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리봉과 구로공단의 역사를 담은 장소특정
적 전시로 구로공단의 특수성을 담은 봉제 
관련 작품, G밸리와 연계한 매핑 작품, 공간
을 사운드로 탐색한 소리작품, 가리봉의 새
로운 모습을 담은 이주관련 작품 등으로 구
성된다. 가리봉을 둘러싼 공간과 역사의 순
간과 오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일시 2016.10.25.-11.6 (1시-7시)

오프닝 2016.10.26. 4시 30분

장소 가리봉 앵커시설

기획 김선민

큐레이터 전하영

기획팀 민철홍

참여작가 강명자, 권영자, 김선민, 김윤희, 
김순석, 김창훈, 김해담, 민철홍, 서승인, 이
윤미, 전은영

주관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구로문화공단

후원 서울시, 구로구청, 서울연구원, 구로문
화재단

가리봉 ‘같이방’ 프로젝트/  구로문화공단 협동조합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역이었던 벌집의 역사와 가치를 재고하는 프로젝
트로 벌집을 미래문화유산적 가치를 함유한 자산으로 재발견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이다.

가치 있는 ‘같이방’, 같이 사는 ‘같이방’ 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보는 세 가지 프로그램

(* 포스터 원본은 파일로 첨부)

1. 명자영자의 같이방 展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근무했고, 가리봉 벌집
에 거주했던 미싱박사 명자언니와 가리봉을 
걷고 보고 이야기 나누며 과거와 현재의 가
리봉을 만난다.

앵커시설에 마련된 ‘명자언니의 미싱공방’에
서 노동양말과 노동손수건을 만들며 노동과 
생산의 의미를 돌아본다.

일시 2016.10.26. (10:30/ 3:00)

주관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구로문화공단

후원 서울시, 구로구청, 서울연구원

협력 도토리문화학교

다양한 벌집 주인들의 역사와  지역의 역
사가 가리봉 앵커시설을 무대로 주민들의 
퍼포먼스와 무용 퍼포먼스로 공연된다.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수출의 여인’을 형
상화 하는 무용 퍼포먼스와 가리봉과 구
로공단의 역사를 현재로 재생하며 벌집을 
같이방의 숨결로 불어넣는다.

연출 김선민, 백종관/ 구로문화공단

출연 권영자, 박가영, 박경주, 오선아, 이선, 
장대식 & 가리봉 주민들

무용 조연희, 김준환, 염정연, 진다운

일시 2016.10.26. (10:30/ 3:00)

주관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구로문화공단

후원 서울시, 구로구청, 서울연구원

2. 명자언니와 같이방 걷기

3. 같이방 공연 ‘수추르 여인’



구로문화공단 협동조합은 2013년 구로공단 현대사 리서치와 공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예술가, 구로공단 노동자,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특수성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재
생하는 그룹으로 노동과 예술의 협업작업과 구로지역과 가리봉지역의 전문성
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같이방 프로젝트의 ‘명자’, ‘영자’ 선생님 소개

강명자
미싱박사 강명자 선생님은 1980년대 구로공단 대우어패럴에서 미싱사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독산동 일대에서 미싱일을 하고 있는 미싱장인이다. 구로공
단 투어코스 개발과 현대사 리서치 활동으로 구로문화공단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었으며, 공공예술 프로젝트 활동으로 새로운 영역의 노동예술 작가로도 활동
하고 있다. 봉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명자 선생님은 노동의 건강성
에 방점을 두고 가리봉과 구로공단의 삶의 궤적을 지역주민과 나누고 있다.
“나는 판사, 의사, 검사처럼  ‘사’자 직업이다. 미싱사. 옷을 만들고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미싱박사다.”

권영자
권영자 선생님은 강명자 선생님과 함께 1980년대 구로공단 대우어패럴에서 미
싱사로 일을 한 동료이자 친구이다. 대우어패럴에서 강명자 선생님과 구로동맹
파업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고, 이후 구로지역과 가리봉지역 일대에 머물며 결
혼, 육아, 활동, 생계를 보내며 구로공단 근현대사의 미시사적 궤를 담고 있는 
인물이다. 구로문화공단의 일원으로 구로공단과 노동의 주제어로 다양한 손만
들기 작업과 노동예술 협업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 중이다. 같이방 공연 
수추르 여인에서는 주인공 ‘영자’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명자영자의 같이방 展

전시장 입구

4. 같이방 프로젝트 사진



김선민 매핑 작품 - G밸리 방

박새솜 매핑 작품 - 구로 IT 여공의 방

서승인 매핑 작품 - 구로디지털 1단지 지하
식당 방 김창훈 매핑 작품 - 가리봉 소리방



강명자 매핑 작품 - 명자언니의 미싱길 권영자 매핑 작품 - 영자의 전성시대

명자언니의 미싱공방

민철홍 매핑 작품 - 구로공단 정수장 이윤미 매핑 작품 - 가리봉길



전시장 스케치



같이방 공연 수추르 여인

명자언니와 같이방 걷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