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베로스트 커피

덕양구 관산동에 위치한 베로스트 커피

는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관산동 주민들

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학습이벤트로 진행된 가죽

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은 50~60대 학습

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 60대 학

습자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삶

의 활력소가 됐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

다. 8월 27일부터는 지친 일상의 힐링을 

위한 수업을 배우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

청으로 ‘프랑스 자수로 야생화 수놓기’ 프

로그램이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습자

와 운영자의 열정이 넘치는 베로스트 커

피를 시작으로 관산동에 뜨거운 평생학

습 바람이 불기를 바라본다.

위치  덕양구 고골길 11번길 5-22,  

1층(관산동)

02.
창릉천 솔바람에코센터

덕양구 덕수생태공원 옆에 자리한 창릉

천 솔바람에코센터에서는 ‘솔솔솔 우리 

동네 생태 환경을 담아보다’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이 직

접 창릉천의 계절 변화와 생태 보호 활동

을 영상에 담고, 이를 통해 창릉천의 생태

적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10

월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에서는 지역주

민들이 창릉천의 변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품 전시·발표회를 가질 예

정이다. 창릉천 솔바람에코센터의 대표

인 윤명복 삼송동주민자치위원장은 “평

생학습카페를 계기로 몰랐던 주민들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가 되는 변

화가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치  덕양구 덕수천1로 26(삼송동)

03.
카페 루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 앞에 위치한 카

페 루는 인근의 상인, 퇴근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만나는 프로그램을 기

획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5월부터 

8회로 진행된 ‘맥주의 A to Z - 맥주 인문

학교’는 맥주에 얽힌 다양한 역사와 문화

를 배우고 즐기며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아리를 결

성해 수업이 끝난 지금도 직접 수제 맥주 

만들며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다. 

9월에는 퇴근길을 풍성하게 하는 ‘가을에 

마시는 커피-스윽 훑어보는 드립커피의 

세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퇴근길 ‘맥

주 인문학교’에 이은 커피 입문학교인 셈

이다.

위치  덕양구 고양시청로 13-8,  

1층(주교동)

평생학습카페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행복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체험하

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정형화된 장소에서의 강의형 학습이 아닌, 평생학습 지역활동가인 행복학습정원사가 지역환

경분석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농사, 자수, 자녀교육 등 

관심사가 맞는 지역주민이 만나 소통하고,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가지며 지역공동체로 발전해가는 과정도 평생학습

카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습이다.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인 평생학습카페 여섯 곳

을 소개한다.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민의 삶 속으로 평생학습의 가치와 행복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평생학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6개의 평생학습카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평생학습과의 만남,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평생학습에 함께 참여해보자.

글/사진  임수정(고양시 행복학습정원사)

평생학습카페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기획하다 

Happ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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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04.
에듀팜 댄싱플라워

일산서구 가좌마을에 위치한 에듀팜 댄

싱플라워는 평생학습카페 4년 차를 맞이

한 원예교육농장이다. 농장이라는 공간

의 특성을 살려 4월부터 10월까지 10회 

프로그램으로 ‘가족농부학교’를 운영 중

이다. 34년 경력의 ‘진짜 농부’ 김한규 강

사가 텃밭 농사의 기초와 절기별 농사법

을 강의한다. 가족부터 은퇴 후 귀농을 생

각하는 장년층, 갓 돌이 지난 아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목적과 연령대로 구

성된 열 한 가족이 농사의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배우고 있다. 10월엔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고 즐기는 팜파티를 열 예

정이라 하니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주민은 카페로 문의해보길 바란다.

위치  일산서구 가좌동  933번지

05.
일산책다방 북앤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일산책다방 북

앤드는 북카페라는 특성을 살려 책과 관

련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에는 ‘나를 공감하는 방법’을 주제로 육아

에 지친 부모를 대상으로 ‘동화책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8월 30일부터는 ‘떠나요 국내

여행-여행 작가처럼 여행하기’ 프로그램

이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여행작가로 활

동 중인 민혜경 강사가 국내 숨은 여행지

를 소개하고, 마음에 드는 여행지로 직접 

계획을 세워 떠나보는 프로그램으로 학

습자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자녀들과 안

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참

여해보길 추천한다.

위치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38,  

A동 202호(풍동)

06.
가좌문화카페

일산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문화카페

는 가좌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2단지 관리

동에 위치한 주민커뮤니티센터다. 아파

트 주민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어테

라피-이침수업’과 ‘가족이 함께 만드는 도

자기 수업’이 진행됐다. 엄마, 아빠, 5살 아

들, 8살 딸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가

족 학습자는 “가족이 함께 만든 추억의 도

자기가 큰 보물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8월에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석기부터 대한민국까지-초

등생 역사 특강’이 진행된다. 가좌문화카

페가 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되길 희망해 

본다.

위치  일산서구 가좌3로 45, 가좌대우 

푸르지오아파트 2층(가좌동)

고양시 평생학습카페 현황

덕양구

카페명 주소 카페명 주소

장어명가 큐앤에이 덕양구 서리골길 15, 장어명가(대자동) 베로스트커피 덕양구 고골길11번길 5-22, 1층(관산동)

화정디자인카페
덕양구 화신로 232, 

화정2동행복센터 지하1층(화정동)
창릉천 솔바람에코센터 덕양구 덕수천1로 26(삼송동)

사단법인 누리보듬 덕양구 혜음로 29-1, 3층(고양동) 마더와이즈 덕양구 무원로 22, 110호(행신동)

맘이랑 덕양구 화중로 60, 404호(화정동) 카페 루 덕양구 고양시청로 13-8, 1층(주교동)

나눔나무
덕양구 혜음로 30, 

상가 206호(고양동, 삼성아파트)
원당서적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6(성사동)

엔에이치투오 카페라미
덕양구 무원로 19, 

무원8단지 상가 2층(행신동)
체스벅커피 덕양구 무원로36번길 46, 106호(행신동)

마을카페 민 덕양구 충장로 7, 306호(행신동)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6-12, 703호(행신동)

일산서구

카페명 주소 카페명 주소

베르니 공방카페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 54, 1층(대화동) 행복한책마을 일산서구 대산로 113, 501호(주엽동)

JJ갤러리심리카페 일산서구 일산로741번길 18(대화동) 두레협동조합 일산서구 중앙로 1471, 121,122호(주엽동)

로뎀나무 일산서구 송포로 216(가좌동) 미연전통음식연구소 일산서구 송산로 420-91(가좌동)

가좌문화카페
일산서구 가좌3로 45, 

가좌대우푸르지오아파트 2층(가좌동)
달님오시는길 일산서구 일산로803번길 78(대화동)

에듀팜댄싱플라워 일산서구 가좌동  933번지 주엽마실 일산서구 중앙로 지하 1431(주엽동)

애니스맘 일산서구 대화로 130(대화동) 비플러스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37, 1층(덕이동)

비채건강공작소 일산서구 대화1로 76, 104호(대화동) 행복한책방 일산서구 일산로741번길 13, 1층(대화동)

파머스체험가든 일산서구 중앙로 1736-59(덕이동) 아이엠 카페 일산서구 일산로 511(일산동)

일산동구

카페명 주소 카페명 주소

the 행복한 작은도서관 일산동구 고봉로 20-5, 3층 301호(장항동) 카페12pm 일산동구 일산로 241, 백마마을 상가 101호(마두동)

지니수제쿠키 일산동구 강송로113번길 47, 1층(백석동) 일산책다방북앤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38, A동 202호(풍동)

뜰안에 차 일산동구 일산로428번길 14-14(정발산동) 카페 일산, 일상 by.빙수팝 일산동구 무궁화로181번길 48, 1층(정발산동)

•문의 031-8075-2203  •신청 카페별 유선 또는 방문 접수

※ 고양시평생학습포털(www.goyang.go.kr/edu)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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