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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2021.6.)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 고양시립예술단 적극 출연

❍ 항일음악회 고양시립합창단 출연[19.4.13.(토)]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불렀던 독립군가 등을 역사적 

아픔을 지닌 30사단에서 합창하여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연[19.6.20.(목)]
  -3.1절 노래, 일제강점기 애국가 등을 맑고 순수한 

소년소녀들이 합창하여 남북이 함께 일본에 항거했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 2019 고양평화예술제 고양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출연[19.10.11.(금)]
  -「2019 고양평화예술제」 출연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시립합창단 ‘평화통일 기원 음악회 - 가을밤에

울려퍼지는 평화의 노래’ 개최[19.11.7.(목)]
  -한국전쟁의 ‘아픔과 슬픔’, 조국에 대한 남북의 

‘그리움과 힐링’을 주제로 평화를 노래

❍ 남북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

회의[20.1.10.(금)]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북측 예술단과 고양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제안[20.1.31.(금)]
  -북측 학생소년예술단과 고양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 하는 「북한 학생소년예술단 

초청 음악회」개최 제안서 통일부 제출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 남북평화통일 기원 시립예술단 공연영상

제작 및 송출[20.6.25.(목)]
  -남북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시립예술단 공연 영상

(Dona Nobis Pacem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을 

제작 후 SNS에 송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여

❍ ‘남북평화미술전’ 기획전시를 위한 실무

회의[21.4.8.(목)]
  -북한작가의 작품을 소장한 사)케이메세나 

네트워크와 미팅

  -전시 주제 협의, 현장(갤러리누리) 방문 후 전시

작품 수 확정

❍ 고양시립합창단-북한이탈예술단 합동

공연을 위한 실무 회의

  -남북통합문화센터 방문

  -합창단과 협연 가능한 북한이탈예술단체 협의

❍ 고양시립합창단-북한이탈예술단 합동

공연 세부 추진계획 수립[21.6.1.(화)]
  -공연일자 및 협연 북한이탈예술단체 선정

  -공연작품 기획 등

❍ 고양미술협회「제31회 협회전」 개최 시

북한이탈작가의 특별전시 병행 추진

[21.6.1.(화) ~ 6.6.(일)]
  -‘평화, 통일, 예술, 화합’ 슬로건 아래 탈북 

작가 및 북한 작가 작품을 함께 전시

❍ ‘남북평화 미술전’ 세부 추진계획 수립

[21.6.17.(목)]
  -전시기간 : 2021. 7. 14.(수) ~ 7. 25.(일)

  -전시장소 :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제1,2 전시실

  -전시작품 : 65점(북한작가 35점, 남한작가 30점)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남북 평화 미술전’ 개최[21.7.14.(수)]

  -전 시 명: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기획전

  -전시기간: 2021. 7. 14. ~ 7. 25.(2주)

  -전시장소: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제1,2 전시실

  -전시내용: 남북한 작가의 미술작품을 함께 전시

하여 남북한 미술기법의 차이 및 북한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전시

  -전시작품: 65점(북한작가35점, 남한작가30점)

❍ 북측 소년예술단 -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동 통일음악회 제안[21.8.17.(화)]
  -북측 소년예술단과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하는 「남북한 평화교류를 위한 합동 통일

음악회」 사업계획서 통일부 제출

❍ ‘고양시립예술단-북한이탈예술단 합동

공연’ 개최[21.10.14.(목)]

  -공 연 명: 「통일의 꿈! 고양의 한마음으로」

  -공연일시: 2021. 10. 14.(목) 20시

  -공연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출 연 진: 고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

합창단, 평양통일예술단(무용 및 아코디언 연주), 

탈북예술인(팝페라가수 명성희, 가야금 김규리)

[증빙1]

보도자료

[증빙2]

결과보고

[증빙3]

사업계획서

[증빙4]

보도자료

(방송자료 

포함)

[증빙5]

결과보고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고양시립예술단-북한이탈예술인 합동기획

공연 개최 추진

  - 실향민 및 북한이탈주민 초청을 통한 행사의 

의의 제고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5 3

ex)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90 0 0 0 30 30 30 0

남북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국비

도비

시비 90 30 30 30

기타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98

(10)
30

(10)
68

남북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국비

도비

시비
98

(10)
30

(10)
68

기타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합동공연 연기 및 취소 가능성

❍ 개선대책

    - 대면 공연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로 공연 연기·취소가 불가피할 

시 유튜브 생중계·영상녹화 등을 통한 비대면 공연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