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예술시장 소소’9월 6일(토) 개장 

- 70세가 넘어 한글을 배운 할머니 시인과 20대 감각적인 캘리그래피 작가의 협업

- 9월 6일(토) 12시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정원에서 예술시장 소소 개장

- 성인 문해 교육을 받아 70세에 시인이 된 할머니와 젊은 캘리그래피 작가의 협업 전시

(6팀 특별 부스 운영)

- 하반기 소소시장은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되었던 상반기 운영 횟수를 하반기로 순연하여 진행>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반기 2회밖에 열리지 못했던 세종예술시장 소소가 하반

기에는 매주 토요일 총 10회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당초 소소시장은 지난 4

월부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세월호 참

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축소 운영되었었다.

하반기 소소시장은 9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70세가 넘어 한글을 배운 할머니 시인과 20대 감각적인 캘리그래피 작가의 협업>

□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인구가 총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 차지한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의 기초문해력 조사 결과’, 국립국어원,

2008>.

주변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

는 분들이 많고 ‘문맹’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비문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분들에게 문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문해

교육의 학습권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는 세상’ 그리고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

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소시장의 운영 취지를 살려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시화전에 참가한 할머니 할아버지 학습자분들과 소소시

장에 참여하는 젊은 작가팀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여 결과물로 나온

작품을 오는 9월 6일(토) 세종예술시장 소소에서 전시한다. 이번 소소시장은

문해교육을 위해 꾸준히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

진흥원과 세종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한다.

□ ‘문예진 캘리그래피 작가’는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문해, 위풍당

당 삶을 노래하다’ 에 5천여 작품 중 최종 선정된 130여 작품을 하나 하나

캘리그래피(손글씨) 작업을 통해 아트 부채를 제작한다. 한글을 이제 막 배

워 창작한 본인의 시가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한 황금순씨(경기도 안산, 70세)는 ‘이 시를 볼 때 마다 눈물이 난다. 그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그리고 지금의 내가 너무도 대견스럽기 때문인데, 젊은

작가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다시 태어난 것 같이 너무 감격스럽다.’ 고 소

감을 전했다.

문예진 캘리그래피 작가(26세, 서울시 구로구)는 ‘130여 작품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며 작업을 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떨림이 아직도 여전하다.

제 작은 재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협업

작업을 통해 제 작업 과정, 예술 활동의 참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

다.’ 고 작업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전했다.

□ 이 밖에도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정승빈, 윤의진, 양삼우, mizi show 작가가

할머니 할아버지 작품을 모티브로 일러스트와 캘리그래피를 통해 아트 엽서를

만들고 최선희 한복 디자이너는 스카프를 제작 할 예정이다. 또 그랜드 매거



진 ‘할’을 제작하는 김진영씨 등은 시화전 수상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인터뷰

한 특별 매거진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들의 작업 결과물은 오는 9월 6일(토)

소소 시장 내 특별 부스에서 전시되며 각 부스에는 젊은 작가와 할머니 할아

버지 작가 분들이 직접 나와 작품을 설명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뜻 깊은 시간

을 가질 예정이다.

황금순 할머니의 작품(시화전 수상작) 문예진 캘리그래피 작가의 작업

황금순 할머니와 작품 수정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소소시장에 전시

<‘세종예술시장 소소’ 란?>

‘세종예술시장 소소’ 는 문턱이 높고 소수의 문화예술 애호가를 위한 기관이라는
세종문화회관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일반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세종문화
회관의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에서 매회
약 80팀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고 소소한 인디밴드

의 라이브 공연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세종예술시장 소소’는 ① 소규모 창작물 중심의 시장 ② 소소한 일상과 시민과 눈



높이를 맞춘 예술이 만나는 시장 ③ 야외공간에서 한가롭게 거닐며 즐기는 문화예

술 시장이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 

기간
 2014. 9. 6(토) ~ 11. 1 (토) / 총 10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12:00 ~ 18:00

문 의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02) 399-1076~7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performance/view.asp?performIdx=22494&perf

ormCode=odet140320153100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jongartsmarket

매회 80여 팀의 작가 참여 1회당 약 8천명 관람객 방문

소규모 창작물을 만드는 작가 중심 재즈 밴드의 라이브 공연



담당부서 : 세종문화회관 홍보기획팀

홍보기획팀장 문 정 수 399-1140

담당 정 일 수 399-1142

담당 박 향 미 399-1148

문화재원팀 담당 강 봉 진 399-1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