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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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제주문예연감>의 조사범위와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수
행된 문화예술 활동이다.

2.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축제로 구분하였다. 시각예술은 미술, 서예, 사진, 건
축 등으로 세분하였고, 공연예술은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로 구분하였다.

3. 이 연감의 기초조사는 재단이 위촉한 외부연구원이 2021년 5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개월
간 수행하였다. 위촉연구원의 기초조사 외 재단 내부의 자체조사 및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감 편람에 포함했다. 자체조사와 행정조사 간 자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우선 선택하였다.

4.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극분야에 한해 활동 건수 및 횟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활동 건수는 한 해 동안 개최된 문화예술 전시 또는 공연의 현황을 알려주며, 활동 횟수는 문화예술
의 향유 기회를 설명하는 지표다.

5. 분야별 기초 편람과 분류 지표는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류 틀을 참조하
여 작성하였다.

6.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해당 문화예술 활동의 시작 월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실
제 문화예술 활동의 건수 및 횟수와는 차이가 있다.

7. 연감의 활동편람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도
내 문화시설 대관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작성하였으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8. 각 분야별 조사항목 중 수상, 행사는 편람에는 포함되었으나 통계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연
감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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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예술 분야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차이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019년부터 팬데믹
으로 이어진 코로나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문화예술 활동이나 행사가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었다. 예정된 공연 행사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갑자기 취소되는 사
례가 늘고 있다. 비단 문화예술 분야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는 주로 독자와 
만나는 북토크나 발간 축하행사 등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주로 인문학 강연이나 책방을 중심으로 한 북토크 등이 주를 이루고 비대면으
로 진행되는 경우도 늘었다. 또 영상 문화를 즐기는 현세대 문화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문화예술 분
야 역시 유튜브 채널이나 SNS로 옮겨가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다양한 형
태로 변화, 확대되어가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출판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물론 전국적으로 문학계에서 사라진 문예
지(문예중앙, 문학선, 시인동네, 작가세계, 솟대문학 등)도 많았지만, 다시 생겨나는 신생 문예지(문
학3, 백조, 악스트, 미스테리아, 슮, 비유 등)들도 있어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개인 단행본이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 문학 분야 장르별 발간 현황은 2018년 122권, 2019년 170권, 2020년 159권으로 나타나
고 있다.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시(시조) 분야에서는 2018년 46종에서 2019년 56종, 2020년 
64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장르에서는 이전과 특별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으며 여전히 희곡 부문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표는 등단 현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표 1> 2020년 문학 분야 단행본 발간 장르별 현황

즉 문학 분야 장르별 출판 현황과 등단 현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희곡 분야의 등단은 2020
년 기준 한 명도 없다. 여전히 시 분야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조)집 발행도 지난해
(56종)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장르별 출판 현황과 등단 현
황이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장르별 편중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 
등단 현황을 보면, 시(시조) 부문은 14명이다. 구체적으로 등단 연령을 집계한 현황은 나와 있지 않
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하지만 문단의 동향을 살펴보면 등단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젊
은 신인들을 찾기 힘들다. 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면 제주 지역의 젊은 신인 발굴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학이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시(시조,동시) 소설(동화)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 희곡/시나리오 종합 계
64 25 32 3 5 30 159

문학
김효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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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문학 분야 장르별 등단 현황

2020년 이후 문학 분야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외부활동이나 문학 행
사에 대한 축소와 분위기 위축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학 관련자들은 행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비대면 진행, 혹은 이전과 다른 시
도를 하고 있다. 봄과 가을은 문학 행사가 가장 많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봄에는 거의 행사가 없고 
가을에도 주로 책방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 분위기는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0년 문학행사 현황

마지막으로 2020년 제주지역 문인들의 문학상 수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화(3명), 소설(3명), 시(3
명), 시조(1명), 희곡(1명)으로 나타난다. 수필과 평론 부분 수상은 아예 전무하다. 문학상 주최기관 
역시 제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문인들이 전국적으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제주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게 되는 부분이다. 전국의 문예지에 관
심을 기울이며 투고하고 도전하면서 영역을 넓혀가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직도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이다. 문학 분야 예술인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학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단지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제
주의 지역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소통하고 함께 상생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 2020년 문학분야 단행본・문학잡지 월별 발간 현황

시 시조 수필 동화 소설 계
14명 2명 7명 1명 2명 26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건 2건 0 1건 1건 2건 11건 9건 4건 10건 6건 5건 54건

대면 대면 0 대면 대면 대면
대면(9)

비대면(1)
대면ㆍ비대면

(1)
대면

대면(2)
비대면(1)

대면ㆍ비대면
(1)

대면(3)
비대면(5)

대면ㆍ비대면
(2)

대면(3)
비대면(1)

대면ㆍ비대면
(2)

대면(3)
비대면(2)

대면(38)
비대면(10)

대면ㆍ비대면
(6)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반단행본 4 1 2 7 11 10 12 7 12 17 13 12 108
아동・청소
년단행본 1 0 1 1 1 2 2 1 1 2 8 1 21
문학잡지 0 0 1 4 0 1 4 0 1 6 2 11 30

계 5 1 4 12 12 13 18 8 14 25 23 2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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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20년 문학분야 단행본 발간 장르별 현황

<표 6> 2020년 문학분야 장르별 발간 현황

<표 7> 2020년 문학분야 등단 현황

시(시조,동시) 소설(동화)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 희곡/시나리오 종합 계
64 25 32 3 5 30 159

시(시조,동시) 소설(동화)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 희곡/시나리오 계
16 3 7 0 0 26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 1 1 2 4 7 7 3 3 10 9 11 6 64

소설 1 1 1 3 3 1 1 3 9 2 25
수필 2 3 4 1 5 2 2 7 1 5 32
평론 1 1 1 3
희곡 1 2 2 5
종합 1 4 1 4 1 6 2 11 30
계 5 1 4 12 12 13 18 8 14 25 23 2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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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발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동시 김신숙 열두 살 해녀 한그루
동시 김정련 징검돌 버팀돌 한그루
동시 양순진 좀녜영 바당이영 책과나무
동화 강미숙 삥이 뽑던 날 장천
동화 강순복 빵 씹는 소리 자청비
동화 김란 파랑별에 간 제주해녀 한그루
동화 김보라 섬바다 우리 할망을 소개합니다 제주의숲돌창고
동화 김보라 작은 귤이 받은 선물 제주의숲돌창고
동화 김보라 한라, 난 누구일까? 제주의숲돌창고
동화 김우종 웃는 분식점 도담소리
동화 김정배 산호 해녀 한그루
동화 김정배 해녀 영희 한그루
동화 김정숙 곶자왈 몽생이 한그루
동화 김정애 또또의 붉은 조끼 좋은땅
동화 박상재 동박새가 된 할머니 나한기획
동화 박영주 고래와 은하수 아띠봄
동화 박재형 동자석을 찾아라 장수하늘소
동화 박재형 우리 아빠는 해남 베틀북
동화 양순진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신비한 제주 설화 책과나무
동화 오미경 물개 할망 모래알
소설 가순열 달팽이 침낭 하움출판사
소설 강석주 맹추선생 한그루
소설 박미윤 연인 청어
소설 박산 폭낭의 기억 1: 떠나간 사람들 간디서원
소설 양영수 사랑은 꽃입니다 도화
소설 이을순 고백 청어
소설 한림화 디 아일랜더(The Islander)-바람섬이 전하는 이야기 한그루
소설 한철용 사랑의 영웅들: 탐라 의녀 홍윤애와 유배 선비 조정철 팔복원 출판사
수필 강남일 꽃에게 길을 묻다 한그루
수필 강서 고향집 눌할망 수필과비평사
수필 강순희 바람의 집 수필과비평사
수필 강영란 귤밭을 건너온 사계 시인동네
수필 강정길·이정자 어머니의 산 열림문화
수필 고경희 삶의 향기-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올레풍경
수필 고수유 혼자라서 그립다 헤세의서재
수필 고수향 간세 타고 산북의 올레를 걷다 모두출판협동조합
수필 고연숙 노을에 물들다 수필과비평사
수필 김가영 남겨두고 싶은 꽃에 대하여 열림문화
수필 김길웅 읍내 동산 집에 걸린 달력 정은출판
수필 김대곤 하얀 새 한마리 열림문화
수필 김병심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한그루
수필 김비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복희씨 김영사
수필 김양택 내 안의 풍경 열림문화
수필 김현숙(김도해) 그 날의 비나리 에세이스트사
수필 동인脈 동인脈 2020 제14집 정은출판
수필 문두흥 돌확의 추억 정은출판

2020 제주문예연감

8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수필 문효진 바람이 된 피아노 지서연
수필 송영미 바흐를 품고 수필과비평사
수필 송일만 어머니의 루이비통 맑은샘
수필 아람수필문학회 아람수필 6호 수필과비평사
수필 오인자 길에서 길을 만나다 한그루
수필 이경주 길 위의 길 디자인오투
수필 이원하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 달
수필 임시찬 못 다한 이야기 정은출판
수필 정복언 뜰에서 삶을 캐다 정은출판
수필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 제주 수필과 비평 제6호 수필과비평사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27집 열림문화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제19집 열림문화
수필 조옥순 버리고 비우는 삶 해드림출판사
수필 한순자 익숙한 바람맞이. 3 열림문화
시  한라산문학동인회 한라산문학 제33집 시, 영혼을 마스크하다 한그루
시 강순 즐거운 오렌지가 되는법 파란
시 강순자 그 여자의 시간 새미
시 강연익  지는 꽃잎처럼 그림과책
시 강태훈 군자란꽃 서울문학인출판사
시 고광자 바다와 소나무 문예사조
시 고훈식 고훈식문학전집 제2권 詩下 시와실천
시 김경훈 운동부족 한그루
시 김관후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제주콤
시 김광렬 존재의 집 천년의시작
시 김길언 아름다운 햇살 하늘출판
시 김도명 나도 꽃이다 각
시 김섬(김명숙) 혼디지킬락 도서출판 각
시 김성수 동그란 삼각 바른북스
시 김순란 고인돌 같은 핑계일지라도 새미
시 김영기 짧은 만남 긴 이별 정은출판
시 김영란 누군가 나를 열고 들여다 볼 것 같은 시인동네
시 김용하 손목에 사는 그녀 문학공원
시 김정미 허당녀 염탐 보고서 새미
시 김정희 순간, 다음으로 한그루
시 김종호 김종호 시선집 황금알
시 김창화 섬의 노래 제주문화
시 김철호 숨비소리 너머 다층
시 김현신 오래된 안부 새미
시 김효선 어느 악기의 고백 문학수첩
시 문상금 첫사랑 한그루
시 문순자 어쩌다 맑음 황금알
시 문태길  한라산 가(歌)는 길(吉) 열림문화
시 변재천 추억은 삶의 흔적 성민출판사
시 변종태 목련 봉오리로 쓰다 천년의시작
시 서근숙 꿈꿀 때와 사랑할 때 문예운동사
시 소하(본명 이은솔) 껍데기에 경의를 표하다 시와실천
시 송상 생각의 미끼를 문 순간 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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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창식 노지소주 시와실천
시 이승익 바다의 집 도서출판 삼아
시 이애현 묵은 잠, 뒤적이며 시와실천
시 이우디(본명 이명숙) 수식은 잊어요 황금알
시 이이현 나는 둥근 하루의 서쪽에 있다 리토피아
시 이진희 페이크 걷는사람
시 임태진 때로는 나도 뜨거워지고 싶다 시와실천
시 장승심 울 어머니 햇빛 동학사
시 장이지 안국동울음상점1.5 걷는사람
시 장한라 딴지를 걸고 싶은 고백 시와실천
시 정복언 사유의 변곡점 정은출판
시 정찬일 연애의 뒤편 문학수첩
시 최우영 꽃으로 태어나 풀처럼 살았다 지식과감성
시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흩어진 신발을 모아 짝을 맞추는 파우스트
시 한성국  회귀 문학신문
시 허유미 우리 어멍은 해녀 창비교육
시 홍기표 눈으로 그린 풍경화 좋은땅
시 황금녀 열두밧디 고망 터진 항 삽서 시와실천

시조 고성기 섬에 있어도 섬이 보입니다 파우스트
시조 고혜영 미역 짐 지고 오신 바다 한그루
시조 김신자 당산봉 꽃몸살 다층
시조 김연미 오래된 것들은 골목이 되어갔다 천년의시작
시조 김춘기 웃음 발전소 발견
시조 김희운 신작로를 배회함 고요아침
시조 오창래 국자로 긁다 다층
시조 정드리문학회 정드리문학 제8집 손말 다층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9호 선진인쇄
시조 홍경희 봄날이 어랑어랑 오기는 하나요 걷는사람

연구/평론 고명철·김동현 외 6인 김시종, 재일의 중력과 지평의 사상 보고사
연구/평론 허상문 오르페우스의 시학 수필과비평사
연구/평론 허상문 폐허 속의 비평 소소담담

종합  대정현문학회 대정현문학 5호 열림문화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15호 열림문화
종합 국제펜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펜 엔솔러지 제17집 경신인쇄사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 2020 제28호 제주콤
종합 귤림문학회 귤림문학회 대표작품선 제주콤
종합 다층 다층 가을호 87호 다층
종합 다층 다층 겨울호 88호 다층
종합 다층 다층 봄호 제85호 다층
종합 다층 다층 여름호 제86호 다층
종합 돌과바람문학회 돌과바람문학 제9집 열림문화
종합 성산포문학회 성산포문학 10집 디자인오투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11호 선진인쇄
종합 제주 함덕문학회  함덕문학 4호 하늘출판
종합 제주국보문인협회 제주국보문학 창간호 제주국보문학
종합 제주문학의집 창작곳간 한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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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아동문학협회 엮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9집 콩글리쉬 할머니 한그루
종합 제주어보전회 2020 제주어 생활수기 수상작품집 열림문화
종합 제주작가회의 엮음 봄은 가도 봄은 오네 한그루
종합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31집 열림문화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2020 가을호 제84집 열림문화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2020 겨울호 제85집 열림문화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2020 봄호 제82집 열림문화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2020 여름호 제83집 열림문화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2020년 가을호 70호 도서출판 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2020년 겨울호 71호 도서출판 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2020년 봄호 68호 도서출판 심지
종합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작가 2020년 여름호 69호 도서출판 심지
종합 한수풀문학회 한수풀문학 제15호 문득 섬이 되는 날 파우스트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14호 선진인쇄
종합 혜향문학회 혜향 15호 선진인쇄
희곡 강준(강용준) 랭보, 바람 구두를 벗다 청어
희곡 고훈식 홍윤애와 조정철의 눈물보석 궤삼봉 시와실천
희곡 장일홍 레드 아일랜드 월인
희곡 장일홍 불멸의 영혼 연극과 인간
희곡 한진오 사라진 것들의 미래 걷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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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6. 한라 문학인의 밤 특강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 아스타호텔 연회장 한라일보
1.18. ‘딸에 대하여’ 김혜진 작가 북토크 탐라도서관 세미나실 탐라도서관
1.30. 제주시낭송협회 1월 정기 시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낭송협회
2.27. 제주시낭송협회 2월 정기 시 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낭송협회
2.15. 북 드림 토요인문학 콘서트 - 공부특강, 인강 활용법부터  수험생의 마음관리까지-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4.11~8.31. 제주4·3 72주년 추념 시화전 ‘돌담에 속삭이는’ 제주4·3평화공원 문주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5.28. 제163회 정기시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시낭송협회
6.25. 제164회 정기시낭송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시낭송협회
6.30. 2020도민문화학교: 임정진 작가 초청 문학 특강 ‘내가 바로 도깨비야’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7.11.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 김용성 작가 초청 북토크 그리고서점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7.15. 북토크 in 제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7.25. 2020 도민문화학교 한림화 소설가 초청 북 토크 ‘The Islander-바람 섬이 전하는 이야기’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예술 공간 오이 낭독 공연 여행가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고미숙 작가 인문학 강연 북살롱이마고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쁘띠꼬숑 앙상블 그림책 콘서트 노란우산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독립출판 작가 안리타 사인회 라바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정우열 작가의 책방지기 어떤바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책방데이:스텐실시화전&시인초청공개팟캐스트 시옷서점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김연수 작가 초청 북토크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7.25. 문화도시 책방데이: 글쓰기:최현숙 작가의 랜선 리뷰 돈키호테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8.2.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 책자국 꿀독서대회 책자국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3. 제이슨 바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르크스의 제주 귀환’ 북토크쇼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8.9.~8.23.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 책(冊) + 시(詩), 서(書), 화(畵), 기(器) 전(展) 헌책방 동림당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14./8.21.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연극예술인과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낭독극 책방소리소문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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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2020책방예술제책섬[썸:]홍승은작가북토크:한국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페미니스트로살아간다는것

아무튼책방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17.~8.31.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상가리 어르신그림책 원화 전시와 저자 8명의 북토크

보배책방, 상가리마을도서관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22.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우도 해녀 생활] 밤수지맨드라미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22. 2020책방예술제 책섬[썸:] <우리 동네, 심야책방> 아무튼책방 책섬 추진위원회,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제주시
8.27. 김영기 시인 초청 북토크 ‘짧은 만남 긴 이별’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9.4.~9.6.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제주문예회관제1,2,3전시실/제주문예회관대극장,소극장,야외

문화체육관광부,제주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당도서관
9.20. 강영란, 김병심 시인과 함께하는 시 토크 ‘오늘은 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9.25. 교차언어 낭독회 역:시(譯:詩), 현택훈 제주시 수상한집 한국문학번역원
9.26. 드라이브인콘서트 ‘위로’-강서정 시낭송 ‘빈집의약속(문태준)’-제주특별자치도시낭송협회의시극공연

한수리 해안도로 특설무대 한수풀도서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10.9.~10.10. 이틀유유 저자 강연  북갤러리 파파사이트  북갤러리 파파사이트, 
유유출판사

10.25. 제3회 전국시낭송대회와 제15회 전도초‧중고학생시낭송대회 제주문학의집 제주도 시낭송협회
10.27. 2020도민문화학교:  최민초 작가 초청 문학특강 ‘첫사랑, 우리를 왜 여전히 설레게 하는가’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10.31. 문화도시책방데이:김홍모작가의 책방지기와 원화전시/‘암란의버스’2020북토크&상영회 어떤바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책방데이:강정효사진작가의‘폭낭이야기’/스텔실시화전&시인초청공개팟캐스트 시옷서점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 책방데이: 김봉찬 생태정원 연구가의 인문학 살롱 북살롱이마고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 책방데이: 시린 작가의 시 쓰기 및 사진 촬영 수업 돈키호테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 책방데이: 위미이웃 윤섬의 통기타 공연 및 낭독회 라바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 책방데이: 예술 공간 오이 낭독 공연 여행가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31. 문화도시 책방데이: 호근동 어르신 6인의 <80년을 호근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림 전시 및 인터뷰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1.14. 오찬호 작가 북토크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책자국 책자국
11.27. 2020도민문학학교: 이진희 시인 초청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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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사랑은 있고 사랑은 없고’

11.28. 문화도시 책방데이: ‘바다, 우리가 사는곳’ 북토크 및 전시회 어떤바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1.28. 문화도시 책방데이: 독립출판 상담소 라바북스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1.28. 문화도시책방데이:제주밤의필사 여행가게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1.28. 문화도시 책방데이: 장석주 작가 초청 북토크 북살롱아미고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2.2. 삥이 뽑던 날' 강미숙 작가와의 북토크 장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12.14. 소설가김연수초청작가와의만남 ‘비에도지지말고,바람에도지지말고’ 추자중학교 수덕도서관 추자중학교
12.12. 제주시조시인협회 시조토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조시인협회
12.18. 2020도민문화학교:김봄작가초청북토크‘좌파고양이를부탁해’ 제주문학의집 제주문학의집
12.29. 물에서 시를 쓰는 해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탐라문화예술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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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
동화 고영환 계간 한국문학예술 동화부문 신인상 ‘할아버지의 라디오’
소설 이은향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버스커, 버스커’
소설 강정태 제주작가회의, 2020 제주작가 소설부문 신인상 ‘십팔개월’
수필 고봉학 수필과비평 230호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다섯 빛깔의 보석’
수필 허경종 계간 백두산문학 28호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송악산 단상(斷想)’,‘어느 베이비 부머의 외침’ 등 2편
수필 이종실 계간 백두산문학 38호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어린 시절의 어떤 삽화’ ,‘꼰대 그리고  

 어른’ ,‘우리의 소중한 보물’ 등 3편
수필 홍익준 수필과 비평 224호 수필 부분 신인상 ‘거북이 삼 형제’
수필 한미화 계간 스토리문학 104호 수필 부문 신인상 ‘내 삶을 응원해’
수필 윤영유 계간 인간과 문학 29호 수필 부문 신인상  ‘우도인의 물에 대한 지혜’, ‘꿈의   

노트’ 등 2편
수필 한창조 월간 문예사조 351호 수필 부문 신인상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추억’
시 이도훈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순환선’
시 진홍연 월간 종합문예 유성 4호 시부문 신인상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등 3편
시 최우영  월간 시사문단 204호 시부문 당선 ‘목련이 바람에 전하는 말’, ‘홍매화’,‘아버지 연가’ 등 3편
시 윤영희 월간 문예사조 361호 시 부문 신인작품상 ‘그뿐이야','불쏘시갠줄알았지','소천지.1'   등 3편
시 박인선 월간 문예사조 356호 시부문 신인상  ‘그때가 사월이었다지’ ,‘벌초하던 날’,  

‘동박새 어디 가나’ 등 3편
시 고용하 월간 시사문단 205호 시부문 당선 ‘시대의 실종’ ,‘겨울 골프 야행’, ‘초설’ 

등 3편
시 고영숙 계간 리토피아 77호 시부문 신인상 ‘나를 낳아주세요’ ,‘인공눈물’ ,‘물의   

무용담’ ,‘겨를’ ,‘마블링의 쓸모’ 등 5편
시 송은송 월간 문예사조 349호 시부문 신인상 ‘섬’, ‘파도’, ‘애월 그리고 낮달’ 등 3편
시 김재윤 열린시학 2020 겨울호 신인상 ‘수국' 등 10편
시 김동인 월간 문예사조 360호 시 부문 신인상 ‘하늘의 문’, ‘짝글래기’, ‘마라톤’ 등  

3편
시 양태윤  문학세계 5월호 시 부문 신인문학상 ‘목욕탕에 가면’, ‘봄’, ‘생명’ 등 3편
시 소하(본명 이은솔) 2020 계간 시와편견 봄호 디카시 신인상 ‘무너지지 않는 하늘’
시 강병돈 월간문예지 한울문학 179회 신인문학상 시부문 ‘그냥’, ‘어부가 바람을 본다’ 등 3편
시 양대영 월간시지 心象(심상) 7월호 신인상  ‘어디선가, 다가오는’ 외 4편

시조 이선호 2020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작 ‘유향나무, 탐라에 서다’
시조 이경주 계간 한국시학 55호 시조 부문 신인상 ‘마라도’ ,‘존자암에서’ 등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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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장르 이름 수상내용 수상작(수상 이유) 주최 및 주관
동화 김진철 제5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낭이와 타니의 시간여행’ 한국작가회의

동화 노수미 제4회 서귀포문학작품전국공모 동화부문 당선작  ‘남극노인성을 찾아서’ 한국예총서귀포지회

동화 장영주 제1회 동심문학상 제주설화를 소재로 한 서적을 발간하는 등 동심문학 발전에 기여 한국동심문학회

소설 강법선 제4회 서귀포문학작품전국공모 소설부문 당선작 장편소설 ‘난향, 바람을 타다’ 한국예총서귀포지회

소설 김여정 제8회 제주4·3평화문학상 논픽션 부문 당선작 ‘그해 여름’ 제주4‧3평화재단

소설 현기영  제1회 이육사상 ‘순이 삼촌’과 ‘바람타는 섬’ 등 발표,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민초의 삶을 탁월하게 형상화 광복회

시 김순이  제20회 제주문학상 시집 ‘제주야행’ 제주문인협회

시 변희수 제8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 부문 당선작 ‘맑고 흰죽’ 제주4‧3평화재단

시 강중훈 제25회 한국농민문학상 발표작품이 대단히 토속적이며 농촌적이고 제주 농어촌의 성정을 잘 드러냄 한국농민문학회

시조 오승철 제10회 서귀포문학상 ‘오키나와의 화살표' 서귀포문인협회

희곡 강준(본명 강용준) 제6회 전영택문학상 ‘랭보, 바람 구두를 벗다’ 한국문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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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하였다고 알려진 COVID-19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바
이러스에 대한 집단 패닉 상태로 2020년도에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꽤 많은 예술 행사들이 2021
년도에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
혼’(2021.4.1.~5.9.)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한 해 늦추어 개최되었는데, 총 대면 관람객이 8만5
천 여 명, 온라인 전시 관람객이 총 16만5천 여 명이 집계되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제11회 서
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2021.9.8.~11.21.)가 있었는데, 이 전시는 무려 3년 만
에 개최되었다. 예술감독을 맡은 융마는 코로나 시국에 맞게 ‘도피주의’라는 주제를 내걸었으며, 오
프라인 전시장 외에도 TBS TV 채널과 삼성역의 대형 미디어 캔버스, 온라인 매체 등으로 예술작품
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제주비엔날레가 연기와 취소를 
반복하다 2023년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프로젝트 제주〉 
《우리 시대에_At the Same Time》(2021.10.12.~2022.1.9.)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한
민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고(故) 이건희 회장의 2만3천여 점이나 
되는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된 것이다. 로버트 메이플소프와 루이스 부르주아 등 미술사에 큰 자취를 
남긴 예술가들의 전시가 국내에서 개최되었다는 것도 올해의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술시장 
역시 예상과 달리 호황을 맞이하였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도 미술품 경매시장 규
모는 약 3천280억~3천400억 원에 달하여 2020년도의 낙찰총액의 3배 정도가 늘었으며, 한국국제
아트페어 역시 8만8천 명이 방문하였고, 매출액이 650억 원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겼
다. 또 예술작품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의 거래와 MZ세대의 미술품 투자 열풍 역시 올해의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도는 국내외를 떠나 시각예술계가 크게 침체되었던 때로 
기록되었다. 시각예술 장르의 전시가 대부분 대면 관람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바이러스 전
파라는 전 지구적 사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20년도 제주 문예연감 지
표’를 바탕으로 집계한 2020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거나 제주 출신 작가가 외지에서 개최하였던 
시각예술행사는 344건으로, 2019년 총 655건, 2018년도 380건과 비교하여 각각 49%, 10% 감소
하였다. 이러한 행사의 횟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는 다른 해와 달리 2019년에 시
각예술행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2020년도에 코로나 대응 정책 등으로 대면 전시가 어려
웠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도 제주의 미술행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
예 13건, 도예 8건, 디자인 4건, 혼합 69건, 설치 7건, 영상 2건, 조소 6건, 종합 3건, 판화 3건, 회
화 125건, 기타 3건으로, 2019년도에 개최된 미술행사 공예 31건, 도예 25건, 디자인 4건, 만화 3
건, 복합/혼합 33건, 설치 17건, 영상 12건, 조소 25건, 종합 55건, 판화 7건, 회화 256건, 기타 8건

시각예술
김지혜 독립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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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보면, 도예가 68%, 설치가 59%, 영상이 83%, 조소가 76%, 판화가 57%, 회화가 51% 줄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 대면전시가 필수적인 도예, 설치, 조소 등의 전시가 여건 상 이루
어지기 어려웠다는 이유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영상작업이 수월하게 유통되면서 영상작품 발표가 
전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혼합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술의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함께 제시되면서 전시가 기획 위주로 전환되어가
고 있는 긍정적 현상이라 사료된다.

<표 8> 2018~2020년 미술분야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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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3 8 4 69 7 2 6 3 3 125 3 243
2019 31 25 4 3 33 17 12 25 55 7 256 8 476
2018 15 17 10 66 3 1 1 170 283

2020년 서예 행사는 47건으로 2019년도의 61건, 2018년에는 60건과 비교하면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주도의 서예가들의 활동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왕성하다는 점을 고려해보자면, 미술
의 경우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진의 경우에 2020년도에는 51건으
로 2019년도 110건, 2018년도 33건과 비교하면 2019년보다 절반가량 줄었으나 오히려 2018년도
와 비교할 때 1.5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서예와 유사하게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단체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큰 에너지를 발휘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사
는 2020년도에 3건으로 2019년도 2건, 2018년도 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9> 2018~2020년 서예‧사진‧건축분야 활동 현황
구분 서예 사진 건축
2020 47 51 3
2019 61 110 2
2018 60 33 4

특기할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제주의 예술가들이 많은 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2020년도 수상 실
적을 살펴보면, 사진 분야에서 4회, 문인화를 포함한 서예 분야에서 8회, 도예에서 1회, 미술에서 3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요배 화백이 ‘제21회 이인성미술상’을, 김현숙 작가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하석홍 작가가 ‘제1회 미술과 비평’ 작가상을 수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의 시각예술행사는 정량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많은 예술인들이 비대면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자 노력하였고, 또한 전시의 매체를 다각도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성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사료
된다. 202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시각예술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발전이 있었다는 기록들을 토대로 예측해
보건대, 2021년도의 제주 시각예술인들의 실적은 2020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도약할 것이라 전망된다. 

2020 제주문예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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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1.31. 김윤주 제12회 개인전 ‘무사(無事)’ 아트인명도암 김윤주
1.3.~1.29. ‘도자기에 빚은 글과 그림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4.~1.9. 제1회 김민경·김소라 2인전 ‘명란마요’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민경·김소라
1.4.~1.9. 곽요한 ‘관찰자, 섬’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1.6.~1.28. 이순우 작가 개인전 ‘제주를 그리다’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 전시휴게실 이순우
1.8.~2.29. 김진수 개인전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오토피아갤러리 김진수
1.10.~1.18. ‘컷! 컷! 컷!’ 새탕라움 새탕라움
1.11.~1.16. 현은주 개인전 ‘빛의 제주’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현은주
1.13.~1.21. 오재환 초대전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온라인1.15.~2.28.오프라인2.1.~2.14. 리틀해녀 전 리틀해녀 민박 더플래닛제주
1.16.~1.30. 음영일 초대전 ‘유럽기행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6.~1.30. 제10회 포정먹그림사랑회 회원전 한라도서관 포정먹그림사랑회(정랑회)
1.21.~9.20. 2020 현대미술관 상설전 <산, 산, 산>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2.1.~2.13./2.15.~2.24. 2020 소장품전 : 심심상인 心心相印

제주문예회관제3전시실/제주문예회관제1전시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

2.1.~2.15. 정차석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2.1.~2.16. 전홍식·최병길 2인전 성안미술관 전홍식·최병길
2.1.~2.29. 김산 개인전 ‘PICTURESQUE’ 델문도갤러리 김산
2.1.~2.29.  이가희 기획초대전 ‘우리들의 천국 이어도’ 갤러리거인의정원 이어도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2.1.~2.29. ‘욕심쟁이 딸기아저씨’ 원화전시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2.3.~2.28. ‘꼬마여우’ 원화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2.5.~2.18. 고권 개인전 ‘계절들’ 마롱아트스페이스 조선일보사, 서울디자인재단
2.7.~2.25. 연갤러리 이민 초대전 ‘Y-STORY’ 故鄕戀歌 연갤러리 연갤러리
2.8.~2.13. 담정 장응호 산수화 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장응호
2.8.~2.13.  ‘손, 봄을 맞이하다’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사)한국문화예술가협회
2.8.~2.28. 백광익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ICC제주 갤러리 ICC제주 갤러리
2.15.~2.20. 권수연  ‘더 휴식’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권수연
2.15.~2.20. 허정은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허정은
2.15.~2.20. 이서진·홍창범 2인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이서진·홍창범
2.15.~2.28. 박여순 섬유전 ‘갈색일기’ 심헌갤러리 박여순
2.17.~2.29. 이남찬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2.18.~7.26. 2020 지역네트워크교류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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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0. 변경섭<기억하며 바라며>展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2.22.~2.24. 한을숙개인전  ‘블로썸(Blossom)’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한을숙
2.25.~7.26. 제주도립미술관 2020년 상반기 기획전 <혼듸, 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2.25.~7.26. 2020 제주미술제 제주도립미술관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제주미술제조직위원회
2.27.~4.30.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기획초대전   

<자화상 : 나를 찾다>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3.1.~3.31. 손동준 초대전 ‘The Rhythm of Lines’ 델문도뮤지엄 델문도뮤지엄
3.6.~4.22. 김진수 개인전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You were there)’ 포도갤러리 포도갤러리
3.10.~5.24. 장리석기념관 상설전 <화가의 시선 : 유유자적>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3.16.~3.31. 고은정·권성운·윤진구 3인전 ‘바람이 건넨 말’ 갤러리거인의정원 메리엔젤아트
3.17.~3.30. ‘제주의 봄’ 이화 그룹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3.18.~4.4. 제주가톨릭미술가회 ‘한사랑 공동체 돕기 사랑나눔전’ 심헌갤러리 제주가톨릭미술가회
3.21.~3.26.  ‘제주의 봄 환상에 물들다’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남일
4.4.~4.9. F의 공존2_Female, Forest, Failure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자이·조성숙· 최송아
4.7.~4.19. 제16회 한국예문회 작품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4.9.~4.29. 김경환 개인전 ‘제주 자연의 숨결(the breath of jeju nature)’ 돌담갤러리 김경환
4.11.~4.16. 양형석 ‘은둔도시’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양형석
4.16.~4.30. 최은영 개인전 ‘나날’ 갤러리거인의정원 최은영
4.17.~7.10. ‘생명 속의 안식처(The Resting Place for all my life)’전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4.18.~4.23. 권영순 채움-한지로 만드는 공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권영순
4.18.~7.17. 개관 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4.24.~6.17. 곽정명 개인전 ‘고요의 설렘, 그리고 회상의 여행’ 포도갤러리 곽정명
5.1.~5.15. 아트 바이러스 20 (ART VUIRUS 20) 전 갤러리거인의정원 제주아트맵
5.1.~5.20. 이유미 개인전 ‘그들의 서사’ 돌담갤러리 이유미
5.1.~5.31. 입주 작가전 ‘헬로우! 22 공동프로젝트’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701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
5.1.~5.31. 박길주·홍시야 2인전 비오토피아갤러리 박길주·홍시야
5.1.~5.31. 현기훈 ‘올드 골드(Old Gold)’ 델문도갤러리 현기훈

5.2. 2020제주예술문화축전 스테이홈갤러리(온라인)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6.~5.17. 이선호 초대전 ‘공간·마음·시선’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8.~5.17. 2020년 예술단체 발굴지원전 - 에뜨왈 마음愛 정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15.~6.13. 베르나르 뷔페 작품전 갤러리데이지 갤러리데이지
5.16.~5.22. 홍진숙개인전 ‘섬을 걷는 시간’  아트스페이스씨 홍진숙
5.15.~7.12. 동양화가 김보희 초대전 ‘Towards’ 금호미술관 금호미술관
5.16.~5.21. 김윤주 개인전 ‘무사’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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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31. 서미자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5.19.~7.3. 정정하 개인전 ‘빛을 모으는 또다른 방법 - 바람의 나라’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5.21.~6.12. 서귀포시 아트마켓 제주청년작가전 갤러리감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5.22.~6.10. 류제비 개인전 ‘나의 동·화((童·花)’ 돌담갤러리 류제비
5.23.~5.28. ‘내 안의 제주’ 작품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나주천염염색재단
5.27~5.28. 제79회 제주미협 회원전 ‘제주의 풍화(風畵)’ 온라인(제주문예회관 제1,2,3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5.30.~6.4. 제주삽화 5인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삽화회
6.1.~6.8. ‘제주에서 만난 섬소녀’ 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지훈
6.1.~6.12. 정영모 외 다미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6.2.~6.14. 이서윤 개인전 ‘상상숲으로의 여행’ 갤러리 거인의정원 이서윤
6.3.~6.28. 김용주 개인전 ‘귀향 – 자연에서 자유를 찾다’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6.6.~6.11.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릴레이전시   김승환(개화기)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6.9.~6.26. 김진영 개인전 ‘함께하고 나누고 눈부시게 빛나라’ 둘하나갤러리 김진영
6.16.~6.30. 최소리 초대전 ‘소리를 본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6.18.~7.8. 신예선-스톤김-최성임 3인전: 쓸모를 잇는 시간 앤트러사이트 제주 한림 박민희
6.18.~8.23. <김창영 : 모래, 흔적 그리고 인생>展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6.18..~9.13. <사색의 진폭>展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6.18.~8.13. 기획초대전 <수상하고 이상한 기당 원더랜드> 온라인 전시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6.20.~6.25. 제주섬유예술가협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협회
6.23.~12.16. 1평 미술관-홍남기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6.27.~7.2. 제3회 제주수묵화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묵화회
7.1.~7.12. 이완호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1.~7.15. 이미영 개인전 ‘도예가의 시선’ 갤러리 거인의정원 이미영
7.2.~7.17. 류제비·이유미·이유진 합동기획전 ‘미녀삼총사’ 돌담갤러리 류제비·이유미·이유진
7.4.~7.9. 제24회 제주디자인협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디자인협회
7.4.~7.14. 홍성담 오월민중항쟁연작판화 ‘새벽’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7.4.~7.9.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릴레이전시   현승의(섬의 그림자)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7.7.~8.14. 김소라 개인전 ‘JUNGLE - UTOPIA’ 예술공간이아 김소라
7.11.~7.16. 김미기·김승민 drawing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미기·김승민
7.11.~7.16. 문춘심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문춘심
7.11.~7.16. 제5회 그룹 林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그룹 林
7.11.~9.4. 이경재 2020년 예술공간 이아 초청전 ‘내가 사랑한 제주Ⅱ-귀향’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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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21. 제4회 정기전 ‘하늘빛’ KBS제주 전시실 하늘빛 수채화회
7.15.~7.27. 최유미 작가의 초대전 ‘수평선의 미학’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7.17.~9.13.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7.18.~7.23. 이혜원 ‘깊은 휴식’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혜원
7.18.~8.14. 제1회 업사이클링 리빙아트전 아트인명도암 강부언 외 5인
7.20.~10.18. ‘1970 대동여관’ 아카이브 전 비아아트 비아아트
7.22.~7.30. 최창훈 개인전 ‘해녀, 오늘도 찾으러 들어간다’ 돌담갤러리 최창훈
7.25.~7.30. 만난지 33년_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학번 동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87학번 동기회
7.25.~7.30. 시선-varius 7명의 다양한 이야기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최희정 외 6인
7.25.~8.12. 송은실 초대전 ‘바다, …그곳에 물들다’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8.1.~8.12. 박운섭 초대전 ‘행복꽃 필 무렵’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8.1.~8.20. 문정호 개인전 ‘생(生)을 얻는 나무-상생하다’ KBS제주 전시실 문정호
8.1.~9.25. 백광익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8.1.~8.31. 허문희 개인전 ‘오버스토리-숲의 시간’전 델문도갤러리 허문희

8.2.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온라인)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8.4.~8.15. 박근주 개인전 ‘현실이상’ 돌담갤러리 박근주
8.6.~8.31. 조기섭 개인전 00000: 삼사라(Sam sa-ra) 스튜디오126 조기섭
8.7.~8.15. 강술생 개인전 ‘마음의 집’ 갤러리비오톱 강술생
8.8.~8.13. 한국화랑 5주년 기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화랑
8.8.~8.13. 김수현 업사이클 드럼통 전시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수현
8.8.~11.20. 바람의 길, 변시지 제주돌문화공원 누보 누보
8.9.~8.15. 제주국제관악제25주년기념-전홍식개인전/도도공방캐릭터전 제주아트센터로비/하늘갤러리 전가조형연구소
8.10.~8.23. 2020년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나현정 개인전 ‘환생, 삼승할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10.~8.28. 김용주·이종후 2인전 ‘제주의 물과 흙을 그리다’ 둘하나갤러리 김용주·이종후
8.11.~10.18. 장리석기념관 상설전 <그립고 그리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8.11.~11.8. 2020 제주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소장품 방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8.12.~8.17. 오기영개인전  ‘제주, 시간을 입히다’ 동덕아트갤러리 오기영
8.15.~8.20. 2020 제3회 IOAF 국제해양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아시아예술문화과학협회
8.15.~8.19. ANBD 2020 제주특별전 서귀포예술의전당 Asia Network Beyond Design
8.16.~8.30. 중광 회고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8.18.~10.18. 2017~2019 신소장품전: 가냥곡 거념곡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8.19.~8.24. 김애란 개인전 ‘제주 아일랜드 2’ 동덕아트갤러리 김애란
8.20.~10.2. 소장품전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8.21.~9.4. 오은미 개인전 ‘유토피아’ 돌담갤러리 오은미
8.22.~8.27. 제1회 나태주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나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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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시실

8.22.~8.27.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릴레이전시   조윤정(숨겨진 풍경들)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8.28.~9.3. 제이제이아트맵 기획전 ‘아멩케라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이제이아트맵
9.1.~9.12. 김형석 개인전 ‘돌담-기억의 조각’ 심헌갤러리 김형석
9.1.~9.13. 조성호 초대전 ‘탐라를 탐하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9.1.~10.3. 백주순 판화전 ‘내가 나방이다’ 팩토리소란 백주순

9.1.~’21.2.28. <매체와 물방울>展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9.3~9.9.  장희나 첫 개인전 ‘The   Mirror’ 파파사이트 북갤러리 (사)누구나

9.3.~9.12. 자우녕 개인전 ‘섬은 상징이 되고 상징은 섬이 된다’ 우도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자우녕
9.2.~9.20. 고권 개인전 ‘계절들’ 갤러리 그리다 갤러리 그리다
9.4.~11.18. 김남흥 개인전 ‘건널 제, 고을 주’ 포도갤러리 김남흥
9.5.~9.13. 2020년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회원 정기展 서귀포예술의전당(온라인)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9.7.~9.26. 홍진숙 개인전 ‘섬을 걷는 시간’  ICC제주 ICC제주
9.7.~9.29. 고용석 도예전 ‘하얀 도자기’ 돌담갤러리 고용석
9.9.~9.15. 고예현 개인전 ‘꿈꾸는 제주바다’ 동덕아트갤러리 고예현
9.15.~9.28. 이석중 초대전 ‘삶, 동행’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9.15.~11.6. 김순관 초청전 ‘화양연화’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9.15.~’21.9.14. 강태환 개인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강태환
9.17.~10.10. 축지법과 공중요술 예술공간이아 공영선
9.21.~9.23. 마주보기동화그림 10주년 展 서귀포예술의전당 마주보기동화그림동호회
9.26.~10.18. 강명순개인전  ‘달빛 해녀’ 연갤러리 강명순
9.29.~10.17. 김성란 개인전 ‘어머니의 꽃밭’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ICC JEJU
9.30.~10.30. 강태환 개인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델문도 갤러리 강태환
10.1.~10.15. 홍지안 개인전 ‘제주 풍경-회상(Recollection)’ 갤러리카페 거인의 정원 홍지안
10.3.~10.11. 신미리 초대전 ‘obsessed’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10.3.~10.9.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전 갤러리카페 지오 한국수묵연구회
10.5.~10.14. 이원숙 초대전 ‘휴·休·Hue’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6.~11.20. 2020마을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전 ‘잠시 멈추자, 바람과 춤을 추자’ 후포갤러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사)문화조형연구센터

10.6.~21.5.30.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 <심향> 장리석․박광진 2인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7.~10.20. 제주조각가협회전 <담(湛)> 기당미술관 제주조각가협회
10.7.~10.22. 윤슬비 개인전 ‘내 오래된 수첩'’ 심헌갤러리 윤슬비
10.8.~10.18. 고윤식 작가 초청전 ‘유무상생-토끼와 거북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0.10.~10.30. 양봉석 개인전 ‘제주의 밭담 수묵풍경’ 갤러리카페 지오 양봉석
10.13.~10.28./10.13.~10.22. 김품창 ‘제주 202020’ 전 서귀포예술의전당/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갤러리 김품창

10.13.~’21.1.24. <미지(未知)에의 도전, 현대미술가협회>展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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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5.~10.24. 조윤득 열두 번째 도예전 돌담갤러리 조윤득
10.15.~10.25. 신철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15.~11.4./(온라인)11.11.~‘21.4.30. ‘4·3 72주년 특별展 - 1948 제주, 여순을 보다’ 전시회 포지션민제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10.15.~11.7. 손유진 개인전 ‘아무도 살지 않는 섬’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0.15.~11.9. ‘1948년 여순, 4·3을 보다’ 갤러리노마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10.16.~10.22.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정기전 제주선갤러리 한국전업미술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7.~10.25.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여덟 번째 회원전 갤러리 루트15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10.17.~11.27. 고은·김성오·이미선 3인3색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10.19.~11.30. 명장 송종원 돌하르방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10.21.~11.3. 데이터포밍_제주 새탕라움 새탕라움
10.23.~11.1. 2020 아트페스타 in 제주 ‘지붕없는 미술관’ 산지천갤러리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문화예술과
10.24.~11.6. 탐라미술인협회 <몸 · 살 낫다> 기당미술관 탐라미술인협회
10.24.~10.29. 김성란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성란
10.24.~10.29. 제16회 창작공동체 우리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창작공동체 우리
10.24.~10.29. 누구나 예술로 소통 모공전(모두가주인공)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사)누구나
10.24.~11.5. 제10회 김수현 도예전 ‘茶多益善’ 심헌갤러리 김수현
10.26.~11.8. 오만철 도자회화 특별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26.~11.13. 김강훈 작가 ‘제3자의 기호-비’개인전 돌담갤러리 김강훈
10.31.~11.5. 마주보기 그림책 동호회 10주년 꿈꾸듯 동화를 쓰다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마주보기동화그림동호회
10.31.~11.5. 강은희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강은희
11.2.~11.30. 강미승·가이야드 엘베 ‘여행자의 방’ 이니갤러리 강미승·가이야드 엘베
11.2.~12.1. 서양미술사 속 99개의 손 레플리카 체험 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3.~11.30. 서지은·신상화·추현미 3인전 ‘공예가 아르브뤼와 만났을 때’

예술융합창작소 재주나비 블로그(온라인)
서지은·신상화·추현미

11.5.~11.22. ‘보자기 탐(耽)하다, 그리고…’ 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속 갤러리
보자기아트협회 제주지회

11.7.~11.12. 이형준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이형준
11.7.~11.12. 스밈-물그림으로 풀어낸 빛그림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해봄

11.7.~11.13. 2020제주공예축제-공육사 제주 크래프트 위크 '재주  농담'
소잉아트, 제주옹기숨미술관, 오늘도 239, 갤러리카페 몽,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064페스티벌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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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slowly&…, 동백마을도예공방,  갤러리카페 플레이스꽃섬, 갓전시관, 메탈리코, 제주돌가마도예연구소, 조랑말 공작소, 심헌갤러리, 소소공방

11.7.~11.19. 김상은 작가 ‘결, 바다의 시간’ 심헌갤러리 김상은
11.11.~11.27. 개관 49주년 기념 남궁원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11.~11.30. 재개관 기념 기획전 ‘이진경 회화·고경화 설치전’ 간드락 소극장 간드락 소극장
11.12.~11.16. 고승철 개인전 ‘시선’ 아트팩토리 고승철
11.12.~11.24. 김영화 ‘사이의 시간 - 지옥의 강을 넘다’ 전 포지션민제주 김영화
11.14.~11.19. 김영란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김영란
11.16.~11.29.  2020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오미경의  ‘기억을 바라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16.~11.30. 김선일·김강훈 2인전 ‘부자풍경’ 갤러리 거인의정원 김선일·김강훈

11.17.~̀ 21.2.28. 장리석 자연찬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1.17.~'21.2.28.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공동기획전 <서귀포에 바람> 생활의바람 기당미술관/소암기념관/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11.20.~12.3. 이창열 금속공예전 ‘인(因)-연(緣)’ 심헌갤러리 이창열
11.21.~11.26. 제3회 청아회 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청아회
11.21.~12.11. 강준석 이지훈 ‘눈오는 날’ 아트제주 스페이스(온라인 뷰잉룸) 강준석‧이지훈
11.22.~11.30. 플라스틱 만다라 반석탕 에코 오롯
11.24.~12.3. 제45회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예술공간이아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11.24.~12.10. 김재이 해녀 그림전 갤러리데이지 김재이

11.24.~21.1.24. 제25회 제주미술제 ‘제주동인(濟州同人)’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1·2관, 시민갤러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미술제 조직위원회, 제주미술협회

11.24.~12.18.  ‘곶 곳 곧 일곱 개의 방’ 예술곶산양 제주문화예술재단
11.24.~'21.2.21. 2020 신진예술가(New Rising Artist) ‘불완(不完)의 꽃’ 기획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24.~'21.2.11.  ‘대한민국예술원 제주특별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1.27.~21.2.28. ‘섬, 샘이 솟다’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1.28.~12.3. 제11회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11.28.~12.6. 이승희 개인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이승희
11.30.~12.14. 김정윤 도예전 ‘색의 흐름’ 갤러리플레이스꽃섬 김정윤
12.1.~12.13. 김성로 초대전 ‘사유로부터’에 대하여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2.4.~12.8./12.11.~12.16.  LOOP 프로젝트 '복합환승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비아아트

제주청년작가팀'LOOP'/제주문화예술재단
12.5. 2020 제주청년 아트콜렉티브 <이아로(路)> 오픈스튜디오 'CLOSE STUDIO'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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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5.~12.10. 제11회 정랑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포정먹그림사랑회
12.5.~12.10. 고은자‧권혜란 개인전 '아름다운 동행'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고은자‧권혜란
12.5.~12.17. 1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섬’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12.7.~12.8. 2020 온라인 디자인 갤러리 ‘제주를 담다, 디자인을 입다’ 돌담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2.7.~12.16. 4·3평화재단 등,‘4·3,동백으로 화현하다’ 제주KBS 1층
제주4·3평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12.7.~12.17. 강윤실·박선희·정미선 3인전 ‘그로부터’ 심헌갤러리 강윤실·박선희·정미선
12.11.~'21.2.14. 고원종 도예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12.12.~12.24. 김영순 민화전 ‘서가의 풍경’ 돌담갤러리 돌담갤러리
12.12~25.8.31. 2020 아트저지-어디로 가야하는가 제주현대미술관 야외 제주현대미술관
12.15.~12.27. 여류화가 7인 초대전 ‘봄을 기다리며’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2.15.~21.3.21.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시 ‘Zoom IN Iaa’ 예술공간이아 제주문화예술재단
12.16.~̀ 21.1.15. 제주 중견작가 11인 초청 기획전 ‘그리고  프레젠트(Present)’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12.19.~12.24. 제6회 예소담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예소담회
12.19.~12.31.  배창숙 금속공예전 ‘지나간다’ 심헌갤러리 배창숙
12.19.~12.24. 김미지 ‘미자의 뜰’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미지

12.22.~21.9.26. 2020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정원展 <서성봉 : 힐링필드(healing field)>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23.~12.26. 사이공간 크리스마스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이공간 아트스튜디오
12.23.~12.26. 송재혁 개인전 ‘플라워 파워(FLOWER POWER)’ 갤러리 비오톱 송재혁
12.23.~12.29.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광화문아트포럼 선정 2020올해의  작가 초대전: 김현숙 ‘그 꽃’ 동덕아트갤러리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광화문아트포럼
12.26.~12.31. 수채화 3인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권혜경‧이장희‧
고정순

12.26.~‘21.1.15. ‘끝의 시작’전 갤러리거인의정원 제이제이아트맵, 와차바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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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서예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4.~1.9. 제15회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각협회 제주지회
2.5.~2.9. 양상철 작가 미국 LA 아트쇼 전시 LA 컨벤션센터 미술품 딜러협회(FADA)

4.24.~5.16. 한글사랑운동본부 작품 초대전 먹글이있는집 한글사랑운동본부
5.5.~5.30. 제주소묵회 ‘살랑살랑 부채전’ 갤러리지오 제주소묵회
5.9.~5.14. 제주도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제8회 서귀포초대작가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귀포초대작가회
5.22.~6.4. 한글서예묵연회 정기전 ‘한글꽃 노래로 피어나다’ 먹글이있는집 한글서예묵연회
6.4.~7.31.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제주추사관 제주추사관
6.13.~6.28. 양상철 초대전 ‘글·그림 거리 좁히기’ 아트인명도암 아트인명도암
6.15.~6.26. 서예가 이창기 개인전 제주대학교박물관 전시실 제주대학교박물관
6.15.~6.30. ‘쉼, 시작(부제-제주를 그리다)’전 갤러리거인의정원 컬쳐마루
6.20.~6.25. 제19회 해정 박태준 추모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정연회
6.21.~6.27. 제26회 회원전 한글서예축제 먹글이있는집 (사)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6.27.~7.2. 제10회 제주작가협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작가협회
 6.27.~7.2. 제19회 삼다연서학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삼다연서학회
6.30.~7.26. 김영선·양상철·정웅표 3인 '매계 영주십경(瀛洲十景)'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양상철 외 2인
7.1.~7.20. 고상구 서예전 갤러리카페 지오 고상구
7.4.~7.9. 제10회 동심묵연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동심묵연회
7.4.~7.23. 김초은 개인전 심헌갤러리 김초은
7.18.~7.23. 향기나는 서각풍경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각연구회
7.21.~7.26.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 총연합전 먹글이 있는 집, 규당미술관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8.2.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대전 온라인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8.15.~8.20. 제15회 함양서각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각자회
8.22.~8.27. 2020 서예문화축제 -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28.~8.31. 제16회 한국서각협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9.26.~10.1. 제37회 상묵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상묵회
9.26.~10.1. 제9회 상지서회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상지서회
9.30.~10.9. 제32회 대한민국서예대전 3인 초대작가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한국서예협회
10.5.~10.11. 2020 한글문화큰잔치 - 제19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입상작 먹글이있는집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12.~10.15. 2020 한글문화큰잔치 - 전국한글서예작가 초청전 먹글이있는집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12.~10.15. 2020 한글문화큰잔치 - 제19회 제주말씨학생서예대전 입상작품전 먹글이있는집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17.~10.22. 2020 서예문화축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4.~10.29. 제19회 한연회 서예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한연회
10.20.~10.25. 제주캘리연구회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캘리연구회
10.23.~10.27. 제주소묵회 제49회 회원전 금머들집 기획전시실 제주소묵회
10.27.~10.31. ‘현대서예와 전각의 만남 Ⅱ’ 전  광주 관선재갤러리 제주전각학연구회, 광주 담헌서실 이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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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29.~11.4. 제37회 제주상묵회 ‘먹빛’전 제주KBS 1층 제주상묵회

10.31. 제20회 전국 추사 서예문인화 대회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11.7.~11.12. 제5회 캘리그라피 오월 제주멋글씨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캘리그라피 오월 제주멋글씨회
11.8.~11.21. 산지천갤러리 기획전 ‘성안사람들-원도심의 흔적’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1.14.~11.19. 제주·충주 초대작가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11.14.~11.19. 김혜정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혜정
11.20.~11.22. 김혜정 개인전 ‘동풍이 건듯 불어’ W스테이지 제주 김혜정
11.21.~11.25. 제7회 탐묵서연전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탐묵서연회
11.24.~12.6. ‘화동 부윤자 고전(古典) 속에 노닐다’ 서예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2.12.~12.18. 한중서법 교류전 서귀포예술의전당  한중서법국제교류협회
12.19.~12.24. 제11회 서석각자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서석각자회
12.24.~12.28. 묵담서학회 창립전 갤러리운담 묵담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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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사진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1.15. 남원리 해녀의 삶 1,100일간의 기록 한라도서관 제주영상동인
1.11.~1.16. 한·중·일 국제환경사진문화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환경사진연합회
1.13.~1.23. 쨍쨍 사진전 돌담갤러리 쨍쨍놀이터
1.15.~4.15. 양종훈의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 제주국제평화센터
1.18.~1.23 2019 보도사진영상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카메라기자회
1.18.~3.15. 큰터왓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1.28.~.2.6. 윤슬 개인전 ‘again…’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윤슬
1.29.~2.28. 제18회 제주풍경 사진전시회 NH쉼 갤러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1.~2.5. 2019 보도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사진기자협회
2.1.~2.29. 김민수 개인전 ‘우리는 퀴어하게 오래오래’ 스페이스 산호 김민수
2.8.~2.13. 포토 1004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포토1004
3.15.~5.15. ‘마지막 제주’전 그림책방&카페 노란우산,나비날다책방, 동네책방숨 등 19곳 프로젝트 제주
4.1.~4.29. 로버트 폴리도리 in Jeju 박여숙화랑 어반아트
5.2.~5.10 잃어버린마을(시간을 거슬러) 서귀포예술의전당 서정희
5.2.~5.30. 서재철 개인전 ‘제주바다 미학’ 자연사랑미술관 제2전시실 자연사랑미술관
5.10.~8.31. 제30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연합전 (온라인) 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18.~5.25. 평화사진전 ‘평양이 온다’ 순회 전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초·중·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29.~8.23. 김수남 사진기획 3부작 ‘사이’展 1부 휴먼아시아_Asian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6.1.~6.14.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 이중섭거리 야외 전시장 천주교제주교구 서귀포성당
6.19.~9.2. 고남수 사진전 ‘오름 오르다’ 포도갤러리 고남수
6.20.~6.28. Everglow(정미숙사진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정미숙
7.1.~7.12. 정상기 사진전 KBS제주 1층 정상기
7.8.~7.24./ 7.25.~8.2. 송동효사진공방 ‘원도심을 걷다’전 둘하나갤러리/문화공간제주아트 송동효사진공방
7.10.~8.1. 박정근 초청 ‘입도조 ’전 파파사이트 파파사이트

7.11.~7.18./8.11.~9.30. 답엘에스(DAPLS) ‘나와 아시아’ 사진전 포지션민제주/(온라인) 답엘에스(DAPLS)
7.28.~8.15. 제12회 제주 자연환경 회원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속 갤러리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본부
8.1.~8.31. 이재정 개인전 ‘About the Size_사라진 정원(庭園)’전 올브갤러리 이재정
8.1.~9.30.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온라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8.7.~8.30. 양종훈 작가 ‘제주해녀’ 특별전 해녀박물관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8.8.~8.13. 2020년 제주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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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건축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8.15.~8.20. 신해정 흑백 사진전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이중섭미술관
8.15.~8.22. 화산섬 제주예술제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그래피
9.1.~9.10. 어바웃 더 사이즈(About the size) 브레송갤러리 고민수‧고경빈‧이재정‧ ‧정상기‧이미리
9.2.~11.22. 김수남 사진기획 3부작 ‘사이’展 2부 아시아의 풍경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9.18.~10.11. 제59회탐라문화제국제예술교류사업2020국제사진교류전‘코비드(COVID)&휴먼(HUMAN)’

제주돌문화공원오백장군갤러리/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온라인)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26.~10.1. 제13회 포스나인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스나인
10.13.~10.23. 박정근·조준용 2인전 스튜디오126 스튜디오126
10.15.~10.31. 국제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온라인 사진전 ‘국제개발협력- 빈곤과 보건’ (온라인) 제주대학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10.21.~11.3. 2020년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제주기상청
11.1.~11.30. 우도섬생활사박물관개관기념전‘섬에서 태어나 바람이 되다’ 김석린진사역사공원 우도섬마을생활사박물관 우도면‧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11.1.~11.30. 김종현 온라인 전 ‘기억 속의 제주’ (온라인) 김종현
11.1.~11.30. 고경대개인전  ‘오름 가는 길-제주 구좌읍   중산간에서’ 경복궁아트카페담 고경대
11.10.~11.29. 강건 ‘해신제물에든다’ 해녀박물관 로비 제주특별자치도
11.21.~11.30./12.18.~12.28. 강정효사진전 ‘폭낭’ 갤러리브레송/포지션민제주 강정효
11.25.~12.9. 박형근 작가 사진전 ‘세번째 달’ 새탕라움 씨위드

12.2.~21.2.28. 김수남 사진기획 3부작 ‘사이’展 3부 30년 전, 제주풍경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
12.3.~ 시린(본명 박은석)작가 ‘길바닥 이야기-길위 에서,사진인문학을 말하다’ (온라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5.~12.11. 현을생 개인전 ‘옛 절터, 그 자리의 미학’ 아트인명도암 현을생
12.12.~12.17. 제주카메라클럽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카메라클럽
12.12.~12.17. 제주영상동인 기획전 ‘제주를 바라보다’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 제주영상동인

12.21.~’21.3.21. 2020고광민기증사진특별기획전 ‘제주 여자의 일생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30. 2020 제주건축문화축제 온라인/ 제주대학교아라컨벤션홀 제주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12.7.~12.11. 제주 원도심 미래 풍경 건축 상상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모루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12.12.~12.17. 2020 제주건축대전/제주원도심미래풍경건축상상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2020 제주건축대전 운영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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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제주 문화예술계가 예외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공연예술 분야 체감도가 더 
높았다. 공연의 특성상 한날한시에 행해지면서 거리두기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종전에 부수적 활동으로 여겨온 온라인 공연이 늘어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집계한 2020년 공연예술분야 활동 현황은 유례가 없는 감염병 사태가 닥친 현
실을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낸다. 2019 제주문예연감과 비교했을 때 분야별 활동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장르별로는 음악이 2019년 619건에서 2020년 202건, 연극은 209건(693회)에서 51건
(174회), 무용은 63건에서 17건, 전통예술은 62건에서 24건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음악은 클래식 
기악이 2019년 262건에서 2020년 79건으로, 연극은 성인극이 72건(299회)에서 27건(113회)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분야를 합친 총 공연 건수가 2019년 953건이었다
면 2020년에는 29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연 건수를 놓고 보면 전년에 비해 공연 활동이 3분의 
1가량 줄어든 셈이다. 
실제 사반세기 제주국제관악제는 2020년 1월 스티븐 미드 예술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로 발을 뗐지
만 코로나 시국을 뚫지 못했다. 8월 국내팀 위주로 규모와 일정을 축소해 온라인 축제로 치렀고 국
제관악콩쿠르도 결선까지 영상 심사로 진행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도 랜선을 타고 흘렀다. 제주건반예술학회, 피아니스트 이동용은 피
아노 소나타 등을 선곡했고 앙상블 까메라타는 탄생일에 맞춰 뮤직필름을 공개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연예술축제인 13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놀이
패 한라산의 제14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역시 동영상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현실 속에 공연에 대한 갈증을 반영하듯 2020년 5월 공모로 추진한 제주예총 온라인 콘서트엔 
60팀이 몰렸다. 제주예총은 제주도와 손잡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도 랜선을 이용해 펼쳤다. 제주도
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를 통해선 공연 영
상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을 넘어 현장에서 새로운 무대를 꿈꾸는 작업은 계속됐다. 제주시와 
4·3평화재단이 공동 제작한 최정훈 작곡의 4·3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은 제주 성악가 등 190명이 
참여해 11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됐다. 5개 제주도립예술단은 첫 합동공연으로 이탈리아 오페라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두 편을 선보였다. 클래식 음악 축제의 지평을 넓히려는 제주
국제실내악페스티벌도 국내팀 위주로 열렸다. 제주도연극협회는 또 다른 버전의 창작극 '홍윤애의 
비가'로 관객들과 만났다. 
낭보도 이어졌다. 제주빌레앙상블과 제주팝스오케스트라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각각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한 극단 가
람의 창작극 '울어라! 바다야'의 극본 을 쓴 이상용씨는 희곡상을 수상했다. 영주고등학교 공연예술
동아리는 창작극 '얼굴'로 제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단체 대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공연예술
진선희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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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공립예술단 중 하나인 제주도립무용단은 창단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7월에 전·현직 
안무자가 출연한 '명불허전'을 온라인으로 공연하며 30주년을 기념했다. 레퍼토리화 사업으로 준비
된 '이여도사나' 두 번째 무대는 현장 공연을 병행해 올렸다. 도립 제주합창단은 2년여 공백을 딛고 
10대 지휘자를 맞았다. 반면 제주교향악단은 지휘자가 다른 지역 공립 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기면
서 후임자 공모에 나섰다. 앞서 2019년까지 17회에 걸쳐 서울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로 향했던 제주
교향악단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해당 공연 불참을 결정했다.

<표 10> 2020년 월별 공연예술분야 활동 현황

<표 11> 2020년 음악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표 12> 2020년 연극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표 13> 2020년 무용연극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표 14> 2020년 전통분야 세부장르별 활동현황

클래식
(기악)

클래식
(성악)

클래식
(오페라)

클래식
(합창)

클래식
(복합)

클래식
(기타) 복합 대중 기타 계

79 12 17 18 13 4 1 10 48 202

성인극 아동극 뮤지컬 복합 기타 계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27 113 7 19 10 13 1 2 6 27 51 174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계
5 7 1 3 1 17

국악 복합 의례 기타 계
18 2 3 1 24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음악 9 3 1 3 5 8 21 20 12 30 53 37 202
연극 4 4 0 1 4 3 6 4 4 4 8 9 51
무용 0 0 0 0 1 0 2 5 3 2 3 1 17
전통
예술 0 1 0 0 0 2 4 1 1 4 8 3 24
계 13 8 1 4 10 13 33 30 20 40 72 50 294

2020 제주문예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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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음악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5.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회 기획연주회 ‘모차르트와  베토벤Ⅱ’ 제주문예회관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선포 및 경축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1.10. 제5회 한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제일중학교
1.11. 비우다 하우스 콘서트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
1.11. 폴킴 투어 콘서트 <마음> Encore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공연마루
1.16.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극동방송
1.18. KBS 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KBS제주방송총국
1.22. 제1회 제주 주니어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
1.28. 제주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여자중학교
2.5. 칸타타 ‘민주의 희망, 대한민국’ 제주문예회관 코리아쿱 오케스트라
2.9. 낭만과 근·현대속으로 ‘pianoforte’ 제주문예회관 김윤정

2.17.~2.20. 2020제주국제합창축제 앤 심포지엄 제주문예회관 제주국제합창축제앤심포지엄조직위원회/(재)천송재단
3.15. 드림타워 잡(Job)콘서트 한라컨벤션센터 롯데관광개발
4.3. 예술공감 프로젝트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 건입동도시재생현장센터
4.21. 도립제주예술단 온라인 힐링 음악회 ‘그래도 봄, 봄’ 제주아트센터 제주시/도립제주예술단
4.23. 랜선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
5.5. EQ 쑥쑥 그림책 콘서트 ‘피노키오 & 춘향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5.16.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오페라 프리뷰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5.20. 서귀포합창단 랜선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합창단
5.22. 도립 제주예술단 온라인 힐링 음악회 ‘마음만은 조끄트레’ 제주아트센터 제주시/도립제주예술단
5.28. 제주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
6.11. 서귀포관악단 제6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관악단

6.12.~6.13. 2020 채플린 뮤직 페스티벌 채플린소극장 제주팝스오케스트라/채플린소극장
6.1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갈라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6.13.~6.14. 박물관과 함께하는 기타 울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6.17.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5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도립제주교향악단
6.18. 제67회 정기연주회 '덕분에 챌린지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관악단
6.18. 서귀포합창단 제66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합창단
6.23.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힘내라 대한민국’ 유튜브 제주CBS
7.2. 트리오 보롬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아라뮤즈홀 트리오보롬
7.3.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20 실내악의 밤 아라뮤즈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7.4. 오페라 갈라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7.4. 소프라노 오능희 ‘그리운 가곡’ 아라뮤즈홀 오능희/제주오페라연구소/예술기획 오드
7.4. 박정혜 피아노 독주회 ‘쇼핑 인 아트’ 아트인명도암 박정혜
7.5. 제주 드라이브 인 콘서트 ‘반하크라’ 1 사운드소울 주차장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소울트리
7.7. 최근수 귀국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최근수

7.10.~7.11.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프리뷰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7.12. 브릴란테브라스밴드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브릴란테브라스밴드
7.12. 제주 드라이브 인 콘서트 ‘반하크라’ 2 사운드소울 주차장 제주대중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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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사운드브릿지/소울트리

7.13. 안현순 작곡발표회 ‘선율 속에 스며드는 제주이야기’ 아라뮤즈홀 안현순
7.17. 김하정‧서지은 조인트리사이틀 아라뮤즈홀 김하정
7.18. 제7회 바리톤 정용택 독창회 아라뮤즈홀 정용택
7.18.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빌레앙상블
7.19. 제주음악공동체 제뮤(JEMU) 창립기념 파티 카페소리 제뮤
7.19. 제주 드라이브 인 콘서트 ‘반하크라’ 3 사운드소울 주차장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소울트리
7.22. 2020 제주 책방예술제 베토벤 음악과의 만남 동경앤책방 제주시문화도시
7.25. 퀄텟알랑 제3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퀄텟알랑
7.25. 피아노 재즈 콘서트 ‘Nostalgic Rhapsody’ 김택화미술관 김택화미술관/아트호텔 디스이즈핫
7.29.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나눔프로젝트-수눌음’ 7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7.29. 사우스카니발과 함께 하는 여름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서귀포예술의전당
8.1. 타악기와 썸타다-타악기 어디까지 아니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오커퍼션 앙상블
8.2. 드라이브 스루 콘서트-‘타파! 코로나19’ 애월읍 산록서로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 제주지부
8.2. 대니정 ‘비밀의 정원’ 제주돌문화공원 (주)설문대

8.2.~8.23. 제2회 끌로드국제실내악축제 끌로드아트홀 제주 끌로드아트홀
8.5. 김혜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The passion 1:Modern experience 아라뮤즈홀 김혜미
8.6. 제29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8.7. 2020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한국음악협회대구광역시지회
8.7. 제5회 정기연주회 ‘예술가곡 스트리밍’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칸시온앙상블
8.8. 제5회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투란도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8.8.~8.11. 찾아가는 솔동산-헬로우 버스킹 솔동산문화의거리 서귀포시
8.11.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8.15.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경축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8.19.~8.21. 2020 제주소극장 창작오페라 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모던아츠
8.21. 앙상블 카메라타 제5회 정기연주회 ‘Allegro con brio 알레그로 꼰 브리오’ 아라뮤즈홀 까메라타

8.21.~8.23. 제3회 축제인디놀젠 Get Space Road'N
8.23. 해비치 페스티벌 갈라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제주아트센터
8.26.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나눔프로젝트-수눌음’ 8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8.29. 음악극 ‘카르멘’ 제주문예회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8.29. 8월 문화가 있는 날 ‘반짝반짝 별이 된 모차르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8.29. 이미지 음악극  ‘페이스 크루즈’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빌레앙상블
9.1. 2020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사)제주도성악협회
9.2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주미강,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듀오 리사이틀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9.5. 라 보엠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오페라연구소
9.11. 베토벤을 만나요 음악이 흐르는 그림책 신촌리 동동 노인정 앞 자작나무숲
9.15. 2020 Jazz in Jeju 제주시시민복지타운 제주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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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9월 문화가 있는 날 1 ‘교과서로 만나는 성악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9.25. 제6회 제주건반예술학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아라뮤즈홀 제주건반예술학회
9.26. 로맨틱 콘서트 in 한림 ‘위로’ 한수리 해안도로 특설무대 한수풀도서관
9.26. 클래식 콘서트 ‘얌모얌모’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
9.29. 9월 문화가 있는 날 2 ‘우리소리&우리가곡’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9.29. 제이콰르텟 제2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이콰르텟
9.30.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나눔프로젝트-수눌음’ 9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0.3. FUN윈드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FUN윈드오케스트라
10.6. 음악극 ‘해녀 양의헌’ 제주아트센터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0.7. 제59회 탐라문화제 개막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0.8. 원형준 리사이틀 ‘The Violinist’ 끌로드아트홀 린덴바움
10.8. 오페라 갈라콘서트-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아라뮤즈홀 제주그랜드오페라단
10.10.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0.10. 2020 신인음악회 아라뮤즈홀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1.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10.15. 도립서귀포관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관악단
10.16. 제4회 골든브라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골든브라스앙상블
10.17. 울림 오카리나 감성콘서트 아트인명도암 (사)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10.17. 백승연 유포니움 독주회 ‘Premiere’ 끌로드아트홀 EBM Salon
10.18. 제12회 제주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색소폰앙상블
10.18.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0.18. ‘그리움, 추억하다’ 칠십리야외공연장 성악앙상블 소울
10.20. 이미지 음악극 ‘파도의 생(生)’ 제주아트센터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0.21. 건반위은파 다섯 번째 앙상블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건반위은파
10.23. 김진 첼로 독주회 아라뮤즈홀 김진
10.23. 제37회 제주대학교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0.24. 한라윈드앙상블과 함께 하는 에코랜드 가을 음악회 에코랜드 피크닉 가든 역 (주)더원 에코랜드/한라윈드앙상블
10.24. 제2회 정기공연 ‘순수함과 열정으로 제주를 울리다’ 바움하우스 제주울림
10.25. 제라한싱어즈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라한싱어즈
10.27. 해군 호국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해군
10.27. 문화가 있는 날 ‘우리 가곡 제주의 노래’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0.29. kunstraum piano 5중주 제주문예회관 최근수
10.29.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도립제주교향악단
10.30. 제2회 제노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노색소폰앙상블
10.30. 제15회 제주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10.31.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0.31. ‘제주 타악을 만나다’ 김정문화회관 김정문화회관/오커퍼션 앙상블
11.1.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술마당 ‘서양악기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화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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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고결 색소폰 독주회 ‘Romantique de France’ 아라뮤즈홀 고결
11.5.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제66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서귀포합창단
11.7. 박물관과 함께하는 기타 울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1.7. 벨 칸토 클라리넷 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 기타와 플룻 그리고 오페라 아라뮤즈홀 벨 칸토 클라리넷 앙상블
11.7. K-JAZZ와 만나는 주현미 러브레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서귀포예술의전당

11.7.~11.8.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제주4‧3평화재단
11.8. 제19회 세바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세바합창단
11.8. 타;악동과 함께 힘을내SHOW!(1) 신화테마파크 센트럴스테이지 드림스페이스
11.9. 타;악동과 함께 힘을내SHOW!(2) 우도 하우목동항 드림스페이스
11.9. 재즈레시피 ‘저음의 맛’ 제주문예회관 이재훈
11.10. 제4회 제주창작음악제 제주한라아트홀대극장 제주작곡가협회
11.12. 제5회 sonus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sonus어린이합창단
11.12. 소프라노 김명실 독창회 ‘이 모든 것이 사랑이어라’ 아라뮤즈홀 김명실
11.13. 소프라노 권효은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권효은
11.13. 제주대학교 스트링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1.13. 박정국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정국
11.13. 안미현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안미현

11.13.~12.27. 제1회 제주오페라페스티벌 유튜브 오페라인제주
11.14. 제주빌레앙상블의 문학과 음악이 있는 공감 콘서트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제주빌레앙상블
11.14.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1.15.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1.15. 표선윈트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우정의 하모니’ 서귀포예술의전당 표선윈드오케스트라
11.16.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11.16. 헨델 메시아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한국문화예술관연합회
11.18. 2020 제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쇼케이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1.19. 제3회 제주국제현대음악회 Neo String Quartet 아라뮤즈홀 제주국제현대음악협회
11.19. 고씨곳간과 함께하는 ProjectBP 피아노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수진
11.20.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도립제주교향악단
11.20. 신나는 예술 여행 ‘오페라로 떠나는 유쾌한 세계여행’ 제주돌문화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오페라앙상블
11.21. 오류림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오류림
11.21. 애월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애월합창단
11.21. 제19회 제주칸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칸투스합창단
11.22.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22. The songs of beautiful Jeju 제주돌문화공원 살롱 드 뮤직
11.22. 브릴란테브라스밴드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브릴란테브라스밴드
11.22. 위대한 작곡가시리즈5 슈만 제주문예회관 제주 Beau Piano Duo
11.23. 2020 제주 관악제 제주아트센터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회
11.23. 창작오페라 ‘해녀rev2’ 서귀포예술의전당 오페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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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2.30. 제주 동네책방 음악여행 시옷서점 외 조성일밴드

11.26.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
11.26. 국립합창단 ‘헨델 메시아’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국립합창단
11.26. 데어토니카 제4회 정기연주회 ‘4‧3을 변주하다-그 시간의 끝에서’ 아라뮤즈홀 데어토니카
11.27. 11월 문화가 있는 날 ‘이중섭과 슈만의 사랑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27. 와이낫연·노형여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와이낫연·노형여성합창단
11.27. 제주의 노래 제주교통방송국 공개홀 제주솔로이스츠/제주예술기획
11.27. 제7회 하음앙상블 정기연주회 화목원 하음
11.28. 시(詩)를 원(願)한 노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11.28. 창작오페라 ‘해녀rev2’ 한림공원 오페라인제주
11.28.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힐링 성악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오능희/제주오페라연구소등
11.30. 소프라노 유소영과 함께하는 삶과노래Ⅲ 제주문예회관 유소영
11.30. 2020 제주평화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민화협
12.1. 제3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F) Opening Concert 아라뮤즈홀 JICMF 조직위원회
12.1. 어린이happyhappy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팝스오케스트라

12.1.~12.4. 2020 제3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제주아트센터 외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
12.3. 조주아 클라리넷 독주회 아라뮤즈홀 조주아
12.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5. 제주어 창작합창곡 발표회 ‘돌담에도 트멍이 이서사’ 제주아트센터 강문칠
12.5. 문화예술여행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5. 윤태형 클라리넷 독주회 아라뮤즈홀 윤태형
12.5.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은 기획공연 ‘베토벤의 선물’ 김정문화회관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김정문화회관
12.6.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12.6.~12.7. 제2회 타이니 재즈 페스티벌 카페세바/레드제플린 JJJazz Collective
12.8. 바리톤 고성현 2020 송년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10. 박정국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정국
12.11.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여자중학교
12.11. 앙상블 준과 함께하는 실내악 감성시리즈 아라뮤즈홀 제주앙상블 준
12.12. 2020 제주합창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한국합창총연합회제주도지회

12.12.~12.13. 제주 랩소디-당신의 제주는 언제, 어디서부터인가요? 김택화미술관 김택화미술관
12.13. 2020 화북윈드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화북윈드오케스트라
12.14. 도서관 세계음악 인문학여행(1)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12.15. 베토벤 탄생 250주년 ‘피아니스트 이동용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이동용
12.16. 오페라 스쿨 in 제주-라 트라비아타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2.16. 이양경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양경
12.17. 베토벤 탄생 250주년 뮤직필름 ‘알레그로 꼰 브리오’ 제주 곳곳 앙상블 까메라타
12.17. 이주희‧이지혜 조인트 리사이틀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주희‧이지혜
12.18. 홍윤정 오보에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홍윤정
12.18. 2020 독거노인돕기 자선음악회 제주문예회관 한국가수협회 제주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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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제주 시크릿 스토리 제주돌문화공원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12.19. 코로나19 극복 상생 제4회 정기연주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12.21. 오페라 페스티벌 ‘임서영의 코로나19와 음악인’ 오페라인제주 스튜디오 오페라인제주
12.21. 도서관 세계음악 인문학여행(2)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12.22. 창작오페라 ‘하멜의 눈물’ 하멜상선전시장, 용머리해안 등 오페라인제주
12.23. 박정국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정국

12.24.~12.25. 그래도! 메리크리스마스 산지천갤러리 앙상블 까메라타
12.25.~12.26. 박정국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박정국

12.27. 아트락 TV 아트락소극장 문화네트워크 문화추물락
12.29. 최근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최근수
12.31. 음악극 ‘캄캄 season 2: 정령들의 편지’ 서귀포시 치유의 숲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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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연극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4.~1.5. 신데렐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옴니아트홀
1.11.~1.12. 브레멘 음악대 제주문예회관 아이짬컴퍼니
1.15.~1.19. 우연히, 눈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1.31.~2.2. 논 오는 봄날 세이레아트센터 극단마음같이/괸당들 
2.1.~2.16. 스탠드 업 그리고 자의적 의자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2.8. 전쟁연작 침묵 신촌문화의집 극단 노뜰
2.14. 뮤지컬로 그리는 Colorful Thema : 베토벤-클림트 운명의 키스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2.29.~3.1. 넌 특별하단다 한라아트홀 아이짬컴퍼니
4.17.~4.18.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겸 제25회 제주연극제 한라아트홀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5.7.~5.24. 눈 뜬 자들의 도시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 이상
5.23.~6.7. 프로젝트 이어도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5.29. 할매는 힘이 쎄다 봉성리하우스씨어터 연극공동체 다움/옆집사는 연극쟁이
5.30.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한라아트홀 극단 가람

6.4.~6.5. 사랑한다고 말해줘 제주문예회관 극단 배우세상
6.10.~6.14. 세 마녀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6.23. 빨간 모자와 늑대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7.4. 내 생애(愛) 마지막 비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가람
7.5. ‘세 마녀’ 앵콜 공연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7.8.~7.9. 사랑한다고 말해줘 노천극장 극단 배우세상
7.11.~7.12. 동치미 ‘내 생애(愛) 마지막 비가’ 제주돌문화공원 극단 가람
7.18.~8.2 집과 집 사이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7.31.~8.2. 우린 쓰레기가 싫어요 제주돌문화공원 극단 가람

8.5. 창작뮤지컬 ‘손 없는 색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8.21.~8.23. 해뜨기 70분전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8.26. 늙은 부부 이야기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8.29.~8.30.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피앤아이컴퍼니

9.5. 개구리왕국 제주돌문화공원 극단 파노가리
9.5.~9.6. 바당-숨,쉼,삶 세이레아트센터 퍼포먼스단 몸짓

9.25.~9.28. 얼굴 세이레아트센터 한국연극협회
9.26.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0.18. 홍윤애의 悲歌(비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10.28.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나눔프로젝트-수눌음’10월 두근두근시어터 외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0.30.~10.31. 로컬프로젝트 sarm ‘꽃이 지고 꽃이 핀다’ 요이땅삐삐 뒷마당 요이땅삐삐
10.30.~10.31. 오거리 사진관 제주돌문화공원 극단 가람

11.1. 섬아이청소년뮤지컬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섬아이청소년뮤지컬
11.6. 문고치GO!! 세이레아트센터 섬아이청소년뮤지컬
11.8. 제주 해녀 뮤지컬 버스 도두해녀쉼터 극단 제주
11.11. 창극 ‘사방지’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제주아트센터/JU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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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무용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극발전소

11.14.~11.29. 갈매기 예술공간 오이 극단 오이
11.21.~12.6. 짬뽕 문화놀이터 도채비 소극장 문화놀이터 도채비
11.27.~11.29. 너른 세상을 가슴에 품은 자청비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11.27.~11.29. 그 사이 메밀꽃 ‘모노드라마 자청비’ 와흘메밀마을 체험힐링센터 등 바람 씨어터
12.3.~12.4. 창작뮤지컬 ‘제주섬이 설문대가 되리’ 제주돌문화공원 극단 가람
12.4.~12.5. 멍 한라아트홀 극단 공육사

12.12.~12.13. 검은 용 이야기 두근두근시어터 두근두근시어터/피앤아이컴퍼니
12.15.~12.17.  ‘제주컬(JEJUCAL)’ 뮤지컬 쇼케이스 제주문예회관 제주시티발레단

12.24. 2020 제주뮤지컬페스티벌 ‘비커밍맘’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26.~12.30. 체험연극 제주이야기시리즈 간드락소극장 외 문미영

12.27. 2020 제주뮤지컬페스티벌 ‘6시 퇴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28.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혼자가 아니야’ 제주돌문화공원 섬아이청소년뮤지컬
12.29. 물에서 시를 쓰는 해녀 제주문예회관 탐라문화예술진흥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5.24. 제29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대회 겸 제주춤축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7.2.~7.5.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 제주아트센터 등 전문무용수지원센터
7.25.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창단 30주년 기념 ‘명불허전’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8.1. 아버지의 땅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세운

8.22.~8.23. 2020 제주 댄스 페스티벌-제주춤 축제 한라아트홀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8.22.~8.23. 인체연구소 : 몸을 향한 탐험 두근두근시어터 춤·서·이

8.25.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8.30. 이연심의 해녀춤-바다, 그 따뜻한 품속…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연심
9.2. 해녀가 아름다운 제주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오름무용단
9.27. 숨비소리-제주해녀의 숨결에 실린 푸르고 깊은 노래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무용예술원 예닮
9.27. 춤 제주바다를 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민속예술단
10.16. 설문대 아리랑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
10.23. 석풍여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장은
11.26. 오방석을 주제로 한 한국무용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춤새제주
11.26. 2020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_XR 퍼포먼스 : 숨쉬는 별 제주문예회관 인스피어
11.28.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53회 정기공연 ‘이어도사나 생명편’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20. 제5회 정기공연 ‘胎(태), sevendays to go to the Great Mother’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춤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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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전통예술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2.6. 무형문화재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신과세제 구좌읍 송당본향당 제주문화예술재단
6.17. 제주민요 성읍민속마을 국립무형유산원
6.21. 가무악 ‘안탁갑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퓨전국악그룹 풍류
7.1. 민요의 보물섬 성읍민속마을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
7.16. 제5회 국악퓨전 너나들이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너나들이

7.18.~8.8.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고씨주택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7.25. 귤림풍악 ‘귤 숲에서 울려 퍼지는 주황빛 가락’ 제주돌문화공원 마로
8.3. 제주-대전 문화예술교류 공연 ‘기억의 봄’ 제주문예회관 너나들이
9.20. 제4회 제주국악제 ‘우리춤, 음악, 소리의 향기가 머무는 제주에서’ 제주문예회관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0.3. 음악굿 ‘해녀: 들숨-날숨’ 유튜브 국악연희단하나아트
10.8. 제22회 전국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시우회
10.31. 2020 4‧3항쟁 72주년 찾아가는 현장위령제-한림 한수풀 해원상생굿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제주민예총

10.31.~11.1. 2020년 제주 전국국악대전 제주문예회관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1.10. 故이명숙명창 15주기 추모공연 외 제주농요 전승공연 제주문예회관 제주농요보존회
11.11. 황경민의 대금 독주회 ‘SONG OF FALL’ 서귀포예술의전당 황경민
11.12. 황경민의 대금 독주회 ‘여민락’ 서귀포예술의전당 황경민
11.20. 추분 무병장수의 별 남극노인성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 탐라문화유산보존회
11.22. 사운드 인터렉티브 콘서트 ‘섬이 전하는 노래(Ecstatic Beat)’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마로
11.22. 만정제 춘향가 한라아트홀 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지부
11.24. 어르신들의 청춘나들이 ‘혼저옵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국국악협회제주지회
11.25.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나눔프로젝트-수눌음’ 11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2.2. 웰컴투 기메월드-제주의 바람을 당신에게  '제주기메' 홈페이지 송해인,오유정,안지석, 전통공연예술단 마로 외
12.23. 제3회 정기연주회 ‘무눈’ 유튜브 The퐁낭
12.27. 백승희 가야금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백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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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홍선영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대표

2020년에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
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일상 속 방역 지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면 활동 기회가 크게 감소하였다. 
먹고, 떠들고, 마시고, 마음 놓고 크게 웃고, 손을 맞잡아 춤을 추고 맘껏 즐기는 등의 과잉, 일탈성
과 비일상성을 가치로 가져가는 축제는 물론이고 각종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노멀(normal)한 일상이 멈추면서 축제도 멈
췄던 한 해였다.

대한민국 지역축제 대부분 취소되었다. 제주도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이유로 
2020년 계획한 문화행사나 축제 대부분을 취소 조치하였다. 이에 도내 문화행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개 업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대도정 호소문을 발표했고 지역 예술단체들도 연대를 밝히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총 21개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2019년 개최 건수 89건에서 68건이 감소, 전년도 대비 
76.4% 가 감소한 수치다.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이 8월까지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축제가 8월 이
후 개최되었다. 이는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창작 및 공연 활동 기회가 없었
고 이로 인해 예술활동 수입 또한 없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냈다. 

<표 15> 최근3년간(2018~2020년) 제주도내 축제 개최현황

유형별로는 예술축제 개최 건수가 18건으로 비중이 높다. 개최된 21건의 축제에는 제25회 제주국제
관악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2020제주프린지 페스티벌 등이 포함된다. 

<표 16> 제주도내 축제 개최 유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0 - 1 - - 1 - - 3 3 4 6 3 21
2019 1 1 5 5 6 7 5 13 8 22 10 6 89
2018 - 2 3 6 8 - 8 6 5 14 8 1 61

년도 구분 생태자원축제 전통역사축제 지역특산물축
제 예술출제 기타 계

2020 건수 0 2 0 18 1 21
비율 0 9.5% 0 85.7% 4.8% 100.0%

2019 건수 21 9 5 50 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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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대상 총 29개 축제 중에는 2개의 축제만이 개최되었다. 제59회 
탐라문화제는 ‘드라이브_인 힘내라 제주!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 사이 비대면과 비접촉
이라는 코로나 시대를 축제의 구현이나 연출에 반영하였다. 축제 장소를 새별오름으로 하여 축제 프
로그램 대부분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후 TV로 송출하거나 SNS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방식이었고 
드라이브_인 콘서트 등의 기제를 활용, 주로 야외 행사로 운영하였다.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천지연 광장 내 서귀포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축제 장소 출구와 입구를 
통제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이행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0년 8월 20일 전후로 전국적으
로 코로나 감염 재확산에 따른 한차례 개최 일정이 연기되는 어려움을 겪은 후 였다. 서귀포 대표축
제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고있는 만큼 각계기관, 단체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면 최소화 
방식을 채택하여 개최된 것이다. 개막식 생략, 먹거리 및 체험 부스 미운영, 현장 공연별 관람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행사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생생한 현장을 즐길 수 있
도록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팬데믹이
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최된 2개의 축제는 침체된 지역 공연 예술계 및 관련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이 감소한 시민들에게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은 팬데믹이란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소위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
로운 일상이 우리 안에 자리잡게 되었고 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축제 개최방식이나 축제 관
객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에 변화가 많았다. 온라인 공연, 랜선 이벤트, 축제 체험 키트를 집에서 
받아 만들어보는 방식, 드라이브 인 콘서트, 버블 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다. 

축제 평가 분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축제 평가를 미실시키로 하고 
2021년부터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를 변경한다고 하였다. 홍보·관광 상품개발, 조직개선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축제평가 지표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단위 축제관련 부서에서는 축제 평가 주기를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변경하
는 주기조정 안이나 간접지원방식 마련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노멀(normal)한 일상이 멈추면서 축제도 잠시 멈추는 듯했으나 팬데믹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인간의 
의지는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냈다.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기에 축제의 쓸모, 예술의 쓸모가 더 절
실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이것이 2020년 축제 현장이었다.

비율 23.6% 10.1% 5.6% 56.2% 4.5% 100.0%
2018 건수 14 13 5 25 5 62

비율 22.5% 21.0% 8.1% 40.3% 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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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2.17.~2.20. 제4회 2020 제주국제합창축제앤심포지엄 제주문예회관 제주국제합창축제앤심포지엄조직위원회
5.2. 제주예술문화축전 제주문예회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지회

8.11.~8.15. 2020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아트센터 등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22.~8.30.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해비치호텔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8.22.~9.6. 제14회 4․3 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한국민족극운동협회
9.4.~9.6.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금 우리, 책’ 제주문예회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제주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16.~9.20.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메가박스 제주점 제주여민회
9.20.~9.24. 2020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0.7.~10.11. 제59회 탐라문화제-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새별오름 등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0.~10.25. 제5회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예술공간 오이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10.23.~11.14. 2020 제주올레 걷기 축제 제주도내 일원 제주올레
10.24.~10.25. 2020 제 4회 제주비건영화제 유튜브 채널 JejuVeganTV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11.5.~11.9. 2020 제11회 제주프랑스영화제 CGV 제주 극장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11.7.~11.13. 2020제주공예축제-공육사 제주 크래프트 위크 '재주농담' 제주옹기숨미술관 외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064페스티벌추진위원회
11.9.~11.27. 2020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유튜브 채널 제주민예총
11.16.~11.19. 제21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혼디느런이 : 같은시선을 보다' DWB NEWS 열린광장 제주DPI
11.18.~11.21. 제29회 소극장 연극 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힌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11.29.~12.27. 제16회 제주영화제 제주아트센터 외 제주영화제
12.7.~12.21. 2020 4‧3항쟁 72주년-27회 4‧3예술축전 순지오름 꽃놀이 유튜브 채널 제주민예총
12.10.~12.11. 제16회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20.~12.21.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 칠십리야외공연장(천지연야외공연장 내)

서귀포시/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2020 제주문예연감

44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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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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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리쟁이
소리께떼

손예
숨

씨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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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다원 및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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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아트컴퍼니

나빌레라무용단
다온무용단
라니알로하

2020 제주문예연감

46

구분 단체명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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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음의 시동인

녹담수필문학회
다층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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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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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문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라산문학동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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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문학

한림읍책읽는주부들의모임
한수풀도서관책사랑모임

한수풀문학회
함덕문학회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혜향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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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록담회

백록예문회
비바 아르테

빛소리
산남회
섬.여백

섬아트문화연구소
시상작가회

신화미술연구소(신나락만나락)
신흥아트

아트 스튜디오 그리메
아트스튜디오 JISD
아트인미술연구소

아트콘테
어반스케쳐스 제주

언타이틀제주
에뜨왈
여섯 되
예소담
요호

이미지팩토리
이주여성작가회 이신예

일구구오
재주손제주숨

전가조형연구소
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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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미술

제0세계
제주가톨릭미술가회
제주국제예술센터

제주글그림회
제주금속공예가회

제주도예가회
제주디자인협회
제주만화작가회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제주묵화동인회

제주문인화군방도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미술연구회

제주민화회
제주사인회
제주삽화회

제주생태프로젝트 오롯
제주섬유예술가회

제주수묵화회
제주수채화협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아마추어작가회

제주연고회
제주예업사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제주의 표정전

제주자연염색연구회
제주전업미술가회
제주조각가협회

제주지원문인화회
제주창작연구소美

제주청년미술작가회 바지,락
제주판화가협회
제주한국화협회

제평서각회
창작공간퐁낭아래귤림

창작공동체 우리
청아생활미술동호회

춘강사군자회
탐라미술인협회

土染
포정먹그림 사랑회
프로젝트그룹씨앗
하늘빛수채화회

한국문인화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수묵연구회
한국아르브뤼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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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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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묵연회
묵랑

묵연회
반야서각회

삼다연서학회
삼무서회
상묵회

상지서회
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소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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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서예

서석각자회
성시서회

애월묵향회
영주연묵회
월봉묵연회

정연회
제남서각회
제주각자회

제주경우문예회
제주글담

제주소묵회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캘리사랑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문인화 서귀포초대작가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지꺼진손멋글씨회
캘리그라피오월
탐라서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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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파노가리
극단 파수꾼

극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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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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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어린이합창단
구좌와들랑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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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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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릴란테브라스밴드

빛선교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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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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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나인

앙상블블루밍
앙상블아드리비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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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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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연예술진흥회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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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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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음악교육연구소

제주음악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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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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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르텟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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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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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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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파임스트림앙상블

피아노소
한국가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통예술

The퐁낭
국악연주단제주락(樂)

남도민속보존회
대금정악보존회 청소리

문화교육들살이
민요패소리왓
사라예술단

서귀포민속예술단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설문대 제주민요 동아리(설·요·리)
제주시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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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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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전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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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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 현황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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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명칭 주소
공립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공립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공립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공립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공립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공립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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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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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명칭 주소
전시관 공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 8길 12
전시관 공립 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
전시관 사립 SOS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전시관 사립 노형슈퍼마켙 제주시 노형로 89
전시관 사립 닥종이인형전시장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전시관 사립 믿거나말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식물원 사립 방림원식물원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전시관 사립 빛의벙커 (제주 성산 AMIEX 전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22 
식물원 사립 생각하는정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전시관 사립 석부작박물관공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전시관 사립 세계미니어쳐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전시관 사립 세계술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 초등로 431
전시관 사립 세계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전시관 사립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629
식물원 사립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식물원 사립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전시관 사립 이랜드뮤지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식물원 사립 일출랜드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전시관 사립 제주공룡랜드전시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전시관 사립 제주아이스뮤지엄종합전시관 제주시 은수길 69
전시관 사립 제주옹기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 254번길 3-1
전시관 사립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전시관 사립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식물원 사립 제주허브동산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전시관 사립 조안베어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로 113
전시관 사립 초콜릿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44
식물원 사립 카멜리아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전시관 사립 타임파크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전시관 사립 탐라신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전시관 사립 테지움사파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식물원 사립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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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구분 명칭 주소
식물원 사립 휴애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명칭 주소
ICC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KT제주지사 소극장 제주시 전농로 114
간드락소극장 제주시 아봉로 626-50
겟스페이스 제주시 광양13길 6-3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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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락소극장 제주시 연신로 156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1층

예술공간오이 서귀포이야기 서귀포시 중정로 76 지하
예술공간오이 제주시 연북로 66 지하

이디홀 제주시 도공로54지하
제주난타극장 제주시 선돌목동길 56-26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제주서커스월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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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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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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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18번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18

갤러리 ICC JEJU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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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연 제주시 조천읍 와선로 200
갤러리카페꿈낭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사수동로 1 1층

갤러리파라디 서귀포시 법환로 31
거인의 정원 제주시 대원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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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헌 제주시 주르레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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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탑동로 66
먹글이 있는 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메탈리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5길 24-7
문화공간 반석탕 제주시 남성로 158-6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문화창고 몬딱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488번길5
바당미술관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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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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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방으로의 산책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길 17
보앙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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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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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예나르갤러리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심헌갤러리 제주시 아란14길 3
아트살롱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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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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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 이중섭로 33
자미진갤러리 제주시 간월동로 52

자연사랑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
장정순 갤러리 제주시 한림읍 저지14길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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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문화예술관 제주시 애월읍 예원로 88

초계미술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872
초록빛아트갤러리 제주시 천수로9길1
커피동굴 플랜트 제주시 사라봉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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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안공간, 독립서점 등)

명칭 주소
켄싱턴 제주호텔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클랭블루 갤러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293-1
클랭블루 갤러리 제주시 수목원서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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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틴 구겐하임 갤러리 제주시 서해안로 3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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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애리 갤러리팡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희경정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4

명칭 주소
갤러리책방 섬타임즈 제주시 애월읍 소길1길 15

갤러리카페 아토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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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바서점(어린이서점) 제주시 건주로4길 14-2 

만춘서점 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9
무노  테이블(그림서점)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8길  39-25

무명서점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26 2층
문화공간 story 와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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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책방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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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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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실리책방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62 1층
소라의 성 서귀포시 보목로 70번길 6
소심한책방 제주시 구좌읍종달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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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북스 제주시 남광로4길 27 1층
쿰자살롱 제주시 관덕로6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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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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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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