5곳은 기존 작품을 펼쳐놓는 방식이

긴 했으나 처음 합동공연에 나섰다.

오페라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증가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기획 프로그램인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을 계속했고 도립 서귀포관악단·서귀포합창단은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서 창작오페라 ‘이중섭’을 공연했다.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 오페라뱅크가 각각 첫 무대를 가졌고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제주

시 지원을 받아 ‘마술피리’를 제작했다.

연극 분야는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창작극 ‘섬에서 사랑을 찾다’를 재공연하며 레퍼토리

화를 추진했다. 극단 가람은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단체 은상과 개인 연기상을 받았다. 놀이패 한

라산은 13회째 4·3평화인권마당극제로 제주발 마당극 운동의 오늘을 보여줬다. 

무용 분야는 도립무용단의 ‘이여도사나’, 제주춤예술원의 ‘몸·바·당-불턱공론’, 제주4·3을 그린 제주시

티발레단의 ‘잃어버린 정원’ 등 제주색을 품은 창작 무대가 있었다. 도립무용단 초대 상임안무자 김희숙

의 춤 인생을 돌아보는 공연도 마련됐다. 국립현대무용단, 서울발레시어터 등 초청 공연도 늘었다. 전문

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 저변을 넓히기 위해 상가리에 문화곳간 마루를 조성했다.

전통예술 분야는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이 허튼굿 상설 공연을 이어갔다. 제주전통문화연구소와 제주칠

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창작 마당굿 ‘동이풀이’를 초연했다.

공공 공연장과 도립예술단의 기획력 제고는 올해도 과제로 남겨졌다. 공연장은 시즌제 프로그램 등 

색깔 찾기가 필요하고, 도립예술단은 관객 개발과 레퍼토리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공연예술
진선희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



2019� 제주문예연감

39

2019년 월별 공연예술분야 활동 현황

2019년 음악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2019년 연극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2019년 무용연극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2019년 전통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클래식
(기악)

클래식
(성악)

클래식
(오페라)

클래식
(합창)

클래식
(복합)

클래식
(기타)

복합 대중 기타 계

252 21 10 59 21 5 43 163 45 619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72 299 82 297 30 55 4 9 21 33 209 693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19 19 6 8 11 63

국악 복합 의례 기타 계

45 7 2 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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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13 19 29 50 65 58 60 66 43 68 82 66 619

연극 9 11 12 17 19 31 15 14 16 31 20 14 209

무용 0 1 6 1 7 8 8 10 7 5 5 5 63
전통
예술

1 0 5 3 9 6 4 5 5 10 6 8 62

계 23 31 52 71 100 103 87 95 71 114 113 9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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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음악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4. 제4회 김형삼 바이올린 독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형삼
1.11. 빈 필하모닉 앙상블 제주신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2.~1.13. 2019 제주창작음악페스티벌 미스틱 3°등 모던아츠

1.18.
강효지의 ‘내 방’ 시리즈 첫 번째 콘서트 

‘책 읽는 방’
끌로드아트홀 강효지

1.19. ROMANTIC DAY in JEJU 더클리프 로맨틱팩토리
1.24.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1.25. 김영태밴드 콘서트 ‘그래 희망을’ 카페소리 김영태밴드

1.25. 제1회 일령뮤직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소극장
일령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1.27.~1.29. 2019 뮤직 페스티벌 인 제주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1.28. 제주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여중
1.29. 2019 뮤직 페스티벌 인 제주-사랑나눔 음악회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1.29.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31.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2019 신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2.2. 제21회 오현동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음악부동문회

2.9.
끌로드 기획 공연 

‘양지윤, 박희연 듀오 리사이틀’(1차)
아라뮤즈홀 예술기획 끌로드

2.10.
끌로드 기획 공연 

‘양지윤, 박희연 듀오 리사이틀’(2차)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2.10.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1주년 기념 

제주 평화 바람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SN
2.12. 앙상블 아드리비툼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앙상블 아드리비툼
2.13. CONCERT POUR INSPIRIR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고기현
2.14. 제8회 뮤즈바이올린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뮤즈바이올린앙상블

2.17.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청소년
오케스트라

2.18.~2.21. 2019 제주국제합창축제 & 심포지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국제합창축제 &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2.21. JJJazz Collective Vol.5 제주 재즈 잼세션 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2.21. 강스텔라 피아노 독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스텔라

2.21.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2.22. 김영태 단독콘서트 ‘그래 희망을’ 아트락소극장 김영태밴드

2.22.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11시 금요음악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24.
가즈~아! 서귀포, 문화도시로!

(서귀포시 예비문화도시 지정 축하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24.
제17회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동물의 사육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
플루트앙상블

2.25. 세움-겨울음악기행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작곡동인 세움

2.26.
2월 문화가 있는 날 

‘앙상블 데어 토니카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1.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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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3.1.
3·1절 100주년 기념 음악회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1.~3.2. 제주통기타페스티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JIBS, 제주특별자치도

3.2. 비르투스 콰르텟 제주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3.2. 봄 그래서 클래식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3.6.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11시 금요음악 산책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3.9. 한라윈드앙상블 제7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3.10.
가객에게 부치는 편지-

김광석 추모 콘서트 인 제주
이디홀

김광석을 사랑하는 
제주 뮤지션들

3.10.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2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
오케스트라

3.13.~3.15.
기획초청공연 어린이클래식 콘서트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3.14. 데어토니카 제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클래식앙상블 
데어토니카

3.15.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3.16.  임인건·장필순 초청 콘서트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
주민협의회

3.17.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5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3.18.~3.22.
기획초청공연 어린이클래식 콘서트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3.21. JJJazz Collective Vol.6 제주 재즈  잼세션 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3.21.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1회 정기연주회 

HANDEL DIXIT DOMINUS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3.22. 김영태밴드 ‘그래 희망을’ 문화공간Story와봔 김영태밴드

3.23.
제6회 모차르트 한국콩쿨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지회대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모차르트 한국콩쿨

3.23. 오카리나 행복음악극 오카리나 행복한생명그린대학 흙피리 오카리나

3.24.
양우형 피아노 독주회 

‘건반 위의 향연, 고전 그리고 낭만파 음악’(1차)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양우형

3.24. 양정원의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3.26. 홀리보이스&엔젤보이스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홀리보이스&
엔젤보이스

3.27. 김창열미술관 ‘새 봄 맞이 음악회’ 김창열미술관 김창열미술관

3.27.
제주이주예술가 콘서트 

‘소통’ - 소리께떼, 소리로 타오르다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3.29.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3.29. 제주엄블랑색소폰앙상블 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엄블랑

색소폰앙상블
3.29. 4계 4색 ‘season of life’ 소극장 콘서트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3.30. 오페라와 뮤지컬의 향연 ‘봄날愛’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2. 2019 교향악축제 개막연주(도립제주교향악단) 예술의 전당(서울) 예술의 전당
4.2. 제주CBS 창립 18주년 금난새 해설이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CBS
4.5. 이건용 트롬본 독주회 아라뮤즈홀 이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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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4월 공연’

제주불빛정원 현스컴퍼니

4.6.~4.7. 이승환 콘서트 ‘최고의 하루’ 제주아트센터 
㈜하늘이엔티, 

장군엔터테인먼트, 
㈜드림팩토리클럽

4.7. 제주성악동호회 voce chiara 신춘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성악동호회

4.7. 콰르텟7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콰르텟7

4.11. 제6회 바리톤 정용택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정용택

4.12.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4월 공연’

브라보유어라이프
카페

현스컴퍼니, 
Der Mond

4.13. FUN원드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FUN윈드오케스트라

4.13. 월드뮤직 콘서트 바람의 섬 김정문화회관
제주빌레앙상블, 

김정문화회관

4.13.
노래하는 모다情 & 김영태밴드-

그 이름을 세우다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주민자치연대 
노래하는 모다情 & 

김영태밴드

4.13.~4.14.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전국투어콘서트 

‘날자, 오리배’
제주아트센터 

정태춘 박은옥 
데뷔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태춘 박은옥 

40프로젝트사업단, 
제주의 소리

4.14. 모던포크 가객 유성운 초청공연 ‘걷다돌아보면’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4.14. Jazz in Jeju 버드랜드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4.14.
제10회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16. 기억의 자리 피스아일랜드 피스아일랜드
4.17. 살롱드뮤직 with Rising Stars ‘김수하 재즈퀄텟’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4.19.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4월 공연’

제주불빛정원
현스컴퍼니, 
Der Mond

4.20.
원지희·방선혜 듀오콘서트 

‘스프링, 로맨틱 사운드 인 제주’
슈타인홀 원지희, 방선혜 

4.20. 이봉기 피아노 리사이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봉기

4.20.
제2회 제주공연예술진흥회 정기음악회 

‘봄의 소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공연예술진흥회

4.20. 제주극동방송 제1회 제주찬양합창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4.20. 소극장콘서트 ‘판’ 채플린소극장 제주빌레앙상블

4.20. 2019 제1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 정기발표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실
제주우쿨렐레

4.20.~5.25.
(매주 토)

탐라문화콘서트 놀젠? 놀장! 산지천 북수구광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JIBS제주방송

4.21.
재즈보컬 허진 초청공연 

‘Between Bigband And Trio’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4.21. 제주 복합문화공간 순회 콘서트 관심사 스테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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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TO HOPE’(1차)

4.21. 청소년을 위한 협조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심포니
오케스트라

4.22. 김성희 타악 콘서트 ‘2 Pianos and Percussion’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성희
4.23. 제주대 피아노연구부 콘체르토의 밤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4.23.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윈드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스케치’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4.24. 어린이 동요 콘서트(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4.24. 청춘마이크 공연 누웨마루거리 등 ㈜플래닌

4.25.
양우형 피아노 독주회 

‘건반 위의 향연, 고전 그리고 낭만파 음악’(2차)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양우형

4.25. 원양하의 피아노여행 시리즈I 고전에서 낭만으로 아라뮤즈홀 원양하

4.25.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5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4.26. 바리톤 김보람 독창회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4.26. 디어아일랜드의 ‘제주감성’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4.26. 제주피아노두오협회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피아노두오협회 제주피아노두오협회

4.26.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4월 공연’

너븐팡게스트하우스
현스컴퍼니, 
Der Mond

4.26.~8.23.
(매주 금)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4.27. 클래식 기타앙상블 비토의 ‘12현의 오케스트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4.27. 숲속 힐링콘서트 : 노고록이 사려니숲길 자작나무숲

4.28.
가야금과 플라멩고 기타가 함께 빚어내는  

‘Spring String’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4.28. 양정원의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4.28. 제주불교연합합창제 제주아트센터 
제주불교연합회, 

제주불교연합전통
문화축제위원회

4.30.
아트만 뮤직 제1회 정기연주회 

‘위드 듀오 콘서트’
아라뮤즈홀 아트만뮤직 

4.30. 타악기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타악기앙상블
5.1.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진앤터컴
5.2. 아라음악제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5.2.
제주아트센터 개관 9주년 조수미 특별초청공연 

‘조수미 제주콘서트 : 마더 디어’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5.3. 김여정 첼로독주회 아라뮤즈홀 김여정
5.4. 드리머스 초청 깨바라 콘서트 남선사 남선사

5.4. 제주-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웨더리포트,
사운드캠프

5.4.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가파도 선착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5.4. 제28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5.
한라윈드앙상블 제73회 정기연주회-

한·일 친선문화교류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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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눈오 1집 발매기념 쇼케이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눈오

5.6.
2019 피아문클래식 기획공연 

‘세익스피어 인 클래식’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피아문뮤직아뜰리에

5.7. 오류림 독주회 ‘슈만의 이야기’ 아라뮤즈홀 오류림
5.9. 소프라노 박민정 독창회 ‘Bel Canto’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박민정

5.9.
오류림 피아노 독주회 두 번째 작곡가 이야기 

‘Robert Schumann’
아라뮤즈홀 오류림

5.10. 신인선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아라뮤즈홀 신인선

5.10.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5월 공연’

제주불빛정원
현스컴퍼니,
Der Mond

5.11.
제3회 벨칸토 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 

‘우리 모두를 위한 팡파레’
아라뮤즈홀

벨칸토 클라리넷 
앙상블

5.11. 심포에스타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돌문화공원

5.11. 아싸 작곡가의 인싸 명곡 김정문화회관
제주체임버
오케스트라, 

김정문화회관

5.12.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진심’ 제주아트센터 
㈜원앤원

엔터테인먼트,
아시아문화기획

5.12. 정규1집 Aa-I’m 쇼케이스 공연 낮과밤 박종범

5.12.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연합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소년
소녀합창단연합회

5.14. 제주의 時노래 ‘단애에 걸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시하나 노래하나, 
시화풍정 <담소>

5.1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9 봄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5.15. KBS 시청자 음악회 ‘오페라 갈라랜드’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5.15. 제5회 설문대 국제명상음악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 만난 사람들

5.16. 하나의 세계, 사랑의 전설 국제명상음악회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삶의예술문화원, 
화합의 여정

5.16. 글래드 뮤직 페스트 박정현 콘서트 메종글래드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

5.16.
한국리스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9회 

정기연주회 ‘봄의 노래’
아라뮤즈홀

한국리스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7. 음악으로 풀어내는 삶의 여정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5.17. 제주대 현악연구부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5.17.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제주공연 ‘나의 클라라’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5.17.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5월 공연’

브라보유어
라이프카페

현스컴퍼니, 
Der Mond

5.18. 제5회 아난다마르가 국제명상음악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한국아난다
마르가

5.18. 에세이 제주 홈콘서트(사우스카니발) 어쿠스틱홈즈 골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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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즈트리오 ‘스프링플라워’ 콘서트 끌로드아트홀 끌로드아트홀
5.18. 제주모드라기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모드라기합창단

5.18. 제주제일고 음악부 동문 일맥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일고총동문회, 

제일고음악부동문회

5.19. 설문대할망 작은 음악회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서귀포실버악단, 
제주문화예술원, 

한얼메아리예술원

5.19. 세대공감 모다들엉 뮤직SHOW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5.19. Jazz in Jeju 이디홀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5.19.
제13회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람이 전하는 song of dream’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한소리
여성합창단

5.20.
윤철희 & 심희정 조인트 리사이틀  

‘Ballades & Scherzos’
아라뮤즈홀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5.21.
제주 Beau Piano Duo 위대한 작곡가  

시리즈-모차르트
제주문예회관

제주 Beau Piano 
Duo

5.21. 한국생활음악협회 서귀포지부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생활음악협회 

서귀포지부
5.23. 자폐장애인을 위한 희망콘서트 이담갤러리 윤성필, 김유환

5.23.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6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5.23.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5.24. 기타리스트 김광석 초청공연 ‘구름에 달 가듯이’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5.24.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5월 공연’

제주불빛정원
현스컴퍼니,
Der Mond

5.25. 사우스카니발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5.25. 숲속 힐링콘서트 : 노고록이 사려니숲 자작나무숲
5.25. 배다해 & 신지호의 ‘마지막 꽃피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5.25.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삼위일체성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5.25.
제주경찰 음악동호회 창립10주년 기념 
불우가정돕기 자선콘서트 ‘제우제우’

The Sky 라이브
제주폴밴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5.26.
2019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유망신예초청 협주곡의 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청소년
오케스트라

5.26. 소리께떼 첫앨범 ‘Primero’ 발매기념 쇼케이스 미예랑 소극장 소리께떼

5.26.
제주 복합문화공간 순회 콘서트 

‘sing TO HOPE’(2차)
문화공간story와봔 스테이플러

5.26. 제주어 가수 양정원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5.27.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

5.30.
5월 문화가 있는 날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2 ‘백조의 호수’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5.30.
제주4·3 71주년 기념 최정훈 작곡발표회 -  

가곡과 실내악의 밤 ‘제주를 그리다’
아라뮤즈홀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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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룬 클라리넷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룬클라리넷앙상블 

5.31. 제28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31.
2019 현스컴퍼니 프로젝트 

‘제주 청년음악가를 위한 공연생태계 구축하기 
5월 공연’

너븐팡게스트하우스
현스컴퍼니, 
Der Mond

6.1. 고재규 콘서트 ‘JAZZ, MORE CLOSER’ 이디홀 JK엔터테인먼트
6.1. 제10회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6.1.~8.31.
(매주 토)

2019 새연교 콘서트 새연교 서귀포시

6.2. 소리께떼 첫앨범 ‘Primero’ 발매기념 쇼케이스 소극장 채플린 소리께떼
6.2. 제주색소폰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6.6. JJJazz Collective Vol.8 제주 재즈 잼세션 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6.7. 싱어송라이터 류준영 음악감상회 Our House 류준영

6.7. 공군군악대 초청 호국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대한민국공군

6.7. 2019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8. 소리께떼 ‘소리로 타오르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6.8. 제주아라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아라여성합창단

6.8.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야외음악회 

‘그날 밤, 미술관 문이 열리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6.8.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수목원길 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6.8.
2019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인 페스티벌 

초청작 ‘세계음악여행 시즌 6, 바람의 노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6.9. 제주성지교회 100주년 기념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성지교회

6.9. 경기 JAZZ 프로젝트 한국남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6.10. 김수하재즈그룹 meets 클래식청년뮤지션(1차) 끌로드아트홀 김수하재즈그룹
6.11. 김수하재즈그룹 meets 클래식청년뮤지션(2차) 아라뮤즈홀 김수하재즈그룹
6.13. 퀄텟알랑 제2회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퀄텟알랑
6.14. 박웅 독창회 아라뮤즈홀 박웅

6.14. 서울과 재즈가 흐르는 젠더문화포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성평등협의회
6.15.  에세이 제주 홈콘서트 2nd Stage 뮤르 공연 제주어쿠스틱홈즈 골드트리

6.15. 미.행 : 제주 피스아일랜드
미디어로행동하라,

피스아일랜드

6.15. 제5회 평화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종교

지도자협의회
6.15. 제주피아노학회 콩쿠르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6.15. 표선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표선윈드오케스트라

6.16.
생활음악인 콘서트 인 제주 

‘잇다 잇다 우리들의 꿈을 잇다’
탑동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
오카리나협회

6.16. 건반 위 은파 열한번째 나눔 : 움트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반 위 은파

6.16. 강태환 트리오 초청공연 ‘궁극의 프리뮤직’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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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제주 복합문화공간 순회 콘서트 

‘sing TO HOPE’(3차)
아트락소극장 스테이플러

6.16. 제6회 제주들꽃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들꽃합창단

6.18.
제25회 제주앙상블 준(JUNE)정기연주회 

‘음악여정’
아라뮤즈홀 제주앙상블 준

6.20.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 레퀴엠’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6.20. 천송어린이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천송어린이합창단
6.21.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9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빅색소폰연주단
6.21. 카리스앙상블 시리즈 VI ‘modern’ 아라뮤즈홀 카리스 앙상블

6.22. 개관5주년 기념 Bravo Vincent 별이 빛나는 밤에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6.22. 신제주색소폰 아카데미 야외연주회 한라수목원 신제주색소폰

6.22. 2019 제2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 정기발표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실
제주우쿨렐레

6.22.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플레이스캠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6.22. 조성일밴드-사람을 잇는 노래 삼달다방 조성일밴드

6.23.
제주대중음악예술인협회 사운드 브릿지 

‘찾아가는 음악회
수목원 테마파크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사운드브릿지

6.23. 2019 신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24.
예지영의 첼로이야기 꿈꾸고 난 후 

‘Apres un Reve’
아라뮤즈홀 예지영

6.24.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6.26. 김지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제주공연 아라뮤즈홀 김지연

6.26. 대한민국 해군호국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대한민국해군

6.26. 청춘마이크 공연
칠성로거리, 
제주민속촌

문화체육관광부

6.26.
박물관에서 다함께 문화 속으로 풍덩 

‘김수하 재즈트리오’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6.28.
6월 문화가 있는 날

‘통통클래식 Schumann의 LOVESTORY’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6.28. summer night jazz duo concert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6.28.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9 실내악의 밤’ 아라뮤즈홀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6.28. 4계 4색 ‘season of life’ 소극장 콘서트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6.29. 숲속 힐링콘서트 : 노고록이 사려니숲 자작나무숲

6.29.
제주교원오케스트라 

2019 찾아가는 느영나영 음악회
제주청소년수련원 제주교원오케스트라

6.30. 고결 색소폰 독주회 ‘WAVE FOR WIND’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결

6.30. 양정원의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6.30.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청소년

플루트앙상블
7.1. 함덕고 음악과 강사음악회 제주아트센터 함덕고

7.3.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연주회

(2019년 자치단체간 문화교육사업 참석)
세중문화회관(서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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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7주년 기념 힐링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보건소

7.4. 2019 오페라 갈라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7.4. 피아노소 정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피아노소
7.5. 김지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서울공연 금호아트홀연세(서울) 김지연

7.5.~7.7. 1인 피아노극 ‘쇼팽 선생님의 유품’ 슈타인홀 오종협

7.6. 제7회 탐라피아노 콩쿠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6.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7.6.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김정문화회관
제주빌레앙상블, 

김정문화회관

7.6.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 토요음악소풍’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시

7.6. 클래식, 고전을 이야기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6. 제1회 ICC JEJU 버스킹 ‘저녁, 아이들’
ICC JEJU 

야외 산책로
ICC JEJU 

7.6. 클라리넷 앙상블 BM 제6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클라리넷 앙상블 BM
7.6. 타악두드림동호회 드럼 창립 공연 제주해변공연장 타악두드림동호회

7.7.
유지연, 윤영로 듀엣콘서트 

‘그때 그 시절의 사랑과 낭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7.
제주 복합문화공간 순회 콘서트 

‘sing TO HOPE’(4차)
이디홀 스테이플러

7.7. 3테마 콘서트 DREAM·PASSION·LOVE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르트(JART)

7.9.~7.12.
천송어린이합창단 초청 공연

(제3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
피렌체(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합창축제

7.12.~7.13.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함덕서우봉해변 스테핑스톤
7.13. 에세이 제주 홈콘서트(찰리정밴드) 어쿠스틱홈즈 골드트리

7.13. 라틴밴드 ‘큐바니즘’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7.13. 2019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남성합창단
7.13.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세계유산본부
7.13. 낙樂락樂 재즈칸타빌레 with 정동하 & 안예은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7.13. 아싸 악기의 인싸 명곡 김정문화회관
제주체임버
오케스트라, 

김정문화회관

7.13.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7.13.~7.14. 제5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색소폰연합회
7.13.~7.23. 제2회 아라인터내셔널 뮤직페스티벌 슈타인홀 등 제주건반예술학회

7.14. 관객과 함께하는 음악 퍼포먼스 ‘자파리 늴리리’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14. 2019 봄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인문숲이다
7.14. 제5회 제라한싱어즈 정기연주회 ‘항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라한싱어즈

7.16. 강태환 트리오 초청공연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17.~7.20.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복전시관
세계청소년합창축제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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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7.19. 남녕고 청송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남녕고

7.19. 재즈밴드 The JJMotion ‘Sound Breaking’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19.
제주건반예술학회 제5회 정기연주회 

‘Grand Concert in Jeju’
아라뮤즈홀 제주건반예술학회

7.19.~7.20. 기획초청공연 ‘현제명 오페라 춘향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사)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

7.20. 재즈피아니스트 송준서 ‘피아노의 숲’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7.20.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7.20. 제2회 ICC JEJU 버스킹 ‘저녁, 아이들’
ICC JEJU 

야외 산책로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20. 조성일 밴드 콘서트 ‘공감 – 서울’ 벨로주홍대 뷰티풀데이뮤직

7.21. 이호스윙재즈페스티벌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JIBS제주방송

7.21. 탐나라타악 제6회 정기공연 ‘북소리로 하나되어’ 해변공연장 탐나라타악
7.23. The beginning 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까메라타

7.25. 스폐인풍의 비올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소비스

비올라앙상블

7.26. 토이피아노 애니콘서트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7.26.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이음-콘서트’ 탑동청소년광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7.26.~7.27. 컬러풀 이호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JIBS제주방송

7.27. 문화가 있는 날 숲속 힐링콘서트 ‘노고록이’ 서귀포 치유의 숲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자작나무숲

7.27. 토마토 밴드 콘서트 ‘서귀포를 노래하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7.27. 제2회 아리아콰이어 정기연주회 슈타인홀 아리아콰이어

7.27.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음악역 2019 작은 음악회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7.27.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세계유산본부

7.27. 썸머 클래식 페스티벌 함덕서우봉해변
함덕리 새마을회, 

함덕뮤직위크 
조직위원회

7.28. 양정원의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7.28. 조이투게더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조이투게더
7.30. 저항, 시인의 노래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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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7월 문화가 있는 날 통통 튀는 아트데이 in  

서귀포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께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7.31.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 오프닝 콘서트 

‘스트링 퀄텟 우노’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1.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Ⅱ

‘앙상블 블루밍’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1. 제주YMCA, 광주YMCA 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8.1.~8.3. 제4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8.2.~8.3. 2019 제주관악제 탑동해변공연장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3.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의 꿈’
해녀박물관 야외무대

구좌청소년
오케스트라

8.3. 여성싱어송라이터 기획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8.3.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제주 오페라 스타 갈라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8.3.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사라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8.3.~8.4. 제8회 청소년밴드 경연대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의 소리
8.3.~8.4. 제1회 제주아일랜드 재즈페스티벌 플레이스캠프제주 페이지터너

8.4. 제19회 서귀포천지연여름음악축제 천지연야외공연장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8.4. 바리톤 박건우 독창회 ‘이상, 꿈, 고뇌, 슬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박건우

8.4. 에릭필레타 존 프란츠 웨이브 밴드 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8.4. 제주국제관악제 ‘밖거리 음악회’ 하도리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8.4. 2019 탑밴드 제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소리

8.6.~8.7. 린덴바움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 콘서트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4·3평화교육센터 

(사)제주국제화센터

8.8.~8.16. 2019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도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8.9. 김수하 트리오 초청공연 ‘소나기’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8.9.~8.16.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8.10.  2019 새연교 콘서트 새연교 서귀포시

8.10. 여성싱어송라이터 기획공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8.10.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Ⅲ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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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티스트 박예람’ 살롱드뮤직

8.10.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세계유산본부

8.10. 제주아코디언동우회 바숨연주회
제주아코디언
동우회 바숨

제주아코디언
동우회 바숨

8.10.  2019 산짓물파크 콘서트 산지천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KCTV

8.10. 제3회 ICC JEJU 버스킹 ‘저녁, 아이들’
ICC JEJU 야외 

산책로
ICC JEJU

8.11.
제주 대중음악예술인협회 사운드 브릿지 

‘찾아가는 음악회’
영등신화소공원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사운드브릿지

8.11.~8.15.
2019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8.13.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Ⅳ

‘김문철 바이올린 리사이틀’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16.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Ⅴ

‘듀오J&L’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17. 천원콘서트 ‘만화 속 친구와 함께 떠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8.17.  2019 산짓물파크 콘서트 산지물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KCTV

8.17.
독일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사중주 

제주공연 with 심희정, 이우창 
제주아트센터 코리아무지카

8.17.~9.8. 피아노해체 음악전시 - 스토리 푸가 성안미술관 문효진
8.18. Dear Island... 한림해변 Dear Island

8.2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5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8.21. 제10회 베이스클럽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베이스클럽앙상블
8.21. 부산피아노듀오학회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부산피아노듀오학회

8.21.~8.25. 음악이 빛나는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서귀포예술의전당
8.22.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에스빠냐 아리랑’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8.22.~8.23. 제주인디클럽 활성화프로젝트 ‘축제인디 놀젠?’ 겟스페이스 Road'N 로든

8.23.~8.25.
대한민국-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제주해녀노래 공연(하도해녀합창단)

스톡홀롬
스웨덴대사관, 

제주특별자치도

8.24.
에세이 제주 홈콘서트 

재즈트리오 오늘(O;neul) 공연
제주어쿠스틱홈즈 골드트리

8.24. 힐링콘서트 백만장자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8.24.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Ⅵ

‘바로크앙상블 뮤직엉시엔’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24. 기획초청공연 ‘2019 여민락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야외광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8.24.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세계유산본부

8.24. 2019 제3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 정기발표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실
제주우쿨렐레

8.24. 2019 산짓물파크콘서트 ‘김창완 & 신현희’ 산지물공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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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KCTV
8.24.~8.25. 낮과밤 썸머 뮤직 페스타 낮과 밤 낮과 밤

8.25. 음악이 빛나는 서귀포 : 영화 속 오페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8.25.
2019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콘서트Ⅶ 

‘바이올리니스트 미셀킴’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8.25. 2019 기독교합창단연합 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기독교

합창단연합회
8.27. 김형관 플루트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형관

8.27. 제9회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8.27. 오페라뱅크 창단연주회 ‘오페라 라보엠’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페라뱅크

8.28. 한여름 팝스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제주팝스오케스트라
8.29. 제3회 희빈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희빈합창단
8.30. 제4회 앙상블 까메라타 정기연주회 ‘99센티멘탈’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까메라타

8.31. summer song, 사극 속 음악을 만나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KM Music 
company

8.31.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플러스 사업 공연
협재해수욕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8.31. 문화가 있는 날 숲속 힐링콘서트 ‘노고록이’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작나무숲

8.31. 리드앙상블 ‘쥬아유’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시지역
주민협의회

8.31. 송소희 재즈 락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8.31. 2019 산짓물 파크콘서트 ‘장필순 & 폴킴’ 산지물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KCTV

9.1.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추억’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9.3. 영 아티스트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음악교육신문
9.6. 제14회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9.7. 소리섬오카리나 제주-대구교류음악회 아라뮤즈홀 소리섬오카리나

9.7. 제10회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시밀레색소폰앙상블

9.7.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세계유산본부

9.7. 나는 불후의 편곡자다 김정문화회관
제주체임버
오케스트라, 

김정문화회관
9.7. 한라윈드앙상블 제24회 추억의 팝스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9.8.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
오케스트라

9.9. 행복나눔 기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법화불음봉사단
9.10. 제14회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9.11. 2019 제주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함덕고

9.15. 제3회 제주클라리넷 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발칸토

클라리넷앙상블



2019� 제주문예연감

53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9.17. 제14회 펠릭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펠릭스합창단
9.19. 알렉세이 고를라치 초청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9.20. 서윤진 피아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서윤진

9.20.
개교 60주년 기념 및 

제30회 오현인의 날 기념 오현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동문회

9.2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9.21. 성지유스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성지유스오케스트라
9.21. 제3회 울랄라통기타 정기발표회 제주도립미술관 울랄라통기타
9.21. 제주통키통키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통키통키

9.21.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1회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

9.21. 제라진합창단 초청 공연(2019 젓가락페스티벌)
청주시도시재생허브

센터 일원
청주시

9.21. 한지희 피아노 독주회 ‘비르투오소 아 파리’ 아라뮤즈홀 한지희

9.22.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1회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

9.22. 주낸드 EP앨범 발매 및 쇼케이스 공연 거인의 정원 주낸드

9.22. 제12회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니어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9.22. 가을 밤 영화음악회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9.23. 제주성악동호회 Voce chiara 제3회 정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성악동호회 

Voce chiara

9.23.~9.24. 제1회 제주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오케스트라

교육연구회

9.24.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9.24.
피아노 듀오 베리오자(Berioza) 전국 투어 공연  

‘베리오자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피아노듀오베리오자 

9.26.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3회 정기연주회 ‘점·섬 그리고 소리·울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9.26. 함덕고 음악과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함덕고
9.27. JJJazz Collective Vol.9 제주 재즈 잼세션 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9.27. 앙상블나인 제4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앙상블나인
9.27. 4계 4색 ‘season of life’ 소극장 콘서트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9.27.~9.28. 오페라 카르멘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9.28. 2019 곶자왈 숲속 콘서트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공유화재단

9.28. 가람과 뫼 윤영로-다시 이곳에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9.28.
9월 문화가 있는 날 

통통 튀는 아트데이 in 서귀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통통 클래식’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9.28. 피아니스트나누리독주회 ‘유럽으로의 초대’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9.28. 숲속 힐링콘서트 : 노고록이 서귀포 치유의 숲 자작나무숲

10.2.
김정연 지휘자 초청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0.4. 아홉 번째 참 좋은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기업은행, 

(주)박스미디어

10.4.~10.6.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0.5. 오카리나감성콘서트 ‘울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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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협회

10.5. 최고 맘을 위한 태교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시,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10.5. 칼리오페 창립 55주년 음악회 아라뮤즈홀 칼리오페

10.6.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30주년 기념 

제52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10.7. 제11회 제주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10.8.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독창회 

‘Fior del Paradiso(낙원의 꽃)’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지선

10.8. 제21회 제주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0.9. 기타리스트 김기진의 ‘La guitarra’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기진

10.9.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제주어 어떵해사 지켜갈건고
김만덕기념관

제라진소년소녀
합창단

10.9. 동요로 만나는 어린이의 하루 끌로드아트홀 제주파운딩
10.10. 앙상블 데어토니카 제3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앙상블 데어토니카

10.1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태교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10.11. 제주특별자치도립 교향악단 신인오디션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0.11. 창단 14주년 기념 정기공연 제주시민회관
혼디모앙 

문화예술봉사단

10.11.~10.12.
창작 오페라 ‘이중섭’-비 바람을 이건 기록
(도립 서귀포예술단/ 서울오페라페스티벌)

강동아트센터(서울) 서울오페라페스티벌

10.11.~10.12. 제29회 탐라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2. 조성일 밴드 콘서트 ‘공감-제주’ 이디홀 뷰티풀데이뮤직

10.12.~10.13. 누웨마루페스티벌 콘서트 누웨마루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JIBS
10.12.~10.13. VOS 콘서트 ‘퇴근하고 여기 어때’ 제주아트센터 (주)인유어스타

10.13. 안미현, 문숙영 듀오 콘서트 ‘슈베르티아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안미현, 문숙영

10.13. 부드럽고 강한 우먼파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프라임필

하모닉오케스트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15. 멜로디다모르 첼로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멜로디다모르 
첼로앙상블

10.15.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사랑

색소폰앙상블
10.16. 김여정 첼로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여정

10.16.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에코

색소폰앙상블
10.17. 김수연 플루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수연
10.17. 제18회 제주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칸투스합창단

10.18.
가족과 함께하는 브라스앙상블 

‘코리안아츠브라스’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10.18. 제19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티스트

앙상블

10.19.
제1회 아코윈드 동호회 

아코디언 창단 발표회 개최
사운드스페이스소리 아코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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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찾아가는 음악회 세화벨롱장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사운드브릿지

10.19.
제4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하모니로 가을과 하나 되다’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파하마색소폰앙상블

10.20.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제주아트센터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0. 제주CBS 아가페합창단 제3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CBS, 제주CBS

아가페합창단
10.22. 제3회 밴드 고치놀락 정기콘서트 벨롱 고치놀락
10.22. 금강불음봉사단 합창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금강불음봉사단

10.22. 서귀포 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

색소폰오케스트라

10.23.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이 가을, 다시 사랑’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0.24.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6회 정기연주회 ‘삼성혈’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10.25. 울소리난타 제1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울소리난타

10.25. 버스킹 프로젝트 ‘플로싱’
삼삼오오 걷기축제 

행사장
제뮤직, 에그온뮤직

10.25.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0.25.~10.26. 네덜란드에서 부는 제주의 바람

Podium Azijn 
fabriek  

(s-Hertogenbosch), 
Grote Kerk 

(Vlaardingen)

살롱 드 뮤직

10.26. 제8회 전국오카리나경연대회 제주아트센터 
(사)제주국제
오카리나협회

10.26.
2019 우도동굴음악회 

‘제주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 
우도 고래굴 동굴소리연구회

10.26.
개관 50주년 기념 기획공연 

‘함께해서 The 좋은 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26.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 
첼리스트 이윤주 듀오공연 

아트인명도암 원형준, 이윤주

10.26. 숲 속 힐링콘서트 : 노고록이 서귀포 치유의 숲 자작나무숲
10.26. Jazz in Jeju 이디홀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10.26. 2019 제4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 정기발표회
제주우쿨렐레 

동호회실
제주우쿨렐레

10.27. 라온뮤직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라온뮤직

10.27. 양정원의 작은 음악회
양정원의 

제주문화창작공간
양정원

10.27.
제주아트콰이어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제주IN, 스며듦으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콰이어
여성합창단

10.27.
제12회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와 유럽의 관악Ⅱ’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0.28. 제2회 헨델의 메시아 전곡연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빛선교합창단
10.29. Beau Piano Duo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Beau Piano Duo

10.29.
제7회 베가피아노 트리오 정기연주회 

‘바로크 앤 블루’
아라뮤즈홀 베가피아노트리오

10.29.
제9회 카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참된 나를 찾는 기쁨’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카리스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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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1. 기획공연 ‘뮤직앤이미지 콘서트 : 돌·고래의 꿈’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0.30. 제주-스페인 문화교류 콘서트 ‘올레, 에스빠냐’
The Municipal 

Theatre of Huercal  
Overa in Almeria

제주솔로이스츠

10.30. 제주빌레앙상블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0.31.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0.31. 2019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학생음악축제

운영위원회

10.31. 소프라노 강혜명 독창회 세종M씨어터(서울)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1.
제8회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 정기연주회 

‘한중 장애인합창단 교류 음악회’
개세온천호텔 
음악홀(중국)

장애인어울림
띠앗합창단

11.1. 버스킹 프로젝트 ‘플로싱’ 탑동광장 제뮤직, 에그온뮤직
11.1. 제36회 제주대학교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 음악학부

11.1. 가수 강산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11.1.
제45회 제주대 피아노 동아리 

칼리오페 정기연주회 ‘하얀박꽃’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칼리오페

11.2. 벨 칸토 클라리넷앙상블 제5회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벨 칸토 

클라리넷앙상블
11.2. 보리수어린이합창단 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리수어린이합창단

11.2. 제3회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민
오케스트라

11.2.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1.3. 골든브라스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골든브라스앙상블
11.3. 귤빛여성합창단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귤빛여성합창단

11.3. 섬아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섬아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11.5.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교원오케스트라

11.6. 탐라의 빛 온 누리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재)대한불교일붕선

교종 제주교구종무원

11.6. 2019 서귀포시 학생음악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재)서귀포교육

발전기금

11.7. 제5회 서귀포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플루트앙상블

11.7.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2019 신인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1.8. 버스킹 프로젝트 ‘플로싱’ 모드락플리마켓 제뮤직, 에그온뮤직
11.8. 클래식 앙상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11.9.
건반위은파 앙상블음악회 4회 

‘Woodwind & Piano’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반위은파

11.9. 업사이클링 음악 공연 ‘쓰레빠’ 문화공간 관심사 쓰레빠 프로젝트
11.9. 제8회 정기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하와이호텔 오라통기타동호회

11.10.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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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제주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드림주니어

오케스트라

11.10. 제주엄블랑색소폰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엄블랑

색소폰앙상블
11.10.~11.17. 2019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미예랑소극장 미예랑소극장

11.11. 김수연 플루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수연
11.11. 제주권사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권사합창단

11.11. 제2회 제주국제현대음악제
제주대 음악관 

콘서트홀
제주대 음악학부

11.12. 창작오페라 해녀 Revision Ⅰ 제주아트센터 (사)오페라인제주

11.12. 홍윤정 오보애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홍윤정

11.13. 페퍼톤스와 함께하는 힐링 뮤직캠프 아라뮤즈홀 제주대 문화광장
11.14. 제4회 타악앙상블 오퍼커션 그룹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퍼커션
11.14. 제주대 콘체르트코어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11.14. 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그래도, 사랑’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1.15. 버스킹 프로젝트 ‘플로싱’ 탐라문화광장 제뮤직, 에그온뮤직

11.15.~11.16. 별난동네 원도심 버스킹 시즌2 쿰자살롱 쿰자살롱

11.16.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1.16. 홍지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16. 2019 힙합페스티벌 인 제주 ‘거침없는 젊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1.16.
제53회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명곡시리즈Ⅶ’
김정문화회관

제주체임버
오케스트라, 

김정문화회관

11.16. 아란 작은연주회 ‘따뜻한 겨울’ 제주시 광양1길 4
클래식기타연주단

아란
11.16.~11.17. 2019 성시경 소극장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에스이십칠

11.17. 제3회 곽진 작곡발표회 ‘TIME’ 채플린소극장 곽진
11.17. 제노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노색소폰앙상블
11.20. 제5회 신해철 음악회 클럽인디 클럽인디

11.20.~11.21. JEJU 2019 전국장애인가요제 퍼시픽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11.21.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11.22.
 싱어송라이터 EP앨범 발매 기념 음악토크콘서트 

‘고객감사이벤트 쑈쑈쑈’ 
거인의 정원 류준영

11.22.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64회 정기연주회 ‘가을에 전하는 합창의 색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11.22. 별난동네 원도심 버스킹 시즌2 쿰자살롱 쿰자살롱

11.23. 김베드로 신곡발표회 ‘나의 신발장’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김베드로

11.23. 기획초청공연 ‘모차르트의 마법바이올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1.2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공연 

‘모다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3. 제19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늘푸른음악회
11.23. 제주혼듸손심엉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한라아트홀 제주하나센터

11.23.~11.24. 너와 나, 짙은 제주의 겨울 이디홀 이디홀, 레코즈섬
11.24. 제주의 숨은 노래 찾기 프로젝트 ARTROCK소극장 문화추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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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비가 럼비를 만났을 때'

11.24.  제6회 오주니어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오주니어타악기

앙상블

11.24. 제주아코디언 동우회 ‘바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아코디언동우회 

바숨
11.25.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메세나협회
11.26. 소프라노 유소영의 삶과 노래 II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유소영
11.26. 제주CBS 창립 18주년 기념 재즈 인 제주 제주아트센터 제주CBS

11.27.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과 

함께하는 We~We~Concert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1.27.
선재합창단 꿈과 행복나눔 음악회-

동행 세번째 이야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선재합창단

11.27.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3주년 기념음악회  

‘제주해녀평화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제주음악협회

11.27.~11.28.
제주의 노래 중국 고대음악 ‘난인’과 만나다
(제4회 취안저우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

Liyuan Classical 
Theatre 등

취안저우시

11.28.
서귀포시민을 위한 

제주나눔오케스트라 힐링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1.28. 개교 66주년 기념 중앙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중앙고

11.29.
버스킹문화연구회 작은 음악회 

‘소리모아 마음모아’
탑동해변공연장 

소극장
버스키문화연구회

11.29. 애월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애월합창단

11.29.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4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1.29. 별난동네 원도심 버스킹 시즌2 쿰자살롱 쿰자살롱
11.30. 강문칠 제7회 창작 가곡발표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문칠

11.30.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1.30. 성짓골소리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메가박스제주점 1관 성짓골소리합창단
11.30. 소리바라기의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바라기

11.30.
제1회 제주레이디스콰이어 정기 연주회 

‘가을에 듣는 제주이야기’
화목원 별관 제주레이디스콰이어

11.30. 이미지 음악극 ‘애기바당’ 김정문화회관
제주빌레앙상블, 

김정문화회관

11.30. 2019 가곡의 밤 ‘해녀바다여 영원하라’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11.30.
제주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하음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하음앙상블

11.30. 제3회 성짓골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 메가박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12.1. 제39회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12.1. 제15회 정기연주회 ‘가을이야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12.3. 해병대 군악대 제주음악회 제주아트센터 해병대 제9여단
12.4. 라파플루트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파플루트앙상블
12.5. 제5회 트롬보닉 트롬본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트롬보닉
12.6. 서귀포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 초청 헨델 메시아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6. 4·3평화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평화합창단
12.6. 제주체임버코랄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체임버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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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2.8. 베토벤에 더하다 예술공간 오이 오종협

12.7. 타이니 재즈 페스티발 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12.7. Viva La Vida 무비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매깨라 스튜디오

12.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큰 울림’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

12.8. Viva La Vida 무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매깨라 스튜디오

12.8. 2019 제주창작 합창 페스티벌 ‘창작 합창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9. 제주환경합창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2.10. 제주극동방송 제6회 평화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극동방송
12.10. 2019 제주메세나 동행의 밤 ‘메모리콘서트’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제주메세나협회
12.11. 피아니스트 김한돌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한돌
12.12. 김남훈 타악기 독주회 ‘바람의 울림, 재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남훈
12.12. 나윤선 월드투어 ‘이머젼 인 코리아’ 제주아트센터 제주 CBS
12.13. 고광호 색소폰 독주회 아라뮤즈홀 고광호

12.13.
아카펠라 빠시오네 제5회 정기연주회 

‘아카펠라 민요를 만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빠시오네

12.13.
제4회 우누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우누스오케스트라

12.13. 카멜리아코러스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여중고총동문회, 
제주여중고동문합창단

12.14. 장윤정 송년콘서트  ICC JEJU  ICC JEJU
12.14.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교원오케스트라

12.14. 제주, 독립을 외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14. 해비언 정기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해비언

12.15. 섬아이 뮤직아트센터 제3회 송년 가족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섬아이청소년

오케스트라&섬아이
청소년뮤지컬

12.15. 뮤지컬 갈라 ‘더 하모니’ 제주아트센터 
㈜파이오니아, 

㈜제주멍키
12.16. 오예진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오예진

12.17.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제주아트센터 
㈜원앤원

엔터테인먼트

12.17.
앙상블 카메라타 기획 연주회 
‘Playlist #2. 크리스마스 선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앙상블 카메라타

12.17. 클라리넷 정준화 독주회 아라뮤즈홀 정준화
12.17. 제주 CBS 캐롤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CBS

12.18.~12.20. 2019 상설예술한마당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2.19.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12.19. 2019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12.19. 제5회 정기연주회 함덕대명리조트 나빌레라여성합창단

12.20.
제4회 꽈뜨로보체 정기연주회 
‘QUATTRO VOCE SHOW’

제주농업인회관 
대강당

꽈뜨로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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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랜브리즈 EP 발매기념 쇼케이스
탑동해변공연장 

소극장
랜브리즈

12.20.
삼성여고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삼성여고

12.20. 성악앙상블 페르마타의 ‘즐기자 클래식’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성악앙상블 페르마타
12.20. 오승명 타악기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승명

12.20.
첼리스트 진민수가 들려주는 

고향의 가을 그리고 겨울 연주회
아라뮤즈홀 진민수

12.21. 강한나 피아노 독주회 ‘Die Fantasie’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강한나

12.21.
클래시칸앙상블과 함께하는 

로맨틱 크리스마스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2.21.
제주 한라윈드앙상블, 광주 CNS윈드오케스트라 

첫 교류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윈드앙상블,  
CNS윈드오케스트라

12.21.
황치열 전국투어 콘서트 

‘Bon Voyage : 시간여행자’
 ICC JEJU

㈜하우엔터테인먼트, 
㈜마이바움

12.22. 노형윈드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노형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노형동주민센터

12.22. 가수 이용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지역
주민협의회

12.22.
첼리스트 박소현, 피아니스트 이지혜 

듀오콘서트 ‘러시안 로망스’
끌로드아트홀 예술기획 끌로드

12.22.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가톨릭소년소녀

합창단
12.22. 한라윈드앙상블 프롬나드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윈드앙상블
12.23. 클래식과 재즈를 위한 이중주의 밤 아라뮤즈홀 아라뮤즈홀
12.23. 제3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표선중 체육관 표선윈드오케스트라
12.24. 제주브라스퀸텟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브라스퀸텟

12.24.~12.25. 뮤지엄나이트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2.25. 크리스마스 이웃돕기 쏭스라이브 십시일반 공연 쏭스라이브
착한기업 제주웰빙, 

애월아빠들

12.26.
제 4회 김양남 피아노 독주회 

‘위안 Be Consoled...’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양남

12.27.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  ICC JEJU  ICC JEJU

12.27.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2019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2.27. 4계 4색 ‘season of life’ 소극장 콘서트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2.28. 구좌어린이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평대초등학교 구좌어린이합창단

12.28. 제2회 일령뮤직페스티벌 스테이지 헤르츠
일령뮤직페스티벌, 
스테이지 헤르츠

12.30.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북윈드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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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9 신년맞이 기획공연 ‘또랑광대 각설이뎐’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1.5.~1.8. 가족뮤지컬 스토니즈 제주아트센터 (주)시와월드
1.7.~1.9. 그 여자를 노리는 별별시도 예술공간 오이 등 무브먼트 당당

1.12.~1.13. 2019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국민
1.16~1.20. 연극공동체 다움 창단공연 ‘송이섬의 바람’ 세이레아트센터 연극공동체 다움

1.17. 어린이공연 ‘두더지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부기획, 극단목동
1.26.~1.27. 아기돼지 삼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동그라미그리기

1.27.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단 국민
1.31. 어린이 뮤지컬 ‘겨울왕국’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해미소

2.9.
전주한옥마을 상설 공연단 놀이극 

‘놀부가 떴다! 시즌 2’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2.9.~2.10.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아이짬컴퍼니

2.9.~2.10. 4·3 뮤지컬 헛묘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청년 모닥치기

2.10. 어린이뮤지컬 ‘백설공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옴니아트홀

2.13.~2.15. 1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김종욱찾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2.13.~2.17. 자살에 관하여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
2.15.~2.16. MUSICAL NUMBER CONCERT 예술공간 오이 예술단체 사부작
2.15.~2.24. 몽골 익스프레스 미예랑소극장 극단 이어도

2.16.~2.24. 두근두근시어터 개관 2주년 기념공연 ‘사이사이’ 두근두근시어터
(주)피엔아이컴퍼니, 

두근두근시어터, 
일장일딴컴퍼니

2.19.~3.3. 행복배달부 우수씨 세이레아트센터
아이짬컴퍼니, 

세이레아트센터
2.24. 가족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옴니아트홀

3.2.~3.3. 어린이뮤지컬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초록공간문예기획단
3.9. 창작 인형극 ‘삼성혈과 민들레’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3.12.~3.13. 창작 인형극 ‘꽃님이와 미밋동산’ 제주도서관 극단 그녀들의 AM
3.15.~3.17./  
3.22.~3.24.

몽골 익스프레스 미예랑소극장 극단 이어도

3.16.~3.17. 시크릿 쥬쥬 레인보우 사피의 탄생 제주아트센터
㈜원앤원

엔터테인먼트
3.21.~3.22. 사랑해요 당신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3.26. 창작뮤지컬 웃는남자(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3.27. 보물섬을 찾아서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3.28.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3.30.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서귀포예술의전당 옴니아트홀
3.31. 극단제주 기획공연 ‘오목(五目)’ 예술공간 오이 극단제주
3.31.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옴니아트홀

4.6.
후궁박빈-극단 가람

(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24회 제주연극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6. 가족뮤지컬 ‘버블쇼’ 서귀포예술의전당 옴니아트홀
4.6.~4.7.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멍키
4.6.~4.28. 4통3반 복층사건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4.7. 하얀초상화-극단파노가리(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연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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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선대회, 제24회 제주연극제)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7. 가족뮤지컬 ‘버블쇼’ 한라아트홀 옴니아트홀

4.8.
그 여자의 소설-극단 이어도(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24회 제주연극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10. 정의 하오다 아라뮤즈홀
제주대, 창작집단 

지오
4.10. 샌드 애니메이션과 매직손 그림자극 & 벌룬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겨찾기

4.11.~4.14. 빨간모자와 늑대아저씨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무지개극단

4.12.~4.13. 쉬어매드니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4.13. 헨젤과 그레텔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4.13. 연극 ‘어리석은 호랑이’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출람생이극단

4.13.~4.14. 어린이뮤지컬 ‘포켓다이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주메카

4.17. 창작가족극 두근두근, 봄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동홍아트홀
동홍동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4.27. 나와라 뚝딱 이야기 보따리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4.28. 어린이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옴니아트홀

5.2.~6.16. 늙은 부부이야기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

5.4. 가족 뮤지컬 ‘안녕 자두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아툰즈

5.4.~5.5.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제주아트센터
극단국민, 

희망컴퍼니, KM기획
5.4.~5.6. 가족체험공연 버블&매직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국민

5.4.~6.2.
세이레아트센터 창작 인형극 

‘흉내쟁이 호랑이’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아이짬컴퍼니

5.5.
제주신화 소재 창작인형극 

‘제주를 품은 거대여신 설문대’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극단 그녀들의 AM

5.7.~5.19. 창작가족극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티, 

(주)피엔아이컴퍼니

5.10.~5.11.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기획공연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416가족극단노란리본
5.11. 과학체험뮤지컬 ‘베티의 과학여행’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5.15. 마임이스트 이경식의 행복한 버블 팡팡 동홍아트홀
동홍동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5.16.~5.17. 제주로 온 바로 호랑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18. 히즈쇼 가족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제주성안교회 CTS제주방송

5.21.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토란토닥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5.22.
커넥션-멋진친구들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5.22.~5.23.
뮤지컬 만덕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수성아트피아(대구)

대구국제
뮤지컬페스티벌

5.23.
내친구 상훈이-극단 휠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5.24.
목마른 남자-서툰사람들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5.30. 집나가자 꿀꿀꿀 김정문화회관 두부기획, 극단목동

5.30.~6.1.
제주국제대 영화연극학과 

제9회 정기공연 ‘순이 삼촌’
제주국제대 3호관 제주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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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어린이뮤지컬 ‘라푼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국민
6.3.~6.5. 3·1운동 100주년 창작뮤지컬 ‘최정숙’ 제주아트센터 (재)천주교회유지재단

6.6. 버블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옴니아트홀
6.8.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6.14.
조천중학교-놀이패한라산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5.
그 사람-여상익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5.
언젠가 봄날에-놀이패 신명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5.
이팔청춘가-극단 자갈치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5.
장기자랑-40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5.~6.16. 바다탐험대 옥토넛 불가사리의 모험 제주아트센터
㈜전공이엔티,

초록공간, 오름기획

6.16.
마당뮤지컬 헛묘-극단 청춘 모닥치기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6.
분노의 포도-극단 걸판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6.
캐러멜-극단 돌

(제13회 4·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6.17.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영주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7.
탑과 그림자-제주사대부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8.
방황하는 별들-남녕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8.
작은 할머니-신성여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9.
무지개는 존재할까-세화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9.
살인랩소디-제주여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19.
동홍아트데이 

‘서커스디랩 이준상의 레인보우쇼’
동홍아트홀

동홍동행정복지센터, 
브로콜리404

6.20.
현진건을 만나다-표선고

(제22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세이레아트센터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21. 한영애의 모노드라마 ‘The Good’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6.22. 인형극 ‘선녀와 나무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6.22.
2019 살거스와 함께하는 

비바스트릿 : 더 블루하우스
탑동광장 살거스

6.22. 제주신화인형극 ‘가믄장아기’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6.26.  창작인형극 ‘좀녜할망과 돌고래’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6.27. 아기돼지 삼형제 김정문화회관 두부기획, 극단목동
6.28. 아기돼지 삼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부기획, 극단목동

6.28.~6.29. 후궁박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29. 악극 명랑시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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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낭독극 ‘변질’ 플레이그라운드 극단 파수꾼

7.2.~7.14. 키득키득 도서관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

7.5.~7.7.
새로운 복합장르 1인 피아노극 

‘쇼팽선생님의 유품’
슈타인홀 오종협

7.12. 그림형제의 라푼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겨찾기
7.12.~7.13./  
7.26.~7.27.

돌멩이국 레시피 봉성리 하우스씨어터
(사)제주문화예술

공동체
7.13. 노리야 학교가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7.13.~7.14. 원위치 미예랑소극장 극단 이어도

7.20.
2019 살거스와 함께하는 비바스트릿 : 
유독한 세계에서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시청~탑동일대 살거스

7.20.~7.21. 무슨 약을 드릴까요?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7.20.~7.21. 체코가 사랑한 한국의 판소리 인형극 ‘수궁가’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24. 이중섭 : 마지막 편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중섭미술관,
극단 테우리

7.24.~7.26. 로맨틱 코미디 ‘내가 사랑한다니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배우세상
7.25.~9.29. 스릴러 연극 ‘조각’ 세이레아트센터 아이짬컴퍼니

7.27. 뮤지컬 ‘프린세스 공주 뮤지컬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7.27. 창작국악극 ‘손 없는 색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위프로젝트프라임

7.27.~8.11. 청혼 & 곰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8.9.~8.10. 입체 낭독극 경성산파 박자혜 봉성리하우스씨어터 연극공동체 다움

8.10. 뮤지컬 명성황후(영상)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8.10. 가족뮤지컬 ‘어린왕자의 꿈’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8.14.~8.15. 이수일과 심순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18. 창작뮤지컬 ‘자비, 벙글으는 소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관음사, 

관음자비량합창단
8.23.~8.24. 입체 낭독극 경성산파 박자혜 봉성리하우스씨어터 연극공동체 다움
8.24.~9.1. 방울이의 낮잠여행 두근두근시어터 버블드래곤

8.25. 시아 롱(Xie Rong)의 퍼포먼스 해(海)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8.25. 제주여고 연극부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여고
8.27. 치카치카 호랑이 김정문화회관 두부기획, 극단목동

8.28.~8.30. 창작뮤지컬 ‘동텃져 혼저 글라 : 최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천주교제주교구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

8.30. 치카치카 호랑이, 울줄 모르는 고양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두부기획, 극단목동

8.30.
살거스의 실험극 

‘DONINANT-나는 여자로 태어났다’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8.30.~9.1. 비눗방울인형극 ‘방울이의 낮잠여행’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

9.6. 해어화, 다시피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9.7.~9.8. 버블버블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옴니아트홀

9.18. 어린이 아동 성폭력 예방 뮤지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년회의소

9.20.
2019 살거스와 함께하는 비바스트릿 

세번째 에피소드
칠성로거리 살거스

9.21. 가족 뮤지컬 ‘별이의 아빠 찾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파노가리
9.21.~9.22. 거리 퍼포먼스 ‘나의 살던 고향은’ 제주시 동대길 7 구럼비유랑

9.24.~9.25. 푸른 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공정연구소, 

극단 휘파람
9.26. 두 영웅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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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28. 베짱이의 모험 봉성리 하우스씨어터 연극공동체 다움

9.27.~9.28. 창작가족극 ‘키득키득 도서관’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9.28. 딩동댕 동화나라 콘서트 ‘안녕 친구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9.28. 개그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9.28. 앞마당 뮤지컬 극장
이호테우해변
(까페 이호동)

오름

9.29. 스트릿개더링 산포광장 일대 아트세닉커뮤니티
9.29. 비바리 연가 북수구광장 퍼포먼스단 몸짓

9.30.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0.2.~10.3. 우리 아빠가 최고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아이짬컴퍼니
10.3./ 10.5. 2019 겨울이야기 ‘겨울왕국’ 시즌 2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국민

10.6.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극단 가람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0.~10.12. 인형극 ‘동물마을에선 무슨 일이?’ 제주4·3평화교육센터
제주4·3평화재단, 

극단 예소리

10.11.
옥천선-중국 안경시 황매희예술극원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한라아트홀 대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1./ 
10.25.

기획전 ‘광해 제주에 유배오다’ 아동 인형극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10.12. 창작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12. 오감만족체험연극 ‘빵 굽는 포포 아저씨’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10.12.
2019 살거스와 함께하는 

비바스트릿 네번째 에피소드
함덕해수욕장 살거스

10.17.~10.18.
섬에서 사랑을 찾다-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8. 신나는 어린이뮤지컬 ‘알라딘과 요술램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해미소

10.18.
사랑하고 있나요-광주연극협회 극단 청춘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9.~10.20.
풀빵괴담-극단파노가리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0. 뮤지컬 ‘청 이야기’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시

10.22.~10.23.
51대49-극단파수꾼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4. 풀빵괴담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파노가리

10.24.~10.26. 햄릿 : 더 블라인드 아라뮤즈홀 연극술사 수작

10.25.
울엄마그리기-서울연극협회 극단춘추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5.~10.26. 별빛이 내리는 편의점 예술공간 오이 극단 그녀들의 AM

10.26. 흉내쟁이 호랑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26. 2019 살거스와 함께하는 비바스트릿 제주시청 일대 살거스
10.26. 실버라이팅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26. 두 영웅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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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0.27.
원위치-극단이어도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7.  나의 살던 고향은 제주시 동대길 7 구럼비 유랑단

10.28.~10.29.
소통-예술공간오이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9.
2019 프랑스 파리한인협회 코리안 아트송 

챔버뮤직페스티벌 초청기획공연 위프로젝트프라임 
‘뮤지컬 손없는 색시’

internaional cite des 
arts auratorium

(프랑스)
파리한인협회

10.30. 헬로포터의 신비한 마법학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0.30. 잊을 수 없는 꿈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도광역치매센터

10.31.
9to5-대구연극협회 극단기차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2.~11.3. 제1회 52마주보기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11.2.~11.3.
의자는 잘못 없다-극단 퍼포먼스단 몸짓
(2019 제4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5. 어린이공연 ‘매직스토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두부기획, 극단목동

11.6.
깨비랑 제12회 정기공연 

‘황금돼지를 찾아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깨비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1.6.
세계불교초대법왕 서경보 대종사 탄신 105주년 

창작음악극 ‘탐라의 빛 온누리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세계불교초대법왕 
서경보 대종사

11.6.~11.20. Back To Zero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11.8. 마술사 잭의 매직스토리 김정문화회관 두부기획

11.8.~11.9. 창작 민속뮤지컬 ‘천하일색 애랑’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9.~11.10. 캐리 TV ‘라이브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주)캐리TV, ㈜드림

엔터테인먼트, 
우리두리

11.10.
삼월의 눈-극단 정낭극장

(제28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2.
세남자-극단 자유

(제28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3.~11.14.
동업-극단 파노가리

(제28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16./  
11.23.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국립국악원(서울) 두근두근시어터

11.19. 창작뮤지컬 ‘더 레인보우 런웨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11.22.~11.23. 제주어로 공연하는 ‘유리동물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공육사

11.23.
클래식 음악교육극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11.23.~11.24. 창작 마당굿 ‘동이풀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11.24.
2019 섬아이청소년뮤지컬 
제3회 정기공연 ‘드림캐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섬아이청소년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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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1.27. 가족 휴먼 드라마 ‘세여자’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강아트컴퍼니

11.30.
몽골 익스프레스-극단 이어도
(제28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미예랑소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3. 어린이성탄뮤지컬 ‘루돌프와 크리스마스 캐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즐겨찾기

12.6.
제주의 눈물-살해당하는 것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 혹은 사랑법’
동홍아트홀 구럼비 유랑단

12.6.~12.8. 이경식의 마임 20돌 콘서트 숨결 아트락소극장 마임극단동심
12.6.~12.8. 베토벤에 더하다 예술공간 오이 오종협

12.7.
그게 뭐라고-퍼포먼스단 몸짓
(제28회 제주소극장연극축제)

미예랑소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0. 스틸의 환상놀이터(크리스마스 선물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필, 두부기획
12.13. 스틸의 환상놀이터(크리스마스 선물편) 김정문화회관 극단 필, 두부기획

12.14.~12.15. 2019 정기공연 ‘소풍’ 두근두근시어터 예술집단 파수꾼

12.21.~12.22. 창작 악극 ‘가슴아프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24. 러브 액츄얼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엔티아이

12.24.~12.25. 노란잠수함 세이레아트센터 제주대 극예술연구회

12.24.~12.25. 수상한 흥신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이엠에프, 

컬쳐 몬스터 ENT

12.24.~20.1.5. 꼬마 농부 라비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 

㈜피엔아이컴퍼니
12.28.~12.29. 어린이 마술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옴니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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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도립무용단 초청공연(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1주년 대축제-어게인 평창)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원도

3.1. 제주도립무용단 3·1 운동 100주년 '거룩한 함성' 조천체육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3.14.
홍신자시니어무용단 창단기념 공연 
‘지금 그리고 그 시절(Now&Then)’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홍신자시니어무용단

3.19.
홍신자시니어무용단 창단기념 공연 
‘지금 그리고 그 시절(Now&Then)’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홍신자시니어무용단

3.23. 무용과 국악으로 표현하는 장수의 별, 노인성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3.23. 영혼의 춤 부토(舞蹈)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

3.25.
홍신자시니어무용단 창단기념 공연 
‘지금 그리고 그 시절(Now&Then)’

김정문화회관 홍신자시니어무용단

4.26. 제주도립무용단 제52회 정기공연 ‘찬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5.1. 홍신자 시니어 무용단 퍼포먼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홍신자시니어무용단

5.19. 무용 ‘계절창고’(1회) 납읍리 883-1 현혜연
5.25. 무용 ‘계절창고’(2회) 납읍리 883-1 현혜연

5.26. 제28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 & 제주춤축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26. 무용 ‘계절창고’(3회) 납읍리 883-1 현혜연

5.28.~5.29. 리투아니아무용단 퍼즐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

5.29. 2019 무용인 한마음축제 in 제주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

6.1. 서귀포 국제 코믹댄스의 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

6.1. 무용 ‘계절창고’(4회) 납읍리 883-1 현혜연
6.2. 무용 ‘계절창고’(5회) 납읍리 883-1 현혜연

6.15. 알로하!! 제주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

6.23.
제주도립무용단 ‘찬란’

(2019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서울광장 특설무대 서울시

6.24. 유니버설발레단 명작발레 지젤(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6.29. 제이패밀리 ‘쉘위댄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

6.30.
배규자의 힐링 퍼포먼스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7.16. 춤의 향연 : 춤으로 하나 되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7.20.~7.21. 국제라틴문화페스티벌 함덕서우봉해변 한국라틴문화교류원

7.21. 잃어버린 정원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시티발레단

7.25.~7.27. 2019 제주 스트릿 댄스 캠프 ICC JEJU PD엔터테인먼트

7.27.
발레로 듣는 사랑이야기 발레리노 이원국의 

‘사랑의 세레나데’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7.27.~7.28. 시노파도스(Synopados) 두근두근시어터 춤.서.이
7.28. 제주무용예술단 예닮의 제주민속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무용예술단

7.28. 체력;회 피스아일랜드 피스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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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독;회

8.5. 다함께 춤을 상가리 게이트볼장
(재)전문무용수지원
센터, 문화곳간 마루

8.8. 소소한 발레공연 한라아트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8.10. 제주도립무용단 ‘무동성하(舞動盛夏)’
취지앙창의전시공연

센터(중국)
시안융닝예술단, 
제주도립무용단

8.17.~8.18. 제20회전국청소년무용제 탑동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20.~8.25. Bilda(Detroit Dance City Festival)
Detroit Institute of 

Arts(미국)
강세운

8.24.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 ‘갬블러크루’ 퍼포먼스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8.25. 썸머댄스콘서트 j패밀리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서귀포
지역주민협의회

8.30. 다함께 춤을 상가리 게이트볼장
(재)전문무용수지원
센터, 문화곳간 마루

8.30. 춤추는 섬 2 : 시간을 품은 몸 스튜디오무밭 바리나모

8.30. 가족 발레극 ‘한여름 밤의 꿈’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9.4.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9.8.
Streetjam Art Performance Festival 2019 

‘Green Jeju’
탑동해변공연장 한국스트릿잼중앙회

9.14. 춤의 향연 - 춤으로 하나 되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9.22. Get ettention vol.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부혁진
9.25. 호두까기 인형(영상)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9.29. 몸바당-불턱공론, 춤에 해녀를 담다 하도숨비소리길 등 제주춤예술원
9.30. 거문오름무용단 정기공연 ‘제주여인의 희로애락’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거문오름무용단

10.5. 태권무무의 오백장군이야기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설문대

10.9. 2019년 문화유산을 춤추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최길복
10.26. 가무 스튜디오무밭 바리나모

10.26. 바다로 가는 海女... 이연심의 해녀춤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연심

10.27.
2019년 한국무용협회제주시지부 정기공연 

‘제주섬 붉은 꽃 피우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11.13. 2019 해녀가 아름다운 제주 섬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오름무용단

11.22. 코리안 드럼 영고Ⅱ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22.~11.23. 제주도립무용단 기획공연 ‘이여도사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1.23. 플로우 Flow 스튜디오무밭 바리나모
11.30. 가시(加時) : 시간을 더하다 프로젝트공간 SSSS 프로젝트스투디오비짓

12.7.
솔향 김희숙의 제주춤 60년 

‘일이여 놀이여 춤이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영상문화연구원

12.9. 장은의 춤 ‘아흔아홉골’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은, 숨예술단

12.12. 홍신자 80에 하늘을 보다
서귀포문화

빳데리충전소
홍신자

12.21. 삶의 길, 오르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김한결

12.30. 스윙(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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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3.6.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3.8. 2019 전국생활국악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생활국악연합회

3.23. 2019 신은오의 흥보가 완창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신은오

3.29.
3월 문화가 있는 날 

‘가·무·악 공감지대 SOUL LETTER’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3.30. 거문고 이야기 ‘玄琴 風流’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4.3. 역사맞이 4·3거리굿 제주시청 일대 제주민예총
4.21. 양정호 두번째 거문고 정악 독주회 제주목관아 연희당 양정호
4.26. 삼승할망 꽃놀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5.1.
허튼굿 나눔이야기 

‘도채비 허씨는 해녀와 살 수 있을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5.5.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산지천광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8. 산천초목 제주민속촌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5.22.
(사)너나들이 제4회 정기연주회
‘가족사랑 퓨전 국악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너나들이

5.25. 전국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시조명인협회

5.25. 제19회 탐라국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5.26. 상여 탐라여 돌아오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나무꽃, 
제주돌문화공원

5.31.
가야금 퍼포먼스 박선주 초청공연 

‘가야금, 자연을 담고, 자연을 닮다’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6.1. 2019 용연선상음악회 용연 제주시, 제주문화원

6.5.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6.8.
세계음악여행 SSBD 시즌 6

‘바람의 노래 : song of winds’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6.15. 가무악공감지대 ‘소울레터’ 김정문화회관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김정문화회관
6.16. 이희문컴퍼니의 경기JAZZ 프로젝트 ‘한국남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22. 제3회 제주국악제 제주시해변공연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6. 춘향 그리고 심청, 우리소리 삶을 노래하다 문화공간Story와봔 서귀포시민연대

7.10.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7.20. 제13회 정기공연 ‘아리랑별곡’ 제주시해변공연장
(사)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20.~7.21. 수궁가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8.2. 이어도 : 더파라다이스 김정문화회관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김정문화회관

8.10. 2019 전도학생 민속예술 경연대회 제주시민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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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제2회 전통음악연구소 ‘연음’ 정기 발표회 채플린소극장 전통음악연구소 연음
8.26. 연희놀이터 : 덩 따라 쿵! 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창작연희단체광대생각
8.31. 2019년 제11회 용머리예술단 정기공연 해변공연장 용머리예술단

9.4. 허튼굿 나눔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9.8.  The퐁낭의 두 번째 이야기 ‘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The퐁낭

9.26. 제주민요 : 섬을 울리는 소리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9.28.~9.29. 2019 제주전국국악대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7.~10.8. 전국시조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시우회

10.11.
한푸리 힐링 국악콘서트

‘찾아가는 희희락락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0.12. 제주가야금연주단 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가야금연주단

10.13.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서귀포민속예술단

10.16. 만정제춘향가 발표회 ‘춘향가 불어 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9. 대정여고 국악관혁악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대정여고

10.20. 이어도사나 제주학생문화원
(사)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6. 2019 놀판굿 ‘신명세상쳐드리세’
제주문예회관 

야외마당
풍물굿패신나락

10.29. 한푸리국악힐링콘서트 : 희희락락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10.30. 국악 융복합 퓨전콘서트 ‘제주 오복樂樂’ 한라아트홀 대극장 광개토제주예술단

11.9. 제2회 컴퍼니랑 정기연주회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컴퍼니랑

11.20. 동홍아트데이 공연 ‘신비한 민요사전’ 동홍아트홀 브로콜리404
11.22. 코리안 드럼 ‘영고Ⅱ’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23. 한·영합작 ‘열두고개’ 김정문화회관
(사)전통예술공연

개발원, 김정문화회관

11.23.~11.24. 창작 마당굿 ‘동이풀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사)제주전통문화
연구소,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11.24. 추억들의 귀환 제주교육박물관 탐라문화예술진흥회
12.6. 숙명가야금연주단 ‘가야금 for You’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2.8. 대금정악 보존회 청소리 창단 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금정악 보존회 

청소리
12.14. 제주도 전국 아리랑 소리제 공연 김만덕기념관 (사)제주도아리랑보존회

12.21. 제17회 거문고 정악보존회 정기연주회 김만덕기념관
제주택견전통
문화예술원

12.22. 정기공연 음악굿 ‘꽃풀이’ 선래왓 (사)국악연희단하나아트
12.22. 2019 창작탈굿 ‘春景野史(춘경야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두루나눔

12.27.~12.28. 소리굿 ‘제주섬 아리랑’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민요패소리왓
12.30. 종묘제악(영상)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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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개최 건수가 해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축제 주최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분류 기준 

적용과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행사나 축제로 편입 될 수도 

있고 공연예술이나 다른 분야로 이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문예연감에 나타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2016년이 92개로 가장 많고 2018년은 61개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는 89개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현황

수치상으로는 2016년과 2019년, 2017년과 2018년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축제를 비교해 본 결과 들불축제를 비롯한 제주왕벚꽃축제, 

청보리축제 등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분류 기준보다는 메르스라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반면에 2017년 개최 건수가 낮은 이유는 분류기준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회성 행사와 개최 횟수가 3회 미만인 축제를 제외했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월별 개최 건수를 살펴보면, 4년간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주는 시기는 모두 10월로 나타나고 있다. 

분류기준이 동일한 2016년과 2019년 개최 건수를 비교했을 때 4월, 6월, 8월, 9월에서 서로 엇갈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과 2019년 개최된 행사 및 축제를 비교해본 

결과, 개최 시기가 조정되거나 단발성 행사들이 신규 개최 혹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분류기준이 서로 다른 2017년과 2019년을 축제를 비교하면, 2017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개최 

실적이 3년 미만인 축제와 개최 일수가 1일인 축제들이 포함돼 개최 건수가 높아졌다.

축제분야 세부 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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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1 5 5 6 7 5 13 8 22 10 6 89

2018 0 2 3 6 8 0 8 6 5 14 8 1 61

2017 0 1 3 7 3 2 6 12 7 12 7 2 62

2016 2 1 6 11 6 3 11 6 12 16 10 8 92

생태자원축제 전통역사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예술축제 기타 계

21 9 5 50 4 89

축제
김석윤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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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하면, 2019년도 자연 축제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예술 축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최실적이 1~2회를 맞이하는 축제와 상대적으로 역사가 깊은 

축제를 비교하면, 최근 개최된 축제에서 개최 목적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는 

직지만 정확한 대상과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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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 평화와 장생의 별 남극 노인성 페스티벌 새연교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2.2.~2.4. 탐라국입춘굿 제주시 원도심 일대 제주시, 제주민예총
3.7.~3.10. 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일원 제주시

3.22.~3.23. 제9회 서귀포봄맞이축제 이중섭공원 일대
서귀포문화사업회,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자연제주

3.29.~3.31. 제28회 제주왕벚꽃축제 장전리, 전농로 일대 제주시
3.30.~5.12. 가파도 청보리축제 가파도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

3.31.~5.31. 제26회 4·3문화예술축전
제주시청 광장 및 

제주도일원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2. 제71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제주시청 정문 앞 제주민예총

4.4.~4.7. 2019 제주유채꽃축제 조랑말체험공원 일대
서귀포시, 

제주유채꽃축제
조직위원회

4.12.~4.14. 제11회 우도소라축제 천진항, 우도면 일원
우도면, 

우도면연합청년회, 
우도면새마을부녀회

4.19, 4.27. 2019 거리예술제
누에모루거리, 
칠성로 일대

제주시

4.27.~4.28. 제24회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한남리 산75-7번지 남원읍 축제위원회
5.1.~5.31. 제13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5.4.~5.5. 제16회 방선문축제 방선문 일대
오라자연문화보전회, 

방선문축제위원회

5.18.~5.19. 제주다민족문화제 제주시청 앞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5.26.
2019 세계문화에술교육주간 

‘노는게 예술이네!’
산지천갤러리, 

산짓물공원 일대
제주문화예술재단

5.31.~6.1. 2019 음식영화축제 제주한라대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5.31.~6.2. 2019 보목자리돔축제 보목포구 일원 보목자리돔축제위원회

6.1. 2019 바다의 날 ‘바라던 바다’ 금능으뜸원해변 재주도좋아
6.1.~7.13.
(매주 토)

탐라문화광장 하하페스티벌 북수구광장
일도1동, 일도1동 
축제추진위원회

6.3.
제8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 

‘지금, 수어 愛 반하는 시간’
산지천 북수구광장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6.8.~6.30. 제주민속촌 수국축제 제주민속촌 제주민속촌

6.10.~6.13.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표선면 일대 및 

도내 주요 공연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14. 장애인 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제주특별자치도협회

6.26. 제2회 JDC 제주신화페스티벌 제주항공우주박물관 JDC

7.13.~7.29. 제주 고산리 해녀문화축제 고산리
제주마을문화원, 

고산리어촌계
7.21. 제12회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솜반천일원 서홍동청소년지도협의회

7.26.~7.27. 2019 삼양검은모래 해변축제 삼양검은모래해변 삼양검은모래축제위원회
7.26.~8.1. 2019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탑동해변공연장 제주시

7.27.~7.28. 예래생태체험축제 논짓물 일원
예래동,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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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8.2.~8.3. 제6회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축제 자구리공원
송산서귀포마을회, 

송산서귀마을축제위원회
8.2.~8.4. 2019 이호테우축제 이호테우해수욕장 이호테우축제위원회

8.3. 제6회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돈내코 영천동축제위원회

8.3.~8.4. 제24회 2019 표선해변 하얀모래 축제 표선해수욕장
표선리마을회, 
표선리청년회

8.3.~8.4. 2019 금능원담축제 금능해수욕장 금능원담축제추진위원회

8.4. 서귀포천지연여름음악축제 서귀포 천지연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8.4.~8.5.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 표선해비치해변 일원 표선리마을회

8.9.~8.11. 도두오래물축제
도두오래물광장 및 

도두항 일원
도두동주민센터

8.15.~8.17. 2019 서귀포 표선 야해(夜海) 페스티벌 표선해수욕장 서귀포시
8.16.~8.17. 풀문 아일랜드 알밤오름 인근 씨포스트제주

8.17. 2019 신양섭지코지해변 여름-바람 축제 신양섭지해수욕장 신양리청년회
8.17.~8.18. 제17회 쇠소깍 검은모래 축제 쇠소깍, 하효항 일원 효돈동연합청년회
9.20.~9.22. 제11회 산지천축제 산지천 산포광장 제주산지천축제위원회

9.21. 제22회 이중섭예술제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사)서귀포예총

9.21.~9.22. 제12회 2019 제주해녀축제
해녀박물관 및 

하도어촌체험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9.24.~9.29.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 메가박스 제주점 제주여민회
9.27.~9.28. 화북, 유배문화로 역사를 품다 화북포구 화북동
9.27.~9.29.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추자면 일원 추자면

9.27.~9.29. 제25회 2019 서귀포칠십리축제 자구리포구 일대
서귀포칠십리축제

조직위원회
9.28.~9.29. 제5회 제주밭담축제 제주밭담테마공원 제주특별자치도

10.4. 예술 프로젝트 ‘정령들의 살롱, 캄캄’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산림휴양

관리소, 손의 기억,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10.4.~10.5. 2019 야호페스티벌
중문관광단지 
플레이케이팝

서귀포시

10.5. 제8회 삼도풍류축제 제주목관아 일원 삼도풍류축제추진위원회
10.5.~10.6. 덕수리전통민속축제 덕수리민속공연장 덕수리마을회

10.9~10.13. 제58회 탐라문화제 탐라문화광장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10.9.~10.13. 2019 국제문화교류축제 탐라문화광장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0.9.~10.20.
제주국제실험예술제(JIEAF) 

‘생태와 만나는 예술의 울림’
제주탐나라공화국 한국실험예술정신

10.12. 제주어 큰잔치 산짓물공원 (사)제주어보존회
10.12.~10.13. 제주마(馬)축제 렛츠런파크제주 렛츠런파크제주

10.12.~10.20.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가을축제 

‘아트앤저지 2019’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10.12.~11.10. 2019 제주예술문화축전-thinking jeju! 탐라문화광장 등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0.18.~10.19. 제6회 고마로 마(馬) 문화축제 고마로 거리, 신산공원 
일도2동, 

고마로마문화축제위원회

10.18.~10.19. 제주프린지페스티벌 가치=보다 칠성로 일대
제주민예총,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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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8.~10.20.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시 원도심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2019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10.18.~11.3. 2019 JEJU CONTENT FESTA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0.19.~10.20. 제26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재연축제 제주성읍마을 성읍민속마을보존회
10.19.~10.20. 혼인지축제 혼인지 일대 온평리마을회
10.20.~10.22. 제주문화재야행 제주목관아 등 제주문화예술재단
10.21.~10.27. 제3회 제주비건페스티벌 제주관광대 관광관 제주비건

10.24.~10.27. 제11회 제주옹기굴제 고바치노랑굴 일원
제주전통옹기전승

보존회, 제주옹기박물관

10.26. 2019 제주오름 콘텐츠 DAY 영주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성읍1리 마을회

10.31.~11.2. 2019 제주올레걷기축제 제주올레 8~10코스 제주올레

11.1.~11.3.  2019 제주 애니아일랜드 페스티벌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1.2.~11.3. 제18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제주추사관 일원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11.2.~11.9. 2019 제주공예축제 ‘제주 재주’ 갓전시관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11.2.~11.30. 2019 제주영화제 제주아트센터 등 (사)제주영화제

11.7.~11.10.
제20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감수성은 더하고 편견은 빼자’
김만덕기념관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11.9. 2019 제주문화예술축전 탐라문화광장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1.11.~11.13. 제1회 서귀포별빛영화페스티벌 서귀포관광극장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16. 제2회 제주청소년 평화축제 북수구광장
청문화도시락지원

네트워크

11.21.~11.24.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 모슬포항 일원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11.21.~11.25. 제10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등

(사)제주국제
문화교류협회

12.13.~12.15. 제2회 제주독립영화제 예술공간 오이 등 제주독립영화협회

12.6. 노풍당당 제주시니어 예술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2.6. 제15회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20.~12.22. 예술공간이아 예술축제 ‘일상, 겨를’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2.28.~12.29. 나에게 예술을 선물하다 ‘아트데이’ 거인의 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12.30.~20.1.1. 제27회 성산일출축제 성산일출봉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일출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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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대한건축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한국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다원 및 일반

 JEJU ART PROJECT
JJ문화기획단

Lab.왓
only one

Production377(P_377)
thisisaworkbyhazard

골드트리
구럼비유랑단

국제장애인문화교류제주도협회
그린sum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제주
그림책스토리텔링연구회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기적공장
꽃삽컴퍼니

꿈꾸는 고물상
누구나

뉴딜컬쳐
느영나영문화예술단

드림스페이스
랄랄라프로젝트

마린
마불림

마술하는곰
모닥

문화기획 불휘공
문화예술공간몬딱

문화예술연구소 함덕 32
문화창작소 노나리

문화추물락
물드리네
바농쌈지

벼리이음터
별난고양이
비엠씨킴스

비플(Beeple)
살거스

상상놀이터
상상창고 숨(soom)

서귀포문화빳떼리충전소
소도리쟁이

문화예술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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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및 일반

소리께떼
손예
숨

시각예술소통을위한젊은집단(시소에이)
씨위드

예술융합창작소 재주나비
올레살래 미디어랩

우리나비
우주풍차(雨酒風茶)

이상의 이상
인스 컴퍼니
재주도좋아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문화컨텐츠연구소
제주문화포럼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제주아트

제주예술동행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창작스튜디오 페이스
청년기획단체 제뮤직

초록별사람들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컬쳐트리
코마

쿰자살롱
타르트(T-ART)

탐라문화예술진흥회
트리거

페이퍼컴퍼니
프로젝트그룹씨앗
프리커뮤니케이션

플레이리더
피스아일랜드

하이킥
한국실버예술문화네트워크

한국실험예술정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수풀바농질 동호회
한예

행복한 씨앗
헤이븐아트컴퍼니

도립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무용
거문오름무용단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국제전통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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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무용

길아트컴퍼니
나빌레라무용단

다온무용단
라니알로하

레아SMD플라멩코
무용다방(無用多方)

바리나모
박경숙전통무용전수원

박다혜무용단
빛무용단

숨비민속무용단
숨예술단

아주망샹쥬망
연꽃무용단

예술단사람들
예지무용단

올레민속예술단
용머리예술단

웃는돌
이솔라앤두가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제주무용예술단
제주민속무용단
제주민속예술단

제주시전통무용협회
제주시티발레단

제주아라리예술단
제주어멍무용단
제주오름무용단
제주춤아카데미
제주춤예술원

제주하와이훌라
제주헤라스벨리

춤 프로젝트 그린Sum
춤.서.이

춤사랑무용단
한국라틴문화교류원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시지부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스트릿잼중앙회

해송민속무용단
혼비무용단

홍신자시니어무용단

문학

고팡문학동인회
구좌문학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귤림문학회

글밭제주동인회
글을 사랑하는 모임

글짓는 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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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깨어있음의 시동인
녹담수필문학회

다층문학회
대정현문학회

대한시조협회 서귀포시대정지회
돌과바람문학회

동인脈
들메문학동인회

라음동인
문학아카데미세대공감

백록수필작가회
새별문학회

서귀포문인협회
설문대작가촌

섬돌문학동인회
성산포문학회

소리문학연구회
솔동산문학회
수산봉문학회
시올레동인

시인과 나 문학회
애월문학회
영주문학회

오라동책읽는주부들의모임
우도남훈문학관
작은詩앗·채송화

장애인문학회 ‘글을 사랑하는 모임’
젊은시조문학회
정드리문학회

제주(사)영주음사
제주국보문인협회

제주그림책연구회(바람연필)
제주동서문학회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시낭송협회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아동문학동인(동화섬)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오름문학회
제주재능시낭송협회

제주청하문학회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
제주한림문학회

조엽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시낭송 제주연합회

한국신문학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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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한국아동문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라산문학동인회
한림읍책읽는주부들의모임
한수풀도서관책사랑모임

한수풀문학회
함덕문학회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혜양문학회

미술

갬성단무지
규방공예 美

그룹 연
그리고(Gri-Go)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독한예술협회

드로잉동아리 그릴락
들꽃수채화회

등대 섬
마주보기동화그림동호회

문인화제주작가회
문화공간 양

문화조형연구센터
미감회

미술동인 집
민화채색연구회

바란그림회
반야서각회
백록담회

백록예문회
비바 아르테

빛소리
산남회

서석각자회
섬.여백

섬아트문화연구소
시상작가회

신화미술연구소(신나락만나락)
신흥아트

아트 스튜디오 그리메
아트스튜디오 JISD
아트인미술연구소

아트콘테
어반스케쳐스 제주

언타이틀제주
에뜨왈
여섯 되
예소담
요호

이미지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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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이주여성작가회 이신예
일구구오

재주손제주숨
전가조형연구소

전통규방공예 동심결
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제0세계
제남서각회

제주가톨릭미술가회
제주각자회

제주국제예술센터
제주글그림회

제주금속공예가회
제주도예가회

제주디자인협회
제주만화작가회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제주묵화동인회

제주문인화군방도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미술연구회

제주민화회
제주사인회
제주삽화회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제주섬유예술가회

제주수묵화회
제주수채화협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아마추어작가회

제주연고회
제주예업사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제주월봉묵연회
제주의 표정전

제주자연염색연구회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전업미술가회
제주조각가협회

제주지원문인화회
제주창작연구소美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락
제주판화가협회
제주한국화협회

제평서각회
창작공간퐁낭아래귤림

창작공동체 우리
청아생활미술동호회

춘강사군자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서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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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土染
포정먹그림 사랑회
프로젝트그룹씨앗
하늘빛수채화회

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수묵연구회
한국아르브뤼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글손멋글씨디자인협회
한수풀바농질 동호회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현대염색작가회

形전
홍판화공방

황우럭만화천국사회적협동조합

사진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녹색사진연구회

빛으로 그린 그림회
사진과 사람

사진동호회 제주사진사랑
사진창작집단 섬에서 부는 바람

여행과 치유
장애인사진동아리 올래구경

제주그래피
제주기독사진가협회

제주들꽃나라
제주딥블루포토클럽

제주를 담다
제주민속사진연구회

제주사인회
제주사진동호회 찍죽회

제주사진사랑
제주상록사진학회

제주영상동인
제주영상예술

포토1004
제주카메라클럽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탐라사진가협의회

포스나인
한국국제사진영상교류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서예

 제주가톨릭서예가회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글사랑서묵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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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동심묵연회
묵랑

북연회
삼다연서학회

삼무서회
상묵회

상지서회
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소묵회
성시서회

애월묵향회
영주연묵회
월봉묵연회

정연회
제주경우문예회

제주글담
제주소묵회

제주캘리사랑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서귀포초대작가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지꺼진손멋글씨회
캘리그라피오월
탐라서예문화

탐라서예문화원
탐묵서연회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서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글서예묵연회
한라서예학회

한연회

연극

고고리연극단
그녀들의 Am

극단 가람
극단 공육사
극단 기억

극단 배우세상
극단 세이레

극단 소울리즈
극단 아라

극단 예소리
극단 이어도
극단 오이

극단 정낭극장
극단 제주

극단 테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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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연극

극단 파노가리
극단 파수꾼

극단 필
극단 한라산
극단 해미소

깨비랑
놀이패한라산

두근두근시어터
마임극단 동심

무지개극단
문화놀이터 도채비

바람 씨어터
색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섬아이청소년뮤지컬
세이레어린이극장

씨어터드리
아이짬컴퍼니

아트세닉커뮤니티
연극공동체 다움

연극놀이터와랑와랑
연극술사 수작

예술단체 사부작
오름

작은공연예술가
장애인극단도란토닥

제주공정연구소 극단 휘파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창작집단 지오
청춘 모닥치기

초록공간문예기획단
촐람생이 극단

퍼포먼스단 몸짓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영화

제주독립영화협회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영상애니메이션창작연구소
제주영화제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한국영화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음악

4·3평화합창단
CTS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Dear Island
FUN 윈드오케스트라

Jazmine
JJJazzCollective

Why not! 연노형 여성 합창단
갈중이부르스
건반위은파
고치놀락
골드트리

골든 브라스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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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구좌어린이합창단
구좌와들랑합창단

구좌청소년오케스트라
구좌합창단

귤빛여성합창단
금강불음봉사단

기타야 놀자
김세운재즈챔버
김수하재즈그룹

김영태밴드
까메라타

꽈뜨로보체
꿈틔움 청소년 우쿨렐레 합주단

나빌레라여성합창단
노라보카

노래빛사월
노래세상 원

노래패섬하나산하나
뉴마 트리오

느영나영빅밴드봉사단
당신의 사람들
동굴소리연구회
동네방네밴드

동네오케스트라 화북
라루체앙상블

라온뮤직
라온하모니카동아리회

라파플루트앙상블
락카데미
랜브리즈

레인보우기타
로맨틱팩토리

롹스퍼(ROCKSPER)밴드
룬클라리넷앙상블 

멜로디다모르첼로앙상블
모던아츠

무나앙상블
문화추물락

뮤즈 바이올린 앙상블
민트블루스
바이올레빗

발칸토 클라리넷앙상블
밴드 프롬지

밴드묘한
버드아이랜즈

버스킹문화연구회
베가피아노트리오
베이스클럽앙상블

벨칸토 클라리넷 앙상블
보리수어린이합창단

뷰티풀 데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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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브릴란테브라스밴드
비니모터

빛선교합창단
빠시오네
사람사이

사우스카니발
살롱 드 뮤직

생이소리오카리나앙상블
서귀포드림사운드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서귀포색소폰오케스트라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서귀포실버악단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서귀포플루트앙상블
서쪽하늘

선재합창단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성악앙상블 페르마타
성악앙상블소울

성지유스오케스트라
성짓골소리합창단

세란재즈오케스트라
소금인형

소누스어린이 합창단
소리께떼

소리누리오카리나앙상블
소리바라기

소리섬오카리나
소비스비올라앙상블

수(秀)플루트주니어앙상블
스테이플러

스토리 오브 재즈
스프링플라워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싱잉앤츠

쏘울앙상블
쓰레빠 프로젝트

아띠 스트링 앙상블
아라여성합창단
아리아콰이어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아마추어 성악동호회 ‘쉬젠’

아이러브우크렐레
아코윈드
아트락

아트만뮤직 
앙상블 데어토니카
앙상블 아드리비툼
앙상블 카메라타

앙상블 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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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앙상블 펀
앙상블나인

앙상블블루밍
앙상블아드리비툼

애월합창단
어쩌다밴드

에스더블유엘엘 스튜디오
에코재즈밴드

에클레시아 제주
여울
예울

오라통기타동호회
오뮤직

오버플로우
오주니어타악기앙상블

오페라뱅크
오페라인제주
와들락밴드

우누스오케스트라
우쿨소리
우쿨향기

울랄라 통기타
울림소리 하모니카 동호회

울소리난타
위프로젝트프라임
이솔라 디 빠체

일 프로젝트(ile project)
일령뮤직페스티벌

자르트(JART)
자작나무숲

장애인노래동아리 소리사랑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제노색소폰앙상블
제노폰소리낭동호회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제라한싱어즈
제뮤(JEMU)

제뮤직
제이콰르텟

제주 Beau Piano Duo
제주 아라여성합창단
제주 클라리넷 콰이어

제주&아트
제주CBS아가페합창단

제주in오케스트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주건반예술학회
제주고은솔어린이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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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주공연예술진흥회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발조직위원회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제주권사합창단

제주그랜도오페라단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제주글빛소리시니어여성합창단
제주기독교합창단연합회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주남성합창단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다온통기타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
제주두레

제주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제주드림클라리넷앙상블

제주들꽃합창단
제주레이디스콰이어
제주모드라기합창단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브라스퀸텟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주빌레앙상블

제주사랑색소폰앙상블
제주색소폰앙상블
제주색소폰연합회

제주서부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성악동호회 Voce Chiara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제주솔로이스츠

제주스토리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아동음악연구회

제주아르페지오
제주아카펠라교육연구회
제주아코디언동우회 바숨
제주아트콰이어여성합창단

제주앙상블준
제주애

제주엄블랑색소폰앙상블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제주오케스트라교육연구회
제주오페라단

제주오페라연구소
제주우쿨렐레

제주울림
제주윈드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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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주음악교육연구소
제주음악창작소
제주작곡가협회
제주장로합창단

제주주민자치연대 노래하는 모다情(정)
제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청소년관악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체임버코랄
제주칸투스합창단
제주콘서트콰이어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주클라리넷협회
제주타악기앙상블
제주통기타모임
제주통키통키

제주트럼펫앙상블
제주특별자치도 색소폰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제주특별자치도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제주피아노두오협회

제주피아노학회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제주한라윈드앙상블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주한수풀관악단

제주횃불회 사모합창단
젠얼론

조성일밴드
조이투게더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지뮤
지오

채송화의 꿈 합창단
천송어린이합창단

카리스앙상블
카리스합창단

카메라타 싱어즈
칸시온앙상블

칼리시스콰이어
칼리오페

코리아무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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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콰르텟7
퀄텟알랑

클라리넷앙상블 B-M
클래식기타연주단 아란

클래식앙상블 데어토니카
타악기앙상블

타악두드림동호회
탐나라타악

탐라오케스트라
토마토밴드
트롬보닉

트리오보롬
파하마색소폰앙상블

페이지터너
표선윈드오케스트라
프라임타악기앙상블

플레이앤뮤직
피아문뮤직아뜰리에

하도해녀합창단
하모니인제주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리스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색소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생활음악협회 서귀포지부
한국오카리나팬플룻총연합 제주서귀포지부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피아노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라소년합창단
한라윈드앙상블

한라챔버오케스트라
한수풀 해녀노래 보존회

한얼메아리예술원
해비언

행복한 밴드
현스컴퍼니

혼디모앙문화예술봉사단
홀리보이스&엔젤보이스

화북윈드오케스트라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흙피리 오카리나
희빈합창단

Road'N
칸타빌레 하모니카중주단

펠릭스합창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동행
피아노듀오베리오자 

하음앙상블
페르마타 솔리스트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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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풍경아트
파임스트림앙상블

피아노소
한국가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통예술

The퐁낭
국악연주단제주락(樂)

남도민속보존회
대금정악보존회 청소리

문화교육들살이
민요패소리왓
사라예술단

서귀포민속예술단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설문대 제주민요 동아리(설·요·리)
시우회

시조명인협회
신선도

아리쓰리소리왓
연희패다솜
오라예술단

용머리예술단
용화문화예술회
이시준태평소

전통문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전통음악연구소 연음

정악대금보전회 청소리
제주가야금연주단

제주두루나눔
제주소리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제주탐라민속예술원
제주풍류회-두모악
제주한문화네트워크
천지연민속예술단
타악두드림동호회

탐나라타악
탐라문화예술진흥회

탐라민속예술단
풍물굿패신나락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누리예술원
한라예술단(제주농요보존회)

한문화네트워크
한얼메아리예술원
해오름국악예술원
광개토제주예술단

너나들이
제주해금연주단 해금올레

컴퍼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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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전통예술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국악단가향
난타울소리

제주탐라예술단
아랑고고장구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국악관현악단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넥스트융합공연단 제주소울
제주도아리랑보존회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문화패풍류
국제문화알리미 가온누리

놀이패테우리

종합
제주민예총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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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구분 명칭 주소
국립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공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공립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오복4길 25
공립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공립 제주돌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공립 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공립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시 명림로 430
공립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공립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공립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제주시 산록북로 88
사립 신영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사립 제주민속촌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사립 제주평화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사립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사립 제주건강과 성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사립 파파월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사립 보석앤화석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1
사립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사립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사립 메이즈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사립 본태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사립 넥슨컴퓨터 박물관 제주시 1100로 3198-8
사립 한울랜드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사립 헬로키티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사립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사립 제주커피박물관 바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번길 89-17
사립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88
사립 토이파크뮤지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100번길 24
사립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689-21
사립 피규어뮤지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243
사립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구분 명칭 주소
공립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줄로 153번길 15
공립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공립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공립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문화예술시설 현황



2019� 제주문예연감

95

전시관·식물원

구분 명칭 주소
공립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사립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사립 자연사랑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613번길 46
사립 러브랜드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2
사립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사립 제주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사립 성안미술관 제주시 중앙로 470
사립 제주유리의성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사립 박물관은 살아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사립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사립 왈종미술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지 30
사립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시 탑동로 14
사립 유민미술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1
사립 제주옹기숨미술관 제주시 주르레길 55-19

구분 명칭 주소
전시관 공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 8길 12
전시관 공립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
전시관 사립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전시관 사립 세계미니어쳐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전시관 사립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629
전시관 사립 제주공룡랜드전시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전시관 사립 닥종이인형전시장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전시관 사립 조안베어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로 113
전시관 사립 석부작박물관공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전시관 사립 테지움사파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전시관 사립 제주옹기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 254번길 3-1
전시관 사립 초콜릿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44
전시관 사립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전시관 사립 믿거나말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전시관 사립 세계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전시관 사립 SOS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전시관 사립 제주아이스뮤지엄종합전시관 제주시 은수길 69
전시관 사립 탐라신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전시관 사립 타임파크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전시관 사립 이랜드뮤지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전시관 사립 세계술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 초등로 431
식물원 사립 방림원식물원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식물원 사립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식물원 사립 생각하는정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식물원 사립 일출랜드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식물원 사립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식물원 사립 제주허브동산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식물원 사립 휴애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식물원 사립 카멜리아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식물원 사립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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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전시시설

명칭 주소
가향아트센터 제주시 고사마루길 125
간드락소극장 제주시 아봉로 626-50
겟스페이스 제주시 광양13길 6-3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김정문화로  32
끌로드아트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139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홍로 104

두근두근시어터 제주시 중앙로 14길 18
문화곳간마루 제주시 애월읍 상가중길 8

문화놀이터  도채비 제주시 동광로 12길 6 지하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중앙로 72

버드랜드 제주시 동문로 10길 2 지하
봉성리하우스씨어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67
사운드스페이스소리 제주시 서사로 25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이중섭로 25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제주시 선덕로8길 12
섬아이뮤직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256 4~5층

세이레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182-6
슈타인홀 제주시 명림로 97

스테이지 헤르츠 제주시 월랑로 10길 25
아라뮤즈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벡아트홀 제주시 진군1길 15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1층

예술공간오이 제주시 연북로 66 지하
예술공간오이 서귀포이야기 서귀포시 중정로 76 지하

이디홀 제주시 도공로54지하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오남로 231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
채플린소극장 제주시 491 지하

탱크홀 제주시 태성로 21 일도성환상가 지하
한라아트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ICC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KT제주지사 소극장 제주시 전농로 114

장소 주소
Draw 미 갤러리 제주시 한경면 저지9길 80

KBS제주방송총국 기획전시실 제주시 복지로1길 8
KT&G 제주아틀리에 제주시 연북로 33

가파도팡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68
감저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22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서귀포시 말질로 161번길 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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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
갤러리 18번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18

갤러리 ICC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갤러리 Z 서귀포시 성산중앙로 39

갤러리 데이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97-12
갤러리 둘하나 제주시 중앙로 25길 17
갤러리 아트 두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41

갤러리2 중선농원 제주시 영평길 369
갤러리R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54-2

갤러리고팡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5
갤러리노리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91

갤러리민들레홀씨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45
갤러리바라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2040

갤러리비오톱 제주시 신성로6길 29
갤러리앤카페더몹시 제주시 월대1길 10

갤러리오늘 제주시 신대로18길 32
갤러리유경 제주시 한림읍 명재로 38-42

갤러리카페 지오 제주시 도남로3길 6
갤러리카페 짜루점빵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29번길 23

갤러리카페꿈낭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사수동로 1 1층
갤러리파라디 서귀포시 법환로 31

갤러리팡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거인의 정원 제주시 대원길 58
공간 마고 제주시 중앙로 7길 31
규당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53

그림책갤러리제라진 제주시 관덕로6길 11
기억공간 re:born 제주시 도련3길 14-4

김영갑갤러리두모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김택화미술관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1
김한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한상로 115
꿈인제주 제주시 남성로 142
다비치리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35-18

더 갤러리 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15
더 아트스테이호텔 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04

델문도로스터스 제주시 연삼로 316 MS빌딩 1층
돌담갤러리 제주시 중앙로 58 KEB하나은행 지하1층

라마다아트갤러리 미술식당 제주시 탑동로 66
먹글이 있는 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메탈리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5길 24-7
몽생이 제주시 하경면 저지12길 72-16

문화공간 반석탕 제주시 남성로 158-6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문화창고 몬딱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488번길5

미음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 88
바당미술관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96

바람섬갤러리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25
박여숙화랑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 762번길 79 13호

반디숲 서귀포시 서홍로 111 1층
버금갤러리 서귀포시 일주동로 8167-2

별방으로의산책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길 17
보앙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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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
복합문화공간  오르다 서귀포시 한도로 269-37

본태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69
부미갤러리 제주시 은남3길 19
뷰크레스트 서귀포시 태평로120번길 36

비아아트갤러리 제주시 관덕로 15길 6
비오토피아  갤러리 서귀포시 산록남로 863
사운드로잉 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하동로 252

사진말갤러리마음빛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산지천갤러리 제주시 중앙로3길 36

새탕라움 제주시 서사로 5길 15-2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푓 태평로 270

서담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102
석화갤러리 서귀포시 토평로50번길 9-14
성안미술관 제주시 중앙로 470

세심재갤러리 제주시 서광로5길 17
수풍석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79
스튜디오126 제주시 용담로126 2층

스페이스 라포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5-1
스페이스닷원갤러리 제주시 첨단로 242

스페이스예나르갤러리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심헌갤러리 제주시 아란14길 3
아트보다 제주시 동광로9길 25-1

아트살롱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150
아트센터갤러리수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시 중앙로 69
아트시티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978
아트인명도암 제주시 명림로 209
아트티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5-4

아트하우스 두드림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41
연갤러리 제주시 연북로 583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예술공간 파도 서귀포시 소암로 29

우도창작스튜디오갤러리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이니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117
이담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609-1
이안갤러리 제주시 첨단로 213-4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전시실 서귀포시 이중섭로 33
이희정갤러리 제주시 신설로 2길 5-13
자미진갤러리 제주시 간월동로 52

자연사랑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20-2
장정순 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저지14길 16-10
전농로의 오후 제주시 전농로 75
제주국제갤러리 서귀포시 서호남로 65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17
제주국제평화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제주시 동광로 69

제주문화곳간마루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중길 8
제주봄미술관 서귀포시 검은여로 130번길 68-16

제주아라리오뮤지엄 제주시 중앙로2길 21
제주아르브뤼미술관 서귀포시 고근산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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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안공간, 독립서점 등)

장소 주소
초계미술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872

초록빛아트갤러리 제주시 천수로9길1
캘러리카페 필연 제주시 조천읍 와선로 200
커피동굴 플랜트 제주시 사라봉길 5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본갈 60
클랭블루 갤러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293-1

포도갤러리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863 포도호텔 지하1층
포지션민제주 제주시 관덕로 6길 17 2층

프리스틴 구겐하임 갤러리 제주시 서해안로 368-15
플레이스 꽃섬 제주시 수목원서길 3
피스아일랜드 서귀포시 이어도로 594 1층
피움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321
현인갤러리 제주시 도령로 50 2층

호텔 토스카나 서귀포시 용흥로66번길 158-7
화가박서보의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25
황우럭만화카페 제주시 한림읍 내동남길 7-3

희경정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4

장소 주소
갤러리카페 아토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249

갤러리책방 섬타임즈 제주시 애월읍 소길1길 15
구들책방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02

그건그렇고 서귀포시 하원로19번길 44 2층
그리고서점 제주시 애월읍 납읍동1길 12-1

그림책도서관 코루 제주시 조천읍 와산1길 23-42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515 104동 102호

금요일의 아침조금 제주시 가령골1길 12
기억공간  re:born 제주시 도련3길 14-4

기억상점 제주시 중앙로21길 18
나이롱 제주시 선사로2길 37 1층

남문서점 제주시 중앙로 364
낮과 밤 제주시 동과로 21
달리책방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18 1층

더리트리브헌책방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67
독서의입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18

돈키호테북스 서귀포시 호근남로 37
디어마이블루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11길 18

딜다책방 제주시 삼성로1길 1
라바북스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87 1층

레드제플린 제주시 신광로 37
만춘서점 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9
무명서점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26 2층

문화공간  story 와반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지하 1층
문화공간 관심사 제주시 중앙로 77

미래책방 제주시 관덕로4길 3
미스틱 3° 제주시 1100로 2894-49

바다는안보여요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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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
바닷가책방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62

바라나시책골목 제주시 동한두기길 35-2
반짝반짝 지구상회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192

밤수지맨드라미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530
보배책방 제주시 애월읍 장유길 42

북살롱 이마고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강왓로 78
북스토어 아베끄 제주시 한림읍 금능9길 1-1
북스페이스곰곰 제주시 우평로 45-1 바인빌딩 1층 101호

북타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 160
사계생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80
사슴책방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98-71
삼달다방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신풍로 95-24
삼춘책방 제주시 구좌읍 상하도길 46-12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서실리책방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62 1층
소라의 성 서귀포시 보목로 70번길 6
소심한책방 제주시 구좌읍 종달동길 29-6
시옷서점 서귀포시 막동산로 19

시와그림책 제주시 조천읍 조천3길 3-9
시인의집 제주시 조천읍 조천3길 27

쏭스라이브 제주시 은남2길 37 2층
아무튼책방 제주시 간월동로 12
알로하서재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24
어떤바람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74

어쿠스틱홈즈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26-20
언제라도리틀북스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5길 34-2

여행가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29
오줌폭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8-23
올드북촌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37

요리책방 감귤서점 제주시 구좌읍 월정1길 57-1
윈드스톤북스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2
유람위드북스 제주시 한경면 홍수암로 561
유채꽃머리 제주시 한라대학로 87
이듬해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백사로29번길 6-6
인터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353

제주문화카페 왓집 제주시 동광로 8길 5, 2층
제주살롱 제주시 구좌읍 송당2길 7-1
제주인디 제주시 광양11길 10 2층

제주풀무질 제주시 구좌읍 세화11길 8
주제넘은서점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72

책가방 제주시 동문로14길 11
책다방 제주시 구좌읍 월정1길 70-1

책방 소리소문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4062 
책방 오늘 제주시 진군3길 17
책방무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10번길 3
책방오후 제주시 구좌읍 월정3길 40 2층
책밭서점 제주시 중앙로 195-3
책약방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11
책자국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1길 117

카페 벨롱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652
카페동경앤책방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7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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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
캔북스 제주시 남광로4길 27 1층

쿰자살롱 제주시 관덕로6길 6
키라네책부엌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앞동산로35번길 6-7

파파사이트 북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9
플레이그라운드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92-9

플레이스캠프제주 서귀포시 동류암로 20
헌책방 동림당 제주시 관덕로2길 24 지하 1층

혜원책방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