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전경

2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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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산동, 설문동, 주엽동, 화정동, 주교동 총 5개의 마을에 문화 

거점과 문화기획자를 선정하고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 9월 중순

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그중 청년작가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

께하는 정발산동의 미술학원 ‘그림이야기’와 설문동 칼 빌리지의 

문화공간 ‘평아트’를 소개한다.

그림과 시 음악이 있는 문화예술축제

정발산동, ‘그림이야기’

자폐 화가 김범진, 청년작가 한승욱 등을 배출한 이재연 원장이 

운영하는 그림이야기는 학원이자 예비 예술가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3년 전부터는 30인의 작가가 참여해 한 권의 그림책을 

완성하는 시가 있는 그림이야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윤동주에 이어 올해는 김소월의 시를 주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이다. 윤동주의 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림으로 완성해 

고품격의 문화예술

우리 동네에서 

즐겨요

Goyang
지난해 4곳의 마을에서 운영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동네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가 올가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돼 주민들 속으로 찾아올 준비를 마쳤다 

설문동의 경우 현재  
약 10여 명의 예술가가 

정착해 생활하고 있으며 
공예작가 등이  

정착 준비를 하는 등  
작은 문화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출간한 책 ‘새로운 길’의 경우 출판사의 제안으로 정식 도서로 출

간되기도 했다.

문화가 한가득 담겨있는 곳

설문동, ‘평아트’

설문동의 경우 현재 약 10여 명의 예술가가 정착해 생활하고 있

으며 공예작가 등이 정착 준비를 하는 등 작은 문화마을이 형성

되고 있다. 그중 조각가이자 아트 액자 제작자인 한성수 대표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해 완성한 복합문화공간 평아트가 문화 

거점이 됐다. 컨테이너 형태의 검은색 건물로 1층은 아트 액자 제

작, 2층은 카페 겸 문화공간, 3층은 전시공간으로 구성돼있다. 평

아트에서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전시회와 오페라, 한가람 

합창단의 송년음악회, 명품 클래식 공연 등 하우스 음악회가 개

최됐다.

그 밖에 주엽동은 주엽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주엽역의 지하

보도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예정돼 있고, 화정동은 화정역

에는 언플러그 어쿠스틱 공연을 기획 중이다. 또한 주교동 청소

년카페, 빛과 소금 교회와 작은도서관까지 여러 곳에서 문화예술

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문화예술과(031-8075-3417)

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 곳곳의 예술가들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이 예술가

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 경계를 허물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예

술을 즐겨보자. 

1 설문동 평아트 전경

2 설문동평아트 내부

3 주엽동 주엽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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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림, 음악, 공예 등을 멀리 나가서 접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마을단위문화거점사업’을 즐겨보자. 

고양시 5개 마을에서 주민이 예술가가 되고 누구나 관객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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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고양

이달의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