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Goyang

고양시 100만 행복도시 +
고양시 도서관의 고백

2014. 10. 12(일) 오후 2시~5시 화정역 문화광장

┃1부┃  공연 앙상블, 댄스매직 퍼포먼스, 동아리(뮤지컬, 연극, 인형극) 공연  합동작품 

100만 도시 100만 시민 행주산성 만들기  독서문화 행사 연체도서 고백하기, 

체험부스(페이퍼 크래프트, 도자기 체험 등), 룰렛 이벤트 등  청소년카페 톡톡톡 

저자 강연회(나임윤경 교수), 고백 전시회 등

┃2부┃  Book Concert 
섬진강 시인 김용택 <오늘은 참 좋다>

| 주최 고양시 도서관센터 |    | 참여기관 고양시 15개 시립도서관, 고양시 이동도서관, 고양시 16개 공립작은도서관, 고양시 작은도서관협회, 고양시 

서점연합회, 덕양구 이동보건소, 청소년카페 톡톡톡, 어린이도서연구회 화정지회, 육군9사단 군악대,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홀트학교 | 

고양시 도서관센터  www.goyanglib.or.kr

Ⅰ지하철Ⅰ3호선 화정역 1, 2번 출구

Ⅰ마을버스Ⅰ  011, 012, 016, 020, 021, 022, 023, 027, 028, 
029, 030, 031, 032, 038, 060, 065, 072

Ⅰ도시버스Ⅰ  8433, 8439, 8450, 8455, 8478, 771, 11, 85-1, 
850, 706, 7728

Ⅰ좌석버스Ⅰ 85, 800, 1082, 1900, 3200, 9600, 3700, 9701

Ⅰ오시는 길Ⅰ

Ⅰ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8번길(화정동)    전화 031-8075-9215    팩스 031-965-5093Ⅰ

3 4

2 1

세이브존

맥도날드 베네치아
웨딩부페

농협은행

화정문화의 거리

화정시외
버스터미널화정역

문화광장

화정역

기업은행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돌림판을 돌리세요

(2회)

돌림판을 돌리세요

(1회)



| 1부 |

13:40~13:50    식전공연1.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13:50~14:00    식전공연2. 육군 9사단 군악대 공연

14:00~14:10    개막식

14:10~14:15    도서관 운영활성화 유공 시상

14:15~14:25    앙상블 공연–홀트학교

14:25~14:40    영어뮤지컬–주엽어린이<J.E.M>

14:40~15:00    어린이연극–아람누리<은빛>

15:00~15:20    인형극–행신어린이<뭉치>

| 2부 |

15:40~16:00    댄스매직퍼포먼스

16:00~17:00     섬진강 시인 김용택 Book Concert <오늘은 참 좋다>

14:10~14:30    인형극 ‘벌거벗은 임금님’

14:30~16:00    ‘나임윤경’ 교수 <일류대학 교수의 우리나라 교육현실 고백> 강연회

14:30~16:00    책 읽어주는 언니오빠의 <그림책은 맛있다>

Performance Schedule공연일정 Event Information행사내용

야외무대

청소년 카페 톡톡톡

섬진강 시인 김용택 <오늘은 참 좋다>  책, 작가, 음악이 함께하는 입체적 콘서트

북콘서트

‘나임윤경’ 교수 강연  일류대 교수님의 우리나라 교육현실 고백

강연

•책읽어주는 언니오빠의 <그림책은 맛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화정지회

• 체험부스  도서 알뜰장터 / 지렁이분토 만들기 / 도서관 십진분류속으로 go / 책

향기 추억속으로 back / 고(양시)bag만들기 / 백책갈피 만들기 / 독서노트 만들

기 / 페이퍼 크래프트 / 도자기 체험 /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프로그램

• 100만도시 100만시민 합동작품 만들기  고양시나 고양시도서관 또는 개인의 고

백메시지를 담은 클로버팩을 모아서 행주산성 만들기

• 고백 돌림판을 돌려라  각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펀칭을 받은 후 4회, 7회 

펀칭마다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각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쿠폰 추첨

• 연체도서 고백하기  연체된 도서를 책잔치 당일에 반납하면 대출 정지일을 부여

하지 않고 반납 처리하는 이벤트

• 고백쿠키, 고백 쪽지 이벤트  고백 글귀가 적힌 쿠키와 쪽지 뽑기

100만 시민 고백이벤트



| 1부 |

13:40~13:50    식전공연1.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13:50~14:00    식전공연2. 육군 9사단 군악대 공연

14:00~14:10    개막식

14:10~14:15    도서관 운영활성화 유공 시상

14:15~14:25    앙상블 공연–홀트학교

14:25~14:40    영어뮤지컬–주엽어린이<J.E.M>

14:40~15:00    어린이연극–아람누리<은빛>

15:00~15:20    인형극–행신어린이<뭉치>

| 2부 |

15:40~16:00    댄스매직퍼포먼스

16:00~17:00     섬진강 시인 김용택 Book Concert <오늘은 참 좋다>

14:10~14:30    인형극 ‘벌거벗은 임금님’

14:30~16:00    ‘나임윤경’ 교수 <일류대학 교수의 우리나라 교육현실 고백> 강연회

14:30~16:00    책 읽어주는 언니오빠의 <그림책은 맛있다>

Performance Schedule공연일정 Event Information행사내용

야외무대

청소년 카페 톡톡톡

섬진강 시인 김용택 <오늘은 참 좋다>  책, 작가, 음악이 함께하는 입체적 콘서트

북콘서트

‘나임윤경’ 교수 강연  일류대 교수님의 우리나라 교육현실 고백

강연

•책읽어주는 언니오빠의 <그림책은 맛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화정지회

• 체험부스  도서 알뜰장터 / 지렁이분토 만들기 / 도서관 십진분류속으로 go / 책

향기 추억속으로 back / 고(양시)bag만들기 / 백책갈피 만들기 / 독서노트 만들

기 / 페이퍼 크래프트 / 도자기 체험 /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프로그램

• 100만도시 100만시민 합동작품 만들기  고양시나 고양시도서관 또는 개인의 고

백메시지를 담은 클로버팩을 모아서 행주산성 만들기

• 고백 돌림판을 돌려라  각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펀칭을 받은 후 4회, 7회 

펀칭마다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각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쿠폰 추첨

• 연체도서 고백하기  연체된 도서를 책잔치 당일에 반납하면 대출 정지일을 부여

하지 않고 반납 처리하는 이벤트

• 고백쿠키, 고백 쪽지 이벤트  고백 글귀가 적힌 쿠키와 쪽지 뽑기

100만 시민 고백이벤트



100만

Goyang

고양시 100만 행복도시 +
고양시 도서관의 고백

2014. 10. 12(일) 오후 2시~5시 화정역 문화광장

┃1부┃  공연 앙상블, 댄스매직 퍼포먼스, 동아리(뮤지컬, 연극, 인형극) 공연  합동작품 

100만 도시 100만 시민 행주산성 만들기  독서문화 행사 연체도서 고백하기, 

체험부스(페이퍼 크래프트, 도자기 체험 등), 룰렛 이벤트 등  청소년카페 톡톡톡 

저자 강연회(나임윤경 교수), 고백 전시회 등

┃2부┃  Book Concert 
섬진강 시인 김용택 <오늘은 참 좋다>

| 주최 고양시 도서관센터 |    | 참여기관 고양시 15개 시립도서관, 고양시 이동도서관, 고양시 16개 공립작은도서관, 고양시 작은도서관협회, 고양시 

서점연합회, 덕양구 이동보건소, 청소년카페 톡톡톡, 어린이도서연구회 화정지회, 육군9사단 군악대,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홀트학교 | 

고양시 도서관센터  www.goyanglib.or.kr

Ⅰ지하철Ⅰ3호선 화정역 1, 2번 출구

Ⅰ마을버스Ⅰ  011, 012, 016, 020, 021, 022, 023, 027, 028, 
029, 030, 031, 032, 038, 060, 065, 072

Ⅰ도시버스Ⅰ  8433, 8439, 8450, 8455, 8478, 771, 11, 85-1, 
850, 706, 7728

Ⅰ좌석버스Ⅰ 85, 800, 1082, 1900, 3200, 9600, 3700, 9701

Ⅰ오시는 길Ⅰ

Ⅰ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8번길(화정동)    전화 031-8075-9215    팩스 031-965-5093Ⅰ

3 4

2 1

세이브존

맥도날드 베네치아
웨딩부페

농협은행

화정문화의 거리

화정시외
버스터미널화정역

문화광장

화정역

기업은행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돌림판을 돌리세요

(2회)

돌림판을 돌리세요

(1회)


	제4회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 ; 2014년 고양시도서관센터 팜플렛 ; 고백
	공연일정(Performance Schedule)
	야외무대
	청소년 카페 톡톡톡

	행사내용(Event Information)
	북콘서트
	강연
	참여 프로그램
	100만 시민 고백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