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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클릭,문화현장-양림펭귄마을공예특화거리

새하얀뭉게구름이가득한파란하늘이유

난히예뻐보이는가을이다. 어디로든떠나고싶은

맑은하늘이지만코로나19로아직은자유로운외출

이조심스럽기도하다.

방문객이드문시간에 찾아갔던 광주시 남구 양

림동펭귄마을. 근대문화의거리,카페거리,셰프들

의맛집까지둘러볼곳많은양림동이지만이날은

모두제쳐두고펭귄마을에새롭게탄생했다는공예

특화거리로향했다.광주의핫플레이스로거듭나고

있는 펭귄마을은 최근 공예특화거리로 업그레이

드되면서지역을대표하는관광명소로자리매김하

는모습이다.

양림동공예특화거리는광주시남구가펭귄마을

내 전통가옥 20여채를 리모델링해 공방과 체험관

등을운영할수있도록한곳이다.광주시와남구가

양림동의노후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 관

광명소로탈바꿈시키기위해 2016년부터4년간펭

귄마을주변낡은가옥을매입해리모델링해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도해 온 공예특화거리는

판매장,체험관,전시장, MBC 오픈스튜디오등으

로구성됐다.현재목공예,도자기,그림,디자인아

트,주얼리등 13개공방이입주해관광객들에게공

예문화체험을제공하고있다.지난5월초부터순차

적으로입주가진행됐으며 6월 5일개장식을갖고

정식으로오픈됐다.공예거리로업그레이드된덕에

마을에더욱활기가넘쳐나는모습이다.

펭귄마을 입구를 지나 골목을 걷다보니 귀여운

펭귄한마리가 이쪽이쪽으로들어오라며손짓을

한다.깜찍한펭귄그림의권유를차마거절할수없

어따라들어간곳은 16동 문패를달고있는은반

지체험공방 은꽃이다.

반지며목걸이, 팔찌, 브로치등은으로만든액

세서리가다양하게진열돼있고한쪽에는공예가가

작업을하는공간도엿보인다. 간혹은반지를만들

어보고싶다는체험객이찾아오면하나하나작업과

정을설명해주며 나만의반지를만들수있도록도

움을주고있다.반지만들기체험시간은대략 30분

정도다.

바로옆 15동 핸드락은공예협동조합 6명의작

가가요일별로나눠공방을운영한다. 바느질과규

방공예퀼트, 천연염색, 꽃(압화), 도자기공예, 페

인팅까지이곳에모여있다. 오픈형공방이기때문

에작가들이작업하는모습을볼수도,전시장에서

마음에드는작품을구입할수도있다.

헤맬정도로큰규모는아니지만골목사이를누

비며공방을찾아다니는재미가제법쏠쏠하다.공

방을오고가는중간에작두샘과두레박체험을할

수있는공간도마련돼있다.

싸목싸목둘러보던중 수제 천 마스크를 두르고

재봉틀을돌리고있는 공예가가 눈에 들어와 자연

스럽게들어갔다.그림공방 떼소로다.

한옥건물을리모델링한덕에분위기가고풍스럽

다. 천정에는서까래를그대로노출시켜한옥의미

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떼소로에서는 섬유에 그림

을그려넣고옷이나가방, 전등갓, 슬리퍼등다양

한생활용품을만들어 전시 판매하기도 하고 때때

로체험을할수도있다.입체형마스크에양림동에

서자생하고있는호랑가시나무를그려넣어 하나

밖에 없는 마스크를 만들었더니 방문객들의 호응

이좋다고넌지시자랑한다.

한적한 골목길을따라 들어간 곳은 도자기 공방

인 마루도자기다.한쪽에서는도예가가작업을하

거나체험을할수있고,맞은편에는작품전시공간

이마련돼있다. 아기자기한꽃병과액세서리등이

전시돼있는이곳은 공예특화거리의 최고 뷰를 자

랑한다.

탁트인통유리너머에흰담벼락이아늑하게막

아주고담벼락너머로 초록 나무와 기와지붕이 그

림처럼 자리하고 있다. 친절한 미소를 지어보이는

도자기공예가는언제든 찾아와 도자기 체험을 할

수있다고홍보를잊지않는다.

MBC 오픈스튜디오는 라디오 생방송이나 유튜

브생중계가진행돼생방송을직접관람할수있고

이벤트나방송에참여할수있다. 매주월~화 정오

의희망곡박혜림입니다 수~금 놀라운세시가생

방송으로진행된다.

잠깐구경만하고지나칠수있는펭귄마을에공

예특화거리가생기면서체험도하고작가들의작업

현장을직접볼수있는 머무르다갈수있는 마을

로한층업그레이드된것같아방문객입장으로

도대환영이다.

정크아트로 탄생한 펭

귄마을에

공예거리가 들어서면서 시

너지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도긍정적인시각이다.버려

진폐품을작품으로만들어

펭귄마을 골목을 변화시킨

주역인김동균펭귄마을촌

장은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촌장명함까지더해졌다.

김촌장은 양림동펭귄마

을에 공예거리가 들어서면

서정크아트와공예의시너

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작

가들이작품활동을하는모습을직접볼수도있고

아기자기한예쁜작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는 공예

거리를많이이용해달라고말했다.

광주 공예산업과 도심재생을 연계한 양림동 공

예특화거리조성사업은지난7월국토교통부가주

최한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공공문화 건

축물 부문 대한건축학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마을 주체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심공동화문제를 해소하고 공간을 가꿔나갈 공

예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펭귄마을을 보존한

점이높은평가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

공방에따라공예특화거리 오픈 시간은 각기 다

르지만오전 11시부터는대부분의공방이문을연

다.전체휴무일은매주월요일이다.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쪽이쪽

펭귄손짓따라들어서면

골목골목

예쁜공예작품이반겨요

이쪽
이쪽

한옥을리모델링한그림공방 떼소로

정크아트로시작된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로업그레이드

낡은전통가옥20여채리모델링

공방 오픈스튜디오등운영

퀼트 천연염색 압화등체험

1 펭귄언덕에전시된펭귄조형물.가스통과

소화기를이용한정크아트다.

2 도자기공방 마루도자기 .

1

2

공예특화거리에서는체험을하거나공예가들

이만든수제품등을구입할수도있다.

오픈형
공방

핸드락
공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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