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물이 하나 둘 색을 바꿔 가는 

가을의 초입 9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외투를 찾게 한다. 

하지만 나들이 가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지금! 고양 도심에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나들이는 어떨까. 

오감이 쉴 새 없이 즐거운 가을 행사 

세 곳을 추천한다.

글  편집부   

사진  고양문화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도심에서 

즐기는 풍요로움

고양 

가을맞이 행사

가을이 특별해지는 시간

‘2019 고양가을꽃축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2019 고양가을꽃축제’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6일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펼쳐진

다. 무료로 진행되는 축제는 아름다운 가을꽃 정원뿐만 아니라 화

훼 체험과 판매장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 정원은 그야말로 천국이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이 드넓게 펼쳐지는 ‘가을빛 들판 정

원’, 가와지 볍씨를 주제로 한 ‘고양풍년정원’, 줄다리기와 제기차

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명랑 운동회’ 등이 조성된다. 

고양꽃전시관 실내에서는 화훼 장식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열린다. 

화훼 판매장과 화훼 소품 판매장도 운영된다. 고양시 화훼 농가가 

직접 키운 국화, 다육·선인장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019 고양가을꽃축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을 만들어보자.

일시  9. 28(토) ~ 10. 13(일)

입장료  무료

장소  일산 호수공원 일원

문의  고양국제꽃박람회(031-908-7750~2)

천년의 자랑 전통愛 물들다

‘2019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

경기도의 인간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진행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예능 종목 보유자들의 전통 공연과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의 장인

들이 제작한 작품 전시 등 총 67개 종목의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

진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특

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문화재의 가치를 느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전수 조교들이 현

장에서 관람객들에게 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

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예정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9월, 2019 경기도 인간문화 대축제에 들러 

인간문화재의 예술혼을 담은 작품과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

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져보자.

일시  9. 27(금) ~ 9. 29(일)  입장료  무료

개막식  9. 27(금) 17:00 ~ 18:00

장소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정발산역) 

문의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02-899-1664)

InformationInformation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추석을!

‘제7회 한가위마당 가와지 福떡 나눔누리’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해 고양 도심에서 추석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제7회 한가위마당 가와지 福떡 나눔누리’ 행사가 9월 15일 고양문화원(원장 이

승엽)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전통문

화공연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 3부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제1부 ‘전통문화 체험마당’에서는 가와지 송편 빚기, 가와지 떡메치기, 제기차기, 버

너 돌리기, 보름달에게 소원 빌기, 줄다리기 등이 준비됐다. 특히 고양문화원의 너른 

마당에서 참가자들이 빙 둘러앉아 반달처럼 이쁘게 송편을 직접 빚은 후에 바로 먹

어보는 프로그램은 단연 가장 인기를 끈다.

제2부 ‘한가위 고양시민 노래자랑’에서는 즐거운 추석의 흥을 한껏 살려 노래 실력도 

뽐내고 상품도 주어진다. 

제3부 ‘전통·현대·퓨전 한마당 축하공연’에서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풍물놀이, 전통무

용, 현대무용 등이 어우러진 신명 나는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참가한 시

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흥겨운 한마당이 마무리된다. 

올 추석에는 고양문화원에 들러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은 어떨까.

일시  9. 15(일) 14:00 ~ 18:00  

입장료  무료

장소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문의  고양문화원(031-96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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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고양

고양, 여기 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