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인문학을 만나는
향교·서원

선





조선시대 지성과 문화예술의 요람이었던 향교와 서원의 인문정신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역사문화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향교 · 서원 지역별 가이드

경상남도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강원도강원도

경기도경기도

충청북도충청북도

전라북도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경상북도
충청남도충청남도

전라남도전라남도

제 주 도제 주 도

인천인천

광주광주

서울서울

15

16

17

19

20

21

22

23

25

26

29

30

31

32

33

34
35

36

27 18

14

2

4

5
67

8

11

1213

10

9

37

38
39

41

40

42 4344

4546

47

4849

50

51
53

54

55

56

57 58

5960

61

62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106

107

108109

110

52

111

114

115

116

112

113

1

3

24

28



번호 지역 사업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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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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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지성이 깃든 
향교·서원



인문학강좌

인성교육

국악‧클래식

음악회

전통의례

예절교육

무용·연극

민속공연회



188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001 양천향교의 맛과 멋을 찾아서

향교에 내재된 가치와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문화체험상품 
제공을 통해 강서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향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양천향교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 양천현 유생선발 캠프 유료

일정	 9월 11일~11월 6일(총 5회)
장소	 양천향교 일대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회당 20명) ※ 1인 10,000원

내용	 		조선수학의 비밀 / 유생떡볶이 만들기 체험 / 궁도
예절과 국궁체험 / 전통생활예절교육 및 다도체험

천문학자 겸재정선을 아시나요? 유료

일정	 7월 2일~9월 15일(총 8회)
장소	 양천향교, 궁산 소악루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 / 저학년(회당 20명) 
         ※ 1인 5,000원

내용	 		관상감 겸재정선과 떠나는 별자리 이야기 / 전통 
별자리 관측체험 / 조선수학 통해 조선시대 달력 
만들기

양천현 유생, 요리로 시(詩)를 짓다 유료

일정	 6월 12일~8월 28일(총 7회)
장소	 양천향교 명륜당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단위	

(회당 20명) ※ 1인 3,000원

내용	 		조선시대 선비요리교육 / 텃밭체험 / 유생떡볶이 
만들기 / 서예캘리그라피 교육 / 서예캘리그라피로 
요리에 대한 시 짓기, 발표

양천향교 문화기획가 양성과정

일정	 3월 30일~5월 31일(총 10회)
장소	 양천향교 명륜당
대상	 		지역민(15명)
내용	 		지역 역사문화 복습 / 문화재 활용사업 안전관리교육 / 문화재 활용 기획 이해 / 	

문화재 활용 사례 분석 /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서 작성 방법 및 실습

문의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02-2600-6456
한국문화관광연구소	
070-8810-7242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2017yc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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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의 역사성과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소학을 다양한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동서원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도동서원	
(사적 제488호, 보물 제350호)

문의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4
(재)달성문화재단	
053-659-4286

홈페이지
http://www.dsart.or.kr/index.php

도동서원의 하루 

일정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일원
대상	 어린이
내용	 			도동서원의 건축, 풍경,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체험 교구를 통해 다각화적인 시선으로 
서원 탐방하기

도동 선비생활

일정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일원
대상	 청소년
내용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 지은 시를 감상하며 그의 

인문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을 통해 선비문화 이해하기

도동 문화교실 

일정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일원
대상	 성인
내용	 			도동서원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예 · 체능을 체험하며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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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서원, 빗장을 열다!

‘서원’이라는 전통공간에서 전통문화 및 선비문화 체험과 서원 음악회 등을 진행하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친근함 제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구암서원 숭현사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 연비(鳶飛) 디미방 유료

일정	 4월~10월(20회)(7, 8월 제외)
장소	 구암서원 연비루
대상	 지역민(15명) ※ 1인 10,000원

내용	 		고성이씨가 전하는 약밥과 선비들의 차&디저트 
이야기

서원(書院)의 일상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10회)
장소	 구암서원
대상	 지역민(25명)
내용	 		전통 강학공간인 서원(書院)에서 사자소학 등 

선비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

친숙하고 친절한 밥상, 친밀(親-meal)

일정	 3월~12월(3회)
장소	 구암서원
대상	 		지역민(15명)
내용	 		선비밥상 재현과 대구의 오미(五味)를 만들어

보는 시간

구암서원, 욜로(YOLO) 오세요

일정	 9월~10월(1회)
장소	 구암서원
대상	 		지역민(50~100명)
내용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서원과 이색공연의 결합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와 친근함 제고 / 구암서원 	
설립 배경을 미디어 파사드와 공연으로 알아보고 구계 서침 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본받음

문의
북구청 관광과	
053-665-2352
(사)영남선비문화수련원	
053-959-7202

홈페이지
www.sunbica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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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칠곡향교 빗장을 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 영남유교 문화전통과 미래적 가치관을 겸비하는 
대구시의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혁신
칠곡향교 대문을 활짝 열어 시민 모두를 위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구시의 ‘융합 문화 공간’
으로 전환

대구광역시 
북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칠곡향교 대성전	
(문화공보부 건조물 사적 142호,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

문의
북구청 관광과	
053-665-2352
칠곡향교	
053-322-0430

홈페이지
http://www.chilgokhyanggyo.org/

영남 선비문화 살롱 

일정	 		4월 7일~6월 9일(매주 수요일, 총 	
8회) / 10월 6일~11월 24일(매주 
수요일, 총 8회)

장소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성인(각 회별 40명)
내용	 		영남선비정신을 인문학적으로 재

해석하고 체험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 선비문화를 
조성

칠곡향교에서 듣는 이야기 문사철
(文史哲)

일정	 		3월 8일~4월 5일(매주 월요일, 총 
5회) / 9월 6일~10월 11일(매주 	
월요일, 총 5회)

장소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성인(각 회별 40명)
내용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경전과 

역사, 인물, 예술 등의 분야를 융합
하는 학문과 미학(예술)의 가치를 
탐색

엄마와 함께하는 칠곡향교  
선비놀이

일정	 		5월 15일~6월 12일(매주 토요일, 
총 5회) / 10월 16일~11월 13일(매주 
토요일, 총 5회)

장소	 		칠곡향교
대상	 초등학생 1~4학년 및 보호자
내용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놀이로 재현, 흥미와 재미속에서 
부모와 함께 습득하여 실생활에서 
실천

선비 문화체험  
“서원, 고택 알아보기 탐방”

일정	 		4월 8일~10월 14일(총 5회)
장소	 		경상도 · 전라도 일원
대상	 성인(각 회별 40명)
내용	 		서원 · 고택을 직접 탐방하여 알아	

보고 선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함

칠곡향교 가을 힐링 음악회

일정	 		9월 30일(변경 가능)
장소	 		칠곡향교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와 	

선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국인의 
‘藝’의 한마당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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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광주향교에서 현대적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광주향교가 광주도심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관광벨트 안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을 겸비하는 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함

광주광역시
남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광주향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현대적 선비 품격 갖추기

일정	 		① 5월~10월(6회) / ② 5월~11월(5회)
장소	 ① 임방울 전시관 / ② 광주향교 일원
대상	 ① 20명 / ② 15명
내용	 		① 풍류와 함께하는 선비 한마당 / ② 선비의 하루 체험하기

정의롭고 따뜻한 품성 만들기

일정	 		① 3월~12월 / ② 8월~12월(2회)
장소	 ① 충효교육관 / ② 광주향교 일원
대상	 시민, 유림, 학생, 외국인 등 1,000명
내용	 		① 전통예절 체험교실 운영 / ② 전통놀이 체험 및 경연대회

선현의 얼과 언행 이어가기

일정	 		① 4, 10월 / ② 5월 / ③ 9월(1회)
장소	 		① 소수서원, 돈암서원 / ② 충효교육관 / ③ 광주향교 일원
대상	 ① 150명 / ② 10명 / ③ 600명
내용	 		①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서원 탐방 / ② 성년식 체험하기 / ③ 기로연 행사

전통유교 문화 재현하기

일정	 		① 10월 / ② 11월
장소	 		광주향교 일원
대상	 시민, 유림, 학생, 외국인 등 500명
내용	 		① 과거시험 재현 / ② 향교 문화 백일장

문의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3
광주향교	
062-672-7008

홈페이지
http://www.gjhyanggy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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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무양 in the City

도심 속에 위치한 무양서원이 문턱 낮은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전통과 오늘의 일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층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무양서원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문의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8255
(사)광주문화나루	
062-672-6966

홈페이지
http://www.wolbong.org/

담장 너머 무양

무양에서 만난 어의 - 思全약방문
일정	 4월~11월(14회)
장소	 		무양서원 경내 및 이택당
대상	 		초 · 중학생 및 일반인	

(회당 20~50명)
내용	 		무양서원 배향인물인 어의 최사전과 

관련된 체험 활동

무양, 청년선비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무양서원 경내 및 근린공원
대상	 중학생(회당 20~50명)
내용	 				최부의 ‘표해록’을 청소년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는 체험프로
그램

무양 나눔학당

무양, 백세별곡
일정	 4월~11월(9회)
장소	 		무양서원 및 노인복지센터
대상	 실버계층(회당 20명 내외)
내용	 		배향인물 어의 최사전을 통해 배우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무양, 다(多)누리선비
일정	 4월~11월(8회)
장소	 		무양서원 및 다문화복지센터
대상	 다문화가족(회당 20명 내외)
내용	 				다문화가정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 · 교류하는 	
프로그램

숨은서원 그림찾기

일정	 4월~6월
장소	 		무양서원 경내 및 주변
대상	 		일반인
내용	 		무양서원의 대표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 시설물 배치 사업

무양사랑방 - ‘들樂날樂’

일정	 4월~11월(2회)
장소	 		무양서원 경내 및 근린공원
대상	 		지역민(회당 70명)
내용	 		서원 인근의 주민들(공동체)이 무양

서원을 거점으로 배우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마을 문화재 축제 프로그램

우수사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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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월봉, 선線을 넘다

월봉서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비전 제시
호남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역사, 인물, 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대표 전통문화체험 관광산업으로 성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월봉서원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

문의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8255

홈페이지
www.wolbong.org

체험 프로그램

선비의 하루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인	

(회당 30~60명)
내용	 		서원을 배경으로 선비의 일상을 친근

하게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일정	 4월~11월(6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가족, 단체(회당 30명)
내용	 		놀이와 예술로 배우는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

인문워크숍 프로그램

고봉다움 고봉다음 사전신청 
일정	 사전예약(5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회당 50명
내용	 		단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색다른 

월봉서원 인문워크숍

선비문화 교류 프로그램

월봉, 선(線)을 넘다 사전신청 
일정	 4월~11월(아카데미 5회, 교류 1회)
장소	 		지역교류, 남북교류
대상	 		회당 30~50명
내용	 		북한 문화 아카데미 개최 및 타지역 

서원 교류

인문강연 · 공연 프로그램

살롱 드 월봉
일정	 4월~11월(6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가족, 단체(회당 40명)
내용	 		고봉과 퇴계의 사단논쟁을 잇는 인문

토크콘서트

월봉로맨스 사전신청

일정	 4월~10월(6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가족(회당 50명)
내용	 		월봉로맨스(장소특정형, 관객참여형 

놀이연극)

오페라 조선브로맨스
일정	 5월~11월(2회)
장소	 		월봉서원
대상	 지역민(회당 50명)
내용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두 학자의 

브로맨스를 다룬 오페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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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마실

유생 체험, 전통 예술 공연 등을 통해 전통 문화에 친숙함을 갖고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도산서원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문의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288-2713
(사)백제문화원	
042-471-7211

홈페이지
www.gajahistory.kr

도산의 화공

일정	 		4월~5월(10회)
장소	 도산서원
대상	 청소년 이상 성인 및 외국인(20명 내외)
내용	 		옛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여러가지 소망을 

담은 민화 그려보기

유생의 하루

일정	 		4월~11월(9회)
장소	 도산서원
대상	 아동, 성인(20명 내외)
내용	 		도산서원에서 유생복을 입고 도산서원에 담긴 

십자훈의 뜻을 담은 인성교육 및 체험, 답사를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함

도산 와유회

일정	 		9월(1회)
장소	 도산서원
대상	 지역민(60명 내외)
내용	 		예술 공연을 진행하여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역할을 되새겨봄

청춘날다

일정	 		5월(1회)
장소	 도산서원
대상	 청소년(20명 내외)
내용	 		의례적인 행사로 변한 성년례를 본래의 의미로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바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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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유성, 선비가 되다

610년의 진잠향교의 역사만큼 새로운 도약의 교육기관으로의 탈바꿈 시도, 전통교육기관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전통선비문화를 현대에 되살려내어 인륜과 도덕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펼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진잠향교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

문의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042-611-2078
유성문화원	
042-823-3915

홈페이지
http://www.yuseong.or.kr/

선비의 탄생(仁)

옛 전통 가락과 함께하는 향교
일정	 		상시
장소	 		(온라인)
대상	 시청자

유생들의 향교
일정	 		5월 13, 20일 10:00~12:00(총 2회)
장소	 		진잠향교 내 명륜당, 양영루, 마당

(온라인)
대상	 관내 유치원생 5~7세(40명 이하)

선비정신  
- 바르게 행하여 역사를 이끈다(義)

시낭송 아카데미
일정	 		7월~9월 18:00~20:00(총 12회)
장소	 		(온라인)
대상	 관내 지역민

시낭송 발표회
일정	 		10월 17:00~18:00(총 1회)
장소	 		진잠향교 내 명륜당, 양영루, 마당

(온라인)
대상	 관내 지역민

향교, 어진 뜻으로 선비를 기르다(志)

시조창 아카데미
일정	 		7월~9월 10:00~12:00(총 12회)
장소	 (온라인)
대상	 관내 지역민

시조창 발표회
일정	 		10월 17:00~18:00(총 1회)
장소	 		진잠향교 내 명륜당, 양영루, 마당

(온라인)
대상	 관내 지역민

예로써 다스리다(禮)

가족과 함께 다도수업
일정	 		10월(총 1회)
장소	 		진잠향교 내 명륜당, 양영루, 마당

(온라인)
대상	 온라인 참여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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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인천향교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 체험

문화재인 인천향교에서 교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 교육 ·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의 의미를 찾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인천향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전통 문화 교감 가족캠프 유료

일정	 5월~12월(6회)
장소	 인천향교
대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30명) 
내용	 	청소년 가족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가족

캠프

공자와 톡톡톡! 청소년 선비를 꿈꾸다 자유학기제

일정	 5월~12월(6회)
장소	 인천향교
대상	 청소년(50명)
내용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향교체험 및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달빛공감 음악회

일정	 5월~12월(4회)
장소	 인천향교
대상	 일반인(100명)
내용	 	자연경관과 문화재의 조화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와 힐링프로그램

문의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	
032-880-7971

홈페이지
https://www.michuhol.go.kr/culture/
content.do?sq=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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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슬기로운 향교생활

전통교육기관이자 인문정신이 담긴 문화유산 부평향교의 가치를 살려 현대적 교육시설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맞춤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지역 문화재 항교에 대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부평향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

꼬마 선비의 탐정 도전기

일정	 		6월 중 09:00~12:00(총 4회)
장소	 부평향교
대상	 초등학생,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향교의 가치를 살려 현대적 교육시설로서 전통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항교에 대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보기

도전! 위패를 구하라

일정	 11월 중 09:00~12:00(총 4회)
장소	 부평향교
대상	 초등학생,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향교에 모신 성현들을 나타내는 위패의 의미를 배우고 병자호란 때 향교의 위패를 

구한 부평향교의 인물 송윤에 대해 알아가기

부평향교 인생학교 자유학기제

일정	 9월 중 14:00~16:00(총 4회)
장소	 부평향교
대상	 청소년(회당 20명 내외)
내용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분주하게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부평향교에서의 전통 프로

그램을 통해 재충전 제공

달빛 가득 부평향교

일정	 5월 중 19:00~21:00(총 1회)
장소	 부평향교
대상	 일반인(100명 내외)
내용	 		부평향교에서 전통공연과 함께 체험마당을 	

진행하여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으로 향유

문의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32-450-5824
계양문화원	
032-450-5753

홈페이지
http://www.igy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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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대공감 유遊학學길ROAD

울산향교와 지역의 서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들이 지역의 향교 · 서원 
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체험을 즐기고 향교 · 서원이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 달빛 풍류 21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울산향교, 구강서원
대상	 지역민, 가족(회당 100명 내외)
내용	 		① 음악회(4회) / ② 서원 아뜰리에(2회)

빛나는 유생의 꿈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구강서원
대상	 중학생(회당 30명 내외)
내용	 		울산지역의 중학교와 연계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꿈과 끼 찾기

선비들의 문화 나들이

일정	 		4월~12월(총 48회)
장소	 구강서원
대상	 		사회적약자(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직장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내용	 		꽃 피는 인생2막 프로젝트

수수께끼 유학놀이터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구강서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회당 30명 내외)
내용	 		전통놀이와 전례동화로 배우는 놀이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울산향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3
통합문화예술교육 바로	
052-267-0033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art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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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언양향교, 문화에 물들다

조선시대 관학인 향교를 활용하여 선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정신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문화향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해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노년의 삶의 주체의식 고양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언양향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지역민과 함께 세시풍속 놀이 및  

전통문화체험

일정	 		3월~11월(총 16회)	
① 세시풍속(8회) / ② 전통문화체험(7회) / 	
③ 선진지 탐방(1회)

장소	 언양향교 및 마을 경로당
대상	 65세 이상 지역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내용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시풍속놀이 재현 및 전통

문화체험

나를 찾아가는 역사이야기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총 30회)
장소	 학교 교실 및 향교 유림회관, 경내
대상	 지역내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
내용	 		중학생 자유학기제 연계, 해설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활동의 역사융합
프로그램으로 역사가 쉬워짐

언양향교와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예향 제4회

일정	 		8월~9월 중(1회)
장소	 향교 야외 잔디밭
대상	 지역민
내용	 		울산시립예술단과 콜라보로 진행하는 문화공연

고3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유생체험 
(관례 포함)

일정	 		9월 말~12월 중순(10회)
장소	 향교 경내 및 유림회관
대상	 서울주 고등학생 3학년 대상
내용	 		고3(진로 결정 후)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문소양 및 도덕성 회복

문의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성균관유도회언양지부	
052-264-0630

홈페이지
http://blog.daum.net/csound20

우수사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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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향교의 사계, 문화로 꽃 피다

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새롭게 계승하고 세종시민에게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 재고,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프로
그램으로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연기향교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6호)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한음	
044-863-4219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향교의 사계

항교에서 맞이하는 사계절 체험
일정	 5월~11월(총 4회)
장소	 연기향교
대상	 		전연령(회당 200명)
내용	 		[봄] 향교 음악회 ‘제7회 마중’ / [여름] 향교, 	

메밀꽃 마실 / [가을] 구구절절 중양절 / [겨울] 
건축인문학 여백

세종in 유학 유료

인성 · 감성 교육 ※ 향교의 역사적 유래 교육(척화비 등)

일정	 5월~11월(총 56회)
장소	 연기향교
대상	 		전연령(회당 20명)
내용	 		[무료] 이야기 천자문, 캘리를 만나다 / 천년의 

지혜, 사서삼경 / 유생, 스마트폰으로 통하다	
[유료] 청소년이 두드리는 장구교실 / 다도강사
양성과정 / 전통문화놀이 전문가양성교육	
※ 각 50,000원

우리 문화유산 탐방

일정	 9월~11월(총 2회)
장소	 전국
대상	 		전연령(회당 80명)
내용	 		[세종문화유산 답사] 뱃길따라 부강나들이 /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탐방

전통의례

일정	 11월~12월(총 1회)
장소	 연기향교 명륜당(뜰)
대상	 		고등학생, 부모(160명)
내용	 		[성년의 문에 들어서다] 성년례

우수사업 18 19 20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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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전의에서 배우는 슬기로운 향교생활

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새롭게 계승하고 세종시민에게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 재고,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프로
그램으로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전의향교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7호)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전의향교	
044-566-6158

홈페이지
http://blog.daum.net/csound20

가마귀 눈비맞아

일정	 5월~9월(총 15회)
장소	 전의향교
대상	 		노년층(매회 30명)
내용	 		[시조로 배우는 전의 이야기] 전의 역사 이야기 

/ 시조 익히기, 시조창 공연	
[민화로 익히는 예술] 새로운 도전, 민화 / 담벼락 
민화 전시

세종 어린이 인성 향교

일정	 5월~9월(총 15회)
장소	 전의향교
대상	 		어린이, 청소년(매회 50명, 다문화)
내용	 		효경으로 배우는 예절 / 다도로 익히는 예절 / 	

1박2일 夜한 향교

유교로 떠나는 마실여행 자유학년제

일정	 11월~12월(총 1회)
장소	 성균관
대상	 		전연령(40명)
내용	 		(마실 여행) 성균관 봉심례로 배우는 유교의례

풍류 愛 전의사랑방

일정	 5월~9월(총 15회)
장소	 전의향교
대상	 		전연령(매회 30명, 다문화)
내용	 		[사랑방의 멋] 멋있는 전의역사 이야기 / 단오제 	

이야기(단오행사) / 도자기로 들어간 향교(도자	
체험) / 장승제 체험(   기, 지신밟기, 세우기), with 
지게장인 조태식 	
[사랑방의 맛] 전의초수 왕의 물김치 / 조치원 
복숭아 고추장 / 다문화 음식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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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

교육 기능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제공+힐링과 휴식 장소의 ‘친근한 우리 지역 문화재 – 복합 문화 
공간 <수원향교>’ 역할 제안을 통해 문화재 문턱을 낮추는 계기 마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수원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경기도
수원시

힐링이 있는 수원향교 休
일정	 7월~8월
장소	 수원향교
대상	 일반인(60명)
내용	 		지역주민의 새로운 문화 휴식 공간

교육이 있는 수원향교 學
일정	 7월~9월
장소	 수원화성 일원
대상	 중학생(30명)
내용	 		수원향교와 수원화성을 알리는 청소년 지역	

해설사 양성 및 실습

재미있는 수원향교 遊
일정	 6월
장소	 수원화성 일원
대상	 중장년층(12명)
내용	 		수원향교와 수원화성을 알리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및 실습

수원향교 유생들의 나날

일정	 9월~10월
장소	 수원향교
대상	 초등학생 3~6학년 단체(10~20명)
내용	 		체험과 게임을 통한 조선시대 유생들의 생활 

간접 경험

문의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2413
수원문화재단	
031-290-3552

홈페이지
http://www.sw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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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미션! 사라진 동재·서재를 찾아라

서원철폐로 훼철된 운계서원을 창의적 상상력으로 복원하고 교육의 기능 및 관광의 기능의 서원
으로 부활해 현재와 미래의 서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

경기도
양평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운계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8호) 미션! 사라진 동재 · 서재를 찾아라

일정	 		4월~10월 월, 수요일(총 16회)
장소	 초등학교, 운계서원
대상	 400명
내용	 		사라진 동재 · 서재를 창의적 상상력으로 복원	

하고 교육의 기능을 꽃피우는 프로그램

학교 속 VR 서원찾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 월, 수요일(총 2회)
장소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	 50명
내용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강의+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VR(AR)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계서원에서 택배가 왔어요

일정	 		6월~10월
장소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	 500명(20학급)
내용	 		VR 콘텐츠를 포함한 체험교보재박스를 제작	

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고지도 속 양평을 이야기하다!

일정	 		9월~10월(총 2회)
장소	 지평향교, 운계서원
대상	 60명
내용	 		고지도 속 관광(서원 · 향교 · 사찰)+공연(서원 · 

향교)을 결합한 관광상품

문의
양평군청 문화예술팀	
031-770-2475
한국교육문화재단	
031-215-9042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u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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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임진왜란 영웅들의 업적을 재조명한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포천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특별한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를 통해 
오성과 한음의 정신을 느껴보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경기도 
포천시

2021 온고지신 탐험대 유료

일정	 		5월~9월(총 2회)
장소	 용연서원, 화산서원, 포천향교 등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우리 고장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서원에서 유교적 

사상이 깃든 체험을 진행하고, 주요 문화유산을 
답사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체험형 탐방 프로그램

조선을 구한 히어로즈 : 백사 이항복편

일정	 		4월~6월(총 2회)
장소	 용연서원, 화산서원 일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조선의 영웅 8인을 재조명해보고 난세를 극복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미션게임으로 만나보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오성과 한음에게 길을 묻다! 자유학년제

일정	 		9월~11월(총 1회)
장소	 용연서원, 화산서원 일원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30명)
내용	 		오성과 한음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던 

멘토 · 멘티에 착안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향교의 재발견, 톡 투유(talk to 儒)!

일정	 5월~11월(총 2회)
장소	 포천향교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과거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의 의미와 

그 가치를 배우고, 오직 향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문화 	
체험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문의
포천시청 문화체육과	
031-538-2106

대상문화재
용연서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
화산서원	
(경기도 기념물 제46호)
포천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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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조선의 선비정신, 용인에서 꽃피우다

용인의 향교 · 서원 3개소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 / 향교 · 서원의 인문정신문화 
계승을 위해 지역 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조명 / 향교 · 서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용인의 대표 활용사업으로 브랜드화하여 향교 · 서원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

경기도
용인시

주요프로그램

풍류꽃을 피우다  
- 화조풍월! 新풍류체험 유료

일정	 		5월 22, 29일 토요일 
11:00~16:00(총 2회)

장소	 심곡서원, 양지향교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200명)
내용	 		선비의 풍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선비의 하루, 백일장, 전통공예체험	
및 국악공연 감상을 할 수 있는 新
풍류체험

별자리로 배우는 성리학

일정	 		8월~10월(총 10회)	
※ 참가신청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장소	 충렬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성리학적 우주론을 별자리와 관련된 

강의와 체험을 통해 쉽고 흥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용인의 조선 선비열전

일정	 		6월 1, 8, 15, 22, 29일(총 5회)
장소	 충렬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용인의 조선시대 선비 유학자 등 

용인의 향교 · 서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인문학 강의 및 답사

온고지신, 뉴트로 향교 · 서원

일정	 		9월 1, 8, 15, 29일, 10월 6, 13일	
(총 6회)

장소	 심곡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온고

지신’이 최근 새로운 복고를 뜻하는 
‘뉴트로(Newtro)’와 맞닿아 있음을 
알고 전통민화를 재해석한 캘리그
라피 체험

달花달花,  
달빛에 물든 향교 · 서원 유료 1박2일

일정	 		8월 14~15일, 28~29일(총 2회)
장소	 심곡서원, 양지향교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향교 서원에서 1박2일 동안 인성

예절교육, 국악공연, 전통자개체험 
등을 통해 향교 · 서원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포은과 정암의 대화, 인문학콘서트

일정	 		8월 21일 토요일 18:00~20:00	
(총 1회)

장소	 심곡서원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포은 정몽주와 정암 조광조가 대담을 

나누는 역사인물 가상 토크콘서트

문의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144
더봄봄	
031-227-4043

대상문화재
심곡서원	
(사적 제530호)
충렬서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
양지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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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통진으로 통하다

다년간 축적된 사업 노하우로 정신문화재인 향교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보편적 문화
향유를 실현하고, 살아있는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향교의 가치를 전승 · 발전시킴

경기도 
김포시

통진으로 통하는 배움터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총 15회)
장소	 통진향교, 통진 이청
대상	 중학생
내용	 		자유학년제 지원프로그램

차별 없는 향교 누리기

일정	 4월~11월(총 5회)
장소	 통진향교, 통진 이청
대상	 노인, 다문화, 특수학급, 장애인 등
내용	 		사회적약자 배려 프로그램

달하 노피곰 도다샤 유료

일정	 9월(총 1회)
장소	 통진향교, 통진 이청
대상	 지역민
내용	 		전통문화공연

우리도 어른, ‘관계례식’ 유료

일정	 5월(총 1회)
장소	 통진향교, 통진 이청
대상	 고등학생
내용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통진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0호)
통진 이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6호)

문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새여울21	
031-997-0407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	
21newyears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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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향교! 3D 스캔을 만나 움직이다

3D 스캐너, VR 스캐너, 드론, GPS 수신기 등 과학적 기기를 통해 현대적인 시선에서 향교를  
이해하고, 현재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을사람들의 문화 공유 장소로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확립

경기도
김포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김포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9호) 향교! 3D 스캔을 만나 움직이다

일정	 		5월~11월
장소	 김포향교
대상	 일반인(460명)
내용	 		‘VR로 만나는 향교’를 통해 실감나는 향교와의 	

만남, 개인 VR뷰어 만들기, ‘열려있는 향교, 	
즐거운 향교’를 추구하며 가족들과의 추억 공간
으로 재창조

한옥! 획을 긋다

일정	 		4월~11월
장소	 김포 관내 학교 및 단체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600명 내외)
내용	 		‘VR-AR 콘텐츠로 만나는 김포향교’ 교재를 	

통한 김포향교의 이해, 향교의 건축인 한옥의 
이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재 꾸러미 
사업

캠프닉 ‘유생의 하루’

일정	 		6, 10월
장소	 김포향교
대상	 관내 어린이(50명 내외)
내용	 		향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 2회 진행, 	

유생으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향교 의미를 
부각시킨 작은 공연으로 본래의 가치 계승

문자도에 인생을 담다

일정	 		6월~11월
장소	 김포향교
대상	 지역민(20명 내외)
내용	 		주민을 위한 인문학 체험프로그램, 문자도를 

통한 유학의 의미 재고찰

문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고사리협동조합	
031-215-9042

홈페이지
www.history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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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

정조의 인문학 정신으로 세워진 오산시 궐리사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의 창조 · 소통 · 나눔의  
과정을 통해 인문학 공간조성에 기여

경기도 
오산시

행단별시

일정	 		5월 15일, 6월 5일, 10월 30일(총 3회)
장소	 궐리사, 인성학당
대상	 일반인(회당 80명), 유튜브(300)
내용	 		[문 · 무과 별시] 온라인 골든벨 대회 / 가족 무예 

대회 / 3분 영상제

休, 힐링캠프

일정	 6월 12일, 9월 15일(총 2회)
장소	 궐리사, 인성학당
대상	 다둥이맘, 어르신 대상(회당 25명)
내용	 		[문화재에서 힐링하기] 문화재 만나기 / ‘나’ 	

돌보기 / 소원북 치며 소원 적어보기 / 힐링 음악회

학이시습 자유학년제
일정	 3월~11월(총 67회)
장소	 		궐리사, 인성학당, 독산성과 세마대지, 수원화성
대상	 유 · 초 · 자유학년제 학생, 가족(회당 25명)
내용	 		인형극장 / 궐동학교 문화체험 / 오산시 문화유산 

연계 답사 / 인성학당 전통문화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오산시 궐리사	
(경기도 기념물 제147호)
궐리사 성적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

문의
오산시청 문화예술과	
031-8036-7602
문화동행	
031-205-3022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culturejigi	
http://cafe.daum.net/jigiclass

활동가 양성교육

활동가 인력양성
일정	 		① 3월 31일~4월 21일 매주 수요일(8회) / 	

② 9, 10월 토, 일요일(17회) 
장소	 ① 인성학당 / ② 궐리사 
대상	 		① 성인(20명) / ② 일반인
내용	 		① 활동가 인력양성 / ② 주말 상설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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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마실가기 좋은 고양향교!

고양시의 전통교육기관인 고양향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과 전통 
예절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참여하기 쉽고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관광, 체험의 장(場)으로 발돋움

경기도
고양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고양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벽제관지	
(사적 제144호)

고양유생 예절학당

일정	 		4월~11월(총 33회)
장소	 명륜당, 대성전, 동재 · 서재
대상	 		초 · 중학생 대상(회당 30명, 총 1,000명)
내용	 		향교에서 선비체험을 통한 바른 예절 및 선비

정신 배워보기

꼬마선비 풍류놀이터

일정	 		4월~11월(총 10회)
장소	 고양향교
대상	 		유아, 초등학생 대상(회당 30명, 총 300명)
내용	 		신나게 놀 수 있는 향교놀이터 다양한 전통놀이 

및 만들기 등 체험

고양향교로 놀러온 벽제관 꼬마사신

일정	 		5, 9월(각 1회, 총 2회)
장소	 벽제관지, 고양향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40명, 총 80명)
내용	 		벽제관지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 사신의 역할을 

답사를 통한 체험

차(茶)향기 품은 고양향교

일정	 		4월~11월(총 5회)
장소	 명륜당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총 100명) 
내용	 		전통다도체험 성인 대상으로 다도를 통한 예절 

및 다양한 차문화 체험

문의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고양향교	
031-964-9175

홈페이지
cafe.daum.net/goyanghyang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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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충절과 전통문화를 즐기는 행주서원

행주대첩 승전을 이끈 권율장군을 비롯한 호국충절의 영웅 7분을 배양하고 있으며, 충, 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정신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의 전통 예절과 놀이, 체험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특히 목판 인쇄 체험을 통하여 선현들의 사자성어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부여

경기도 
고양시

행주서원 목판교실

일정	 		4월~11월(총 25회)
장소	 행주서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0~25명)
내용	 		목판인쇄 체험 / 선비예절 교육 / 전래놀이 체험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내고장최고

일정	 5월~10월(총 4회)
장소	 행주산성, 흥국사, 서오릉, 행주서원
대상	 지역민, 다문화가족 등(회당 20~25명)
내용	 		유적지 답사 / 향토음식 체험 / 전통예절 및 전래

놀이 체험

가자 역사공원으로

일정	 4월~11월(총 25회)
장소	 역사공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0~25명)
내용	 		행주나루터 / 행주대첩과 한강 / 한강 생태이야기

주요프로그램

문의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행주서원	
010-7144-7234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heangjuseowoj

대상문화재
행주서원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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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안성맞춤 인문놀이터

‘덕봉서원 - 안성맞춤 인문놀이터’ 프로그램은 서원을 통한 안성의 시대정신을 일깨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자 함 / 안성맞춤 선비의 산실인 덕봉서원을 통해 정의의 가치와  
소통 그리고 연대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아울러 인근 해주오씨 종중 선비마을과 연계
하여 인문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함

경기도
안성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덕봉서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 인문놀이터  

- 안성맞춤 인문학교

일정	 		4월~11월, 여름학교 7월~8월
장소	 덕봉서원, 서원 일원
대상	 		초 · 중학생 학부모(145명) 
내용	 		고전학교(동서양 고전 통독) / 논어 

속의 배려학 / 비경쟁 토론 학교

함께하는 덕봉서원

일정	 		4월~11월
장소	 		덕봉서원, 선비마을, 서원텃밭, 마을 

뒷산
대상	 		초 · 중학생 학부모(140명) 
내용	 		덕봉서원 선비의 발자취 / 자연생태

교실(텃밭운영)

덕봉서원 전통놀이 학교

일정	 		4월~10월, 드론촬영 9월~10월
장소	 덕봉서원, 서원 일원
대상	 		초 · 중학생 학부모(140명) 
내용	 		애니메이션 미술치유 / 詩놀이	

교실 운영 / 청소년 교실

기록문화 속의 선비학

일정	 		4월~11월, 탐방 6, 7, 9, 10월
장소	 안성시, 덕뫼마을 일원
대상	 		초 · 중학생 학부모(230명) 
내용	 		지역인물, 마을 조사 및 탐방 활동 /  

마을지, 인물지 만들기

문의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503
덕봉서원 숭모회	
010-3121-4202

덕봉서원 향음주례

일정	 		4월~10월 중
장소	 덕봉서원, 선비마을
대상	 		미군 / 외국인 발런티어(20명)
내용	 		전통 ‘향음주례’ / DIGI-LOG덕봉 가상 

현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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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우리곁에 광주향교

과거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이였던 향교의 역할을 현재는 문화, 놀이, 배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확장하여 온 시민이 향유하는 향교로서의 가치 재발견

경기도 
하남시

향교로 떠나는 문화여행

일정	 		7월~11월(총 4회)
장소	 광주향교
대상	 일반인
내용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공연 및 전통	

문화놀이 체험

별에서 온 선비

일정	 5월~10월(총 16회)
장소	 광주향교
대상	 관내 미취학아동
내용	 		서당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향교로의 과거여행’ 1박2일

일정	 8월 중순
장소	 광주향교
대상	 저학년 아동 및 아버지(할아버지)
내용	 		방학을 맞이한 향교 내 1박2일 캠프 체험

주요프로그램

문의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031-790-5116
(재)광주향교재단 광주향교	
031-793-0001

대상문화재
광주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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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율곡코드(Yulgok Code)

율곡이이의 업적과 역사적 내용을 스토리텔링하여 “율곡코드”로 브랜드화 한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

경기도
파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파주 이이유적(사적 제525호)

코드네임 1536 : 구도장원공의 지혜

일정	 		5월~9월 13:00~15:30(총 3회)
장소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일원
대상	 		초등학생(매회 40명)
내용	 		율곡이이의 공부방법 중 가장 중요한 문답법을 	

활용해 율곡이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재미	
있게 배워보는 체험프로그램

코드네임 1551 : 효의 뿌리를 찾아서!

일정	 		9월~11월 13:20~16:00(총 2회)
장소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일원
대상	 		가족 중심(매회 40명)
내용	 		율곡이이와 연근에 얽힌 효심에 대해 알아보고, 

연근과 파주시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며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코드네임 11 : 율곡과 마주하다!

일정	 		4월~10월 10:00~12:30(총 3회)
장소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일원
대상	 		학생 및 성인(매회 40명)
내용	 		율곡이이가 쓴 ‘자경문’을 테마로 캘리그라피를 

배워보고 나만의 자경문을 써보는 체험프로	
그램

코드네임 525 : 율곡의 풍류

일정	 		5월~10월 14:00~16:00(총 1회)
장소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파주 이이유적을 무대로 펼쳐지는 전통음악 공연 

프로그램

문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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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평화와 화합의 가르침,  
DMZ 파산서원

퇴계와 율곡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학술경향을 조율하고 융섭하는 노력을 기울인 우계 성혼 선생을  
모신 파산서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휴전선과 DMZ의 지역적 · 환경적 자원을 활용한  
21세기형 역사문화 탐방 · 교육프로그램

경기도
파주시

퇴율의 가교, 화해의 정신, 성혼 우계의  
파산서원 1박2일

일정	 		6월 5~6일, 7월 3~4일, 9월 25~26일(총 3회)
장소	 파주 파산서원 일대
대상	 회당 30명
내용	 		파산서원 및 DMZ지역 1박2일 탐방

DMZ 인문학 : 성혼 우계의 삶과 철학

일정	 		9월 4, 11일, 10월 23, 30일(총 4회)
장소	 파주 내 교육회관 등
대상	 회당 50명
내용	 		민주, 역사, 통일 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DMZ 인문학 강좌

파주로 떠나는 방구석 랜선 여행 
(언택트 여행)

일정	 		5월 15일, 6월 12일, 7월 10일(총 3회)
장소	 파주역사 유적지
대상	 회당 40명
내용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한 파주 문화유산 여행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문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6

대상문화재
파산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성혼선생묘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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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춘천향교’ 미래의 문을 활짝 열다

시내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향교과 그 주변의 역사 ·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지속적인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춘천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
교동 혈거유지	
(강원도 기념물 제1호)
춘천 칠층석탑	
(보물 제77호)
춘천부 관아와 문소각터
위봉문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1호)
조양루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우리지역 조선의 교육기관 찾아보기 
‘Back to the Seowon’

일정	 		월 2회(회당 2시간 / 현장 4시간), 	
5개월 과정(주말 진행)

장소	 춘천향교(명륜당)
대상	 		중 · 고등학생, 일반인(20명)
내용	 		조선시대 교육기관 기능 및 역할 강의, 

흔적으로 남은 춘천의 서원 찾아가기

어린이 유생들의 초시 체험  
‘장원 급제를 위하여’

일정	 		월 2회(회당 2시간), 	
5개월 과정(주말 진행)

장소	 춘천향교(명륜당)
대상	 		초등학생(30명)
내용	 		향교에서 행해진 초시제도 이론 강의

(월 1회), 주제에 따른 논술 백일장 
진행(월 1회)

슬렁 슬렁 향교골 산책  
‘향교가는 길의 지역문화 탐방’

일정	 		월 2회(강의 2시간 / 현장체험 4시간), 
5개월 과정(주말 진행)

장소	 		춘천향교, 교동 혈거유지, 춘천부 
관아와 문소각터

대상	 		중 · 고등학생(23명)
내용	 		중 · 고등학생들에게 향교의 의미 

및 기능을 이해시키고, 주변 문화
유산들과 향교와의 연관성 배우기

다문화여성 이국땅을 찾은  
여전사들의 ‘도포자락 휘날리며’

일정	 		월 3회, 5개월 과정(주말 진행)
장소	 		춘천향교, 교동 혈거유지, 춘천부	

관아 터
대상	 		다문화여성(20명)
내용	 		한국복식문화체험, 지역문화유산 

이해 및 체험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이해

문의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033-250-3311
춘천역사문화연구회	
010-765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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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슬기로운 향교생활, 원주향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원주향교의 현대적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 과거에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닌,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주향교를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

강원도
원주시

대상문화재
원주항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

문의
원주시 역사박물관	
033-737-2796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유생의 품격, 향교의 나날들

일정	 		5월~6월, 10월~11월(6회)
장소	 원주향교 일원
대상	 		지역 학생(30명)
내용	 		지역 학생 및 시민들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공예실습 및 배움 놀이터를 통한 전통
문화체험 기회 제공

헤리스카우트, 원주향교

일정	 		9월(2회)
장소	 원주시 관내
대상	 		일반인, 가족중심(40명)
내용	 		건전한 시민정신과 문화재보호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탐방 캠프

Hi! STORY, 길을 묻다! - 시즌1

일정	 		7월~8월(중 · 고등학생 1회, 일반인 1회, 총 2회)
장소	 원주향교 일원
대상	 		중 · 고등학생, 일반인(각 50명)
내용	 		역사를 주제로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배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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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화부산 기슭에 울려 퍼지는 유교문화

강릉향교를 활용하여 유교문화를 이야기 하고, 강릉향교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강원도
강릉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강릉향교 대성전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명륜당	
(보물 제2088호)
강릉향교 동 · 서무, 전랑	
(보물 제2089호)

하슬라 선비문화를 만나다

일정	 		5월~6월(8회)
장소	 명륜 문화관
대상	 		강릉지역 일반인 및 유림(150명)
내용	 		송담서원, 초당4부자 등 강릉지역에 뿌리내린 

유교문화이야기

살아숨쉬는 문화 사랑방

일정	 		6월~7월(6회)
장소	 명륜 문화관
대상	 		강릉지역 일반인 및 유림(150명)
내용	 		삼강오륜이야기 등 국가지정 보물속에 담긴 	

유교문화이야기

선비들이 꿈꾸는 세상 기행 1박2일

일정	 		8월~9월(5회)
장소	 소수서원, 병산서원
대상	 		강릉지역 일반인 및 유림(250명)
내용	 		경포대 주변의 한시이야기 및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야기와 현장 탐방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일정	 10월~11월(5회)
장소	 명륜당
대상	 		강릉지역 일반인 및 유림(250명)
내용	 		다문화가족의 향교나들이, 공자님도 맹자님도 

어깨가 들썩, 어린이 고전 암송캠프, 선비(사마시, 
향시) 골든벨

문의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115
강릉향교	
033-648-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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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아뜰리에(atelye)’는 ‘예술가의 작업장, 연습장, 일터’ 등을 뜻하는 단어로, 용산서원에서 열리는 
‘창의교실’을 통해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과 창의적 사고법을 배워보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 시각을 길러내 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다방면
으로 활용하고 보전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내는 체험 · 교육프로그램

강원도
동해시

명인, 전통을 디자인하다

일정	 		4월~11월(총 2회) / 120분
장소	 용산서원
대상	 청소년(30명)
내용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직업에 대해 배우고, 전통	

건축의 특징과 요소를 이해하는 창의건축 체험
프로그램

동해 문화유산 서포터즈 - 올(all)

일정	 		4월~10월(총 3회) / 180분
장소	 용산서원 및 동해시 문화유산
대상	 일반인, 가족중심(30명)
내용	 		동해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문화유산 서포터즈’가 

되어 문화유산 답사 · 지킴이 활동 · 문화유산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창의 체험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 모두의 인턴

일정	 		6월~9월(총 4회) / 90분 내외
장소	 용산서원 및 타지역 문화유산
대상	 50대 이상 성인(30명)
내용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기획가의 

과정(이론, 실습, 답사)을 배우고 참여하는 창의
기획 체험프로그램

너와 나, 이어지는 우리

일정	 		6월~10월(총 4회) / 120분
장소	 용산서원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문화예술을 배워보고, 서원이라는 전통적 무대 

내에서 참가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는 창의예술 체험 · 공연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용산서원 학규현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동해 용산서원 전적류 일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0호)

우수사업 20

문의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dream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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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함께해요 문화가 향기로운 삼척향교

향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제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향교 문화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삼척향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삼척향교 및 삼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여 “함께 해요! 문화가 향기로운 삼척
향교”를 주제로 학생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강원도
삼척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삼척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민화에 반하다

일정	 		7월~9월(1일 - 3시간)
장소	 삼척향교(충효관)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연인원 480명)
내용	 		전통 민화교실 운영 / 민화의 도시 삼척의 역사적 

가치 체험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일정	 		4월~7월 매주 화, 목요일 10:00~12:00
장소	 삼척향교(명륜당)
대상	 		지역민(회당 40명, 연인원 720명)
내용	 		향교에서 배우는 인문학 교실 / 인문학, 문화를 

만나다(인문학과 문화강좌) / 삼척의 역사와 지역 
사회 이해하기

우리 마카(모두) 함께해요 자유학기제

일정	 		6월~10월 주 2회(금요일) 20회, 매주 토요일
장소	 삼척향교(명륜당 · 숙청재)
대상	 		초 · 중학생(연인원 240명 / 자유학기제, 다문화 

가정 등 별도)
내용	 		지역 사회 초 · 중등 대상 충, 효 인성교실 / 내가 	

선비다(선비체험교실) / 지역 국군장병 인성	
교육(새롭게 만나는 삼척향교)

문화와 역사에 묻히다

일정	 6월~10월(총 4회)
장소	 삼척향교와 지역 문화, 역사 탐방
대상	 		지역민, 유림(탐방 1회, 30명) / 공연(연인원 

400명)
내용	 		힐링, 유유자적 문화, 탐방 / 꽃보다 향기로운 

향교

문의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033-570-3722
삼척향교	
033-572-7707

홈페이지
http://www.sch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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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내가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

향교의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잊혀져가는 향교를 전통과 현대가 교감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사랑방으로 변모시키고자 기획된 문화재 활용사업

강원도
영월군

화(花)려한 하루

일정	 		4월~6월 13:30~15:30(총 3회)
장소	 영월향교 및 금강정 일원
대상	 학생 및 가족중심(회당 40명)
내용	 		삼월삼짇날 행해졌던 ‘화전놀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체험해보는 전통풍속 체험프로그램

어른이 되는 나

일정	 		5월 11:00~13:00(총 1회)
장소	 영월향교 일원
대상	 성년자 24명 포함, 큰손님 등(100명)
내용	 		전통 성년례 참여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년문화정신을 심어주는 
의례 체험프로그램

손으로 글을 그리다!

일정	 		9월~10월 13:30~15:30(총 3회)
장소	 영월향교 및 금강정 일원
대상	 학생 및 가족중심(회당 40명)
내용	 		서예와 유사한 캘리그라피를 배워보고, 나의 

다짐 등을 제술하여 발표해보는 체험교육프로
그램

영월향교, 전통의 향연(饗宴)

일정	 		6, 9월 18:30~20:30(총 2회)
장소	 영월향교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영월향교 및 지역의 역사 · 고전 등의 주제를 	

통한 인문학 강연, 전통예술 공연의 콜라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강연 · 공연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월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문의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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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가즈아! 정선향교로

‘향교와 5일장의 만남’ 프로그램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향교 문화재를 활용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인성예절교육을 운영하여 열린 
향교를 지향

강원도
정선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정선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1호)
정선아리랑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향교와 5일장의 만남 유료 1박2일

일정	 		4월~12월 매월 2, 7일, 정선5일장날	
(8회, 1박2일)

장소	 정선향교, 정선5일장, 정선아리랑센터
대상	 		청소년, 일반인(1회 30명) 	

※ 일반인 30,000원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향교 문화체험] 고유례, 전통다도 / 화암동굴 
탐방 / 정선5일장 탐방 / 아리랑극공연

향교로 마실가자

일정	 		4월~12월(90회)
장소	 정선향교
대상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1회 5~10명)
내용	 		[열린향교 탐방] 전통예절체험 / 전통다도체험 

/ 전통놀이체험

찾아가는 향교

일정	 		4월~12월(60회)
장소	 정선향교, 각급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상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1회 10~30명)
내용	 		[향교 문화체험] 향교 방문 탐방 / 전통예절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방문 예절교육]

전통문화 향유의 마당

일정	 		4월~12월(총 3회, ① 1회 / ② 2회)
장소	 정선향교, 유교선현지
대상	 		청소년, 일반인(1회 30명)
내용	 		① 명륜당 열린공간 음악회 개최 / 	

② 선현지 탐방

문의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564
정선향교	
033-56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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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모두의 사랑방, 화천향교

화천향교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현대적 가치로 재창출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향교를 더 이상 고리타분한 장소가 아닌,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강원도
화천군

모두의 문화광장, 예술의 전당 in 화천향교

일정	 		4월~10월(총 2회)
장소	 화천향교
대상	 지역민
내용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야외 문화공연 프로그램

모두의 사진관, 화천향교 스튜디오

일정	 		4월~10월(총 2회)
장소	 화천향교, 화천 일원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용	 		향교 본래의 교육기능 회복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폰 사진촬영 체험 교육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화천항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2호)

문의
화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4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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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간성향교에서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지역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향교를 군민들 및 일반 방문객들에게 사회교육과 종합문화
예술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향교의 공간 활용성을 다양화 함

강원도
고성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간성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선비의 품격을 갖추다 유료 1박2일

일정	 		① 5월~12월 / ② 5월~10월
장소	 		① 간성향교 명륜당, 간성 국궁장 / 	

② 간성향교, 왕곡마을
대상	 		① 초 · 중학생(20명 내외) /  	

② 다문화가정(5가족), 외국인(30명 이내)
내용	 		① 선비의 품격 1일 캠프 선비가 배워야 할 	

6가지의 교육과목인 육예(六藝)인 예절, 음악, 
궁술, 말타기, 글공부, 수학을 학생과 가족대상
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움 / 	
② 향교의 선비 문화체험 및 문, 무, 예를 체험
하고 고성군의 문화재를 소개 답사

선비의 향기 예술로 피어나다

일정	 		① 오감만족 풍류음악회 : 8월 중 / 	
② 시조창 교육 : 6월~8월 

장소	 		① 간성향교 특설무대 / 	
② 간성향교 명륜당

대상	 		① 고성군민 일반인 등(200명) /  	
② 향교유림 및 고성군민(10명 대상)

내용	 		향교이야기와 선비정신을 국악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시조창 교육과 시조창 오프닝	
공연, 선비정신 랩 결선 및 축하공연

선비의 향기 랩으로 말하다

일정	 		5월~8월
장소	 		[예선] 온라인 / [결선] 간성향교 특설무대
대상	 		전국 청소년(200명) / 결선무대(8명)
내용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유교문화와 선비 정신을 

주제로 하여 랩 배틀 경연 대회를 전국단위로 개최

문의
고성군청 문화체육과	
033-680-3368
여민	
070-4222-7182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yeominra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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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

1박2일 동안 자연 체험과 동시에 선비체험을 화양서원과 화양구곡에서 진행하며 남아있는  
문화재를 다양하게 느끼도록 문학, 미술, 음악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

충청북도
괴산군

선비체험 1박2일 별 보고 밤길 걷기 ‘총총’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
장소	 화양서원, 화양구곡
대상	 15~25명 ※ 10,000원

내용	 		서원 체험 및 서원인문학강연과 국악을 가미한 화양구곡 밤길 걷기 프로그램.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 산책으로 구곡 트래킹을 하는 1박2일 행사

화양구곡 화첩만들기 ‘쓰윽’

일정	 		5월~6월
장소	 화양서원, 화양구곡
대상	 화가(15명)
내용	 		화가를 초청하여 화양구곡과 관련된 화첩을 만들어 전시를 통해 화양구곡을 알리

려는 행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송시열 유적 - 화양서원	
(사적 제417호) 
화양구곡	
(명승 제110호)

문의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화양서원보존연구회	
010-7399-284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
hwayangseowon

화양서원 서낭제

일정	 4월 중
장소	 화양구곡 입구, 서낭탑
대상	 지역민 및 화양서원 관계자
내용	 		행사 시작을 알리는 전통 마을문화행사로 주민들이 서낭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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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WWW.신항서원 인문신호

본 사업은 서원의 본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시대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인문의 
메카로서 보다 넓은 지평을 열고자 하며 또한 이정골 마을을 서원마을로 디자인하여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신항서원	
(충청북도 기념물 제42호) 
신항서원 묘정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0호)

문의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043-201-2023
신항서원	
043-215-112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
shinhangacademy

신항서원 인문의 숲

인문의 숲 학교 / 부모학교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① 4월~11월(5회) / 	
② 4월~11월(8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① 초 · 중학생(20명) / 	

② 초등학생(20명) ※ 5,000원

서원에서 온 영상편지
일정	 4월~11월(8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활동가(5명)

NEW 선비 Ver. 3.0
일정	 5월~11월(16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성인(20명)

내일은 신항(My job in the future)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성인(20명)

신항살롱
일정	 4월~11월(5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성인(20명)

신항극장 계개당

온몸 뮤지컬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청소년(20명)

달빛시네마 톡톡
일정	 5월~11월(5회)
장소	 		신항서원
대상	 일반인

으랏차차 서원마을 

이정골 마을 탐험대 / 부모학교 유료

일정	 		4월~11월(8회)
장소	 		신항서원, 이정골
대상	 		초등학생(30명) ※ 5,000원

이야기 할머니
일정	 4월~11월(5회)
장소	 		신항서원, 이정골
대상	 지역민

인문버스

일정	 		4월~11월(4회)
장소	 		전국
대상	 		가족(40명)

SHOW ME THE 신항

일정	 		4월~11월	
(효잔치 1회, 문화 공연행사 1회, 	
총 2회)

장소	 		신항서원, 이정골
대상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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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전통문화, 예절교육, 인문학강좌 등 일상적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렀던 청주향교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현대사회문화에 부합하는 시민체험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리부트(Re-Boot)함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청주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9호)

문의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043-201-2023
청주향교	
043-253-3365

홈페이지
www.skkcj.com

전통문화 체험

일정	 		3월~11월
장소	 청주향교, 수요지역현장
대상	 		청소년, 성인 일반, 노인, 다문화
내용	 		관례와 계례 / 전통혼례 /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 / 청주향교 기로소 / 향음주례와 향사례 / 
과거시험 재연

향교 스테이 1박2일

일정	 		3월~11월(당일, 1박2일)
장소	 청주향교, 수요지역현장
대상	 		청소년, 성인 일반, 노인, 다문화
내용	 		향교스테이 “身言書判” / 전인 교육 “六藝캠프” 

/ 3씨 여성문화교실 / 문화유산활용 · 기획 전문가 
양성교실

유교문화 탐방 1박2일

일정	 		3월~11월(당일, 1박2일)
장소	 		청주향교, 신항서원, 화양서원,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등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성인 일반, 다문화
내용	 		유교문화 탐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전통문화 공연

일정	 		3월~11월
장소	 		청주향교
대상	 		일반인
내용	 		명륜당 뜰음악회 / 유교문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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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청산향교!  
현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다

동국 18현인 중봉 조헌, 우암 송시열 선생과 인연이 있는 옥천의 향교에서 과거 유학이 현대인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체험하여 그 속에서 향교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느끼고자 함

충청북도
옥천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청산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8호) 
옥천 이지당	
(보물 제2107호)
옥천 조헌 신도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중봉 우암과의 끊임없는 대화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총 4회)
장소	 청산향교, 조헌신도비, 송시열유허비, 이지당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중봉 · 우암 바로알기 선비 체험

21세기 대월(大越)의 허황옥,  
조선에 빠지다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청산향교
대상	 		다문화가족(회당 20명)
내용	 		대월국의 후예 조선을 알다 - 예의식 배우기

옥천군 청소년,  
성인이라는 책임의 관을 쓰다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총 1회)
장소	 청산향교
대상	 		고등학생(참여 25명 / 관람 30명)
내용	 		약관(弱冠)! 인생의 무게를 쓰다 - 전통성인식

문의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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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YouTube와 함께 행복한 교육,  
창조적 문화사랑방

자유학기(년)제 연계 문화재 활용 프로젝트, 사회적약자(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연계 문화재  
알리기 프로그램, 문화재 향유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특성 및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함

충청북도
진천군

Youtube와 함께!  
신나는 자유학기(년)제 자유학기(년)제

일정	 		4월~11월(28회)
장소	 진천연곡리 석비, 향교 지방문화재
대상	 중학생 1학년(학급당 25명, 28학급, 총 700명)
내용	 		Youtube 제작 반영 / 동영상 수업 및 현장학습

창작연극! 우리지방 전설

일정	 		3월~11월(5회)
장소	 진천향교, 화랑공원(체육관)
대상	 극단햇살 회원 및 지역민(500명)
내용	 		창작연극반 연수 / 우리지방 전설 창작극 공연

(김유신, 효자 김덕숭 - 스토리텔링)

우리도 국민! 사랑해요! 향교스테이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장소	 지역문화재, 청소년수련원
대상	 사회적약자(120명), 일반인(80명) ※20,000원

내용	 		사회적약자 1박2일 / 진천지역 문화재와 중원
문화재 비교 / 사기막장 현장체험

생거진천! 공자야 놀자!

일정	 3월~11월
장소	 고등학교 강당
대상	 1,500명(300명, 5개교)
내용	 		창작극(김유신 효자 김덕숭) 공연 / 지역 밴드 

공연 / 서각, 사진 전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진천 연곡리 석비	
(보물 제404호)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사적 제414호)
진천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문의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043-539-3624
진천향교	
010-3429-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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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살아 움직이는 팔봉서원

팔봉서원과 달천의 관광명소화, 팔봉서원 즐기기, 배향인물 공부하기와 알리기

충청북도
충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팔봉서원 	
(충청북도 기념물 제129호) 팔봉서원과 달천 문화 · 관광자원 만들기

일정	 		① 3, 10월 / ② 4, 10월 / ③ 3월~11월 / ④ 5, 10월
장소	 팔봉서원, 달천
대상	 		① 20명 / ② 20명 / ③ 전문가 5~10명 / ④ 20~30명
내용	 		① 팔봉서원 찾아가기 / ② 제례, 기영회 / ③ 달천 인문학 기행 / ④ 카누타기

배향인물 공부하고 알리기

일정	 		① 5, 10월 / ② 4, 5, 6, 9월 / ③ 7월
장소	 ① 팔봉서원 / ② 전국 / ③ 팔봉서원
대상	 		① 20명 / ② 24명 / ③ 20명
내용	 		① 배향인물 공부하기 / ② 배향인물 자취 찾기 / ③ 종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팔봉서원, 예술로 표현하고 즐기기

일정	 		① 5월 / ② 6월 / ③ 10월
장소	 ① 팔봉서원 / ② 화실 / ③ 팔봉서원
대상	 		① 15명 / ② 15명 / ③ 60명
내용	 		① 팔봉 음악 배우기 / ② 팔봉서원 캘리그라피 / ③ 가을 축제

팔봉서원 알리기와 교류하기 2박3일 유료

일정	 		① 4, 6, 9월 / ② 3월~11월
장소	 ① 유배지 / ② 전국
대상	 		① 20명 / ② 24명 ※ 1회 100,000원

내용	 		① 배향인물 유배지 찾기 / ② 서원 방문, 네트워크 구축
문의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2
중심고을연구원	
043-843-1676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j-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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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직산향교 역사문화를 담다

직산교동에서의 1박2일, 역사문화매개자 양성아카데미, 사직단 · 사산성 미션수행을 통한 역사 
체험, 직산현 객사에 있었던 전패분실 사건을 게임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교동에서의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9월 4~5일, 11~12일, 18~19일, 	
10월 2~3일, 9~10일(총 5회)

장소	 직산향교 일원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 동반가족(5가족) ※ 1인 20,000원

내용	 		직산향교, 관아, 사산성이 있는 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역사 · 농촌문화체험

사직단을 품은 사산성 탐험대 유료

일정	 		4월 10일~11월 20일(총 12회)
장소	 직산사산성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 동반가족(5가족) ※ 가족 10,000원

내용	 		사직단, 사산성을 미션수행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체험

잃어버린 전패를 찾아서

일정	 		4월 10일~10월 30일(총 6회)
장소	 직산현관아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 동반가족, 일반인
내용	 		직산현 객사에 있었던 전패분실 사건을 미션	

수행을 통해 찾는 역사체험

역사문화 매개자 양성아카데미 유료

일정	 		4월 14일~ 6월 24일
장소	 직산향교 일원
대상	 		성인(신규 20명, 심화 15명) 	

※ 100,000원 / 유료(출석률 80% 이상자 환불)

내용	 		역사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직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09호) 
직산현관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직산사산성	
(충청남도 기념물 제104호)

문의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8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041-583-0409

홈페이지
woorihistory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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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충현을 담은 꿈꾸는 서원

충남 최초의 사액 서원인 충현서원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여 서원문화 체험의 다변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선비의 생활문화와 선비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충현서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0호) 
충현서원 유적	
(충청남도 기념물 제46호) 
충현서원 소장 주자영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8호)

꼬무樂 꼬마선비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 당일 09:00~12:00,	
종일 09:00~16:00(1박2일, 총 25회)

장소	 충현서원, 도예촌, 갑사
대상	 		청소년 ※ 실비 15,000원

내용	 		선비문화 디자인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선비문화체험

공감토크 고청사랑방

일정	 		3월~12월, 당일 19:00~21:00(총 15회), 	
고청문화제(총 1회)

장소	 충현서원
대상	 		지역민
내용	 		지역민 주도의 열린 토크쇼 및 고청문화제 개최

박약당 인성교실

일정	 		3월~12월, 당일 09:00~12:00(총 20회)
장소	 충현서원, 신청학교
대상	 		청소년, 사회적약자
내용	 		예티켓 인성교육 및 예절체험

무한상상 선비놀다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 당일 09:00~12:00(총 15회)
장소	 충현서원
대상	 		청소년, 일반인 등
내용	 놀면서 배우는 선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충현서원	
041-857-9794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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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명탄서원” 
공주를 추로지향으로 꿈꾸다

서원문화재의 차별화된 특성을 강화하여 공주관광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토요인문학 강좌와 
유생으로 하루살기를 통한 생활교육체험 및 청소년 인성교육, 선비풍류한마당(공연), 선비체험
학습(문인화), 답사와 탐방으로 유교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유교문화콘텐츠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명탄서원(충절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0호)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공주이씨충절사(명탄서원) 수호위원회	
010-4592-3942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mt1490

“명탄서원” 공주를 추로지향으로 꿈꾸다 자유학년제

일정	 		3월 6일~12월 4일(1강 : 10회, 2강 : 10회) 
장소	 명탄서원 대강당
대상	 		학생, 일반인(우선등록수강 20명, 관광객 청강 20명, 자유학년제 10명, 연인원 500명)
내용	 		[1강] 유교문화 다시보기, [2강] 선비문화 다시보기. 유교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시대의 선비정신과 코로나 이후 달라진 우리의 삶

숨어있는 역사 명탄서원 다시보기, 선비정신으로 이어가는 현대교육 자유학년제

일정	 		3월 6일~12월 4일(1강 : 10회, 2강 : 10회)
장소	 명탄서원 대강당
대상	 		학생, 일반인(우선등록수강 20명, 관광객 청강 10명, 자유학년제 20명, 연인원 500명)
내용	 		[1강] 충절사 배향인물 중심으로 기호유학 관련 명문가의 자녀 교육 및 충, 효, 예의 

숭모정신 함양 및 교육, [2강] 선인들의 정신을 이은 청소년 인성교육 

선비풍류한마당(공연 및 국악체험학습) 전래놀이(선비체험학습) 자유학년제

일정	 		3월 6일~12월 4일(공연 및 국악체험 5회, 전래놀이 특강 및 체험학습 10회)

답사 및 탐방

일정	 		3월 6일~12월 4일(총 10회)
장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국 서원 및 사우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45명, 연인원 450명)
내용	 		충절사(명탄서원) 배향 인물 관련 전국 유교문화 

유산 답사와 탐방

장소	 명탄서원 특설 무대 및 대강당
대상	 		학생, 일반인(우선등록수강 20명, 관광객 청강 

20명, 자유학년제 10명, 연인원 500명)
내용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민요 등을 노래하는 공연 

및 국악체험, 선비체험학습(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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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프로듀서 10003(만세), 보령향교

보령향교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향유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복합형 체험교육프로그램

충청남도
보령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보령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2호) 전통에 반하다! 유료

일정	 		7월 11:00~17:00(2회)
장소	 보령향교
대상	 		일반인, 외국인(제한 없음) ※ 1,000~3,000원

내용	 		갤럭시 프로젝트로 다양한 보령의 문화유산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해 보는 문화체험프로
그램

문제적 보령유생 레전드가 되어라!

일정	 		4월~10월 13:30~15:30(3회)
장소	 보령향교
대상	 		초등학생(20명)
내용	 		브레인 프로젝트로 전통놀이인 칠교놀이와 함께 

다양한 창의적 문제를 풀어보는 창의교육프로
그램

보령향교 이열치열 여름바캉스

일정	 		7월~8월 13:30~17:30(1회)
장소	 보령향교, 성주산자연휴양림
대상	 		초등학생 가족중심(30명)
내용	 		여름나기 프로젝트로 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조선시대 유생들의 피서법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보령유생 세상에 눈뜨다! ‘인성아 놀자’편

일정	 		4월~10월 13:30~15:30(3회)
장소	 보령향교
대상	 		초등학생(20명)
내용	 		인성교육 프로젝트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프로	
그램

문의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84
(주)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02-932-7595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brhg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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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나의 뿌리를 찾아서’

향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와 옛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느끼고 체험하며, 현대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고자 함

충청남도
아산시

나의 뿌리를 찾아서

일정	 		4월~12월(총 6회)
장소	 온양향교 및 유림회관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단체 또는 가족 및 개인	

(회당 30명 내외)
내용	 		전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향교탐방을 시작으로 

유생복 체험, 족보 만들기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온양향교 풍류 음악회

일정	 		4월~12월(총 1회)
장소	 온양향교
대상	 		제한 없음
내용	 		우수 족보 전시회와 더불어 향교 공간을 활용한 

음악회

이야기 족보 만들기 교보재 제작

일정	 		4월~12월(총 1회)
장소	 온양향교
대상	 		아산지역 초 · 중 · 고등학생 및 지역 단체
내용	 		우리 가족 이야기족보 만들기 교보재 제작 및 

배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온양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5호)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주)문화기획학교	
02-794-6630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7cultu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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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팬더믹을 넘어서 
- 200년 앞서 국부론을 실천하다

아산향교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잊혀 가는 문화재가 지닌 의미를 알아보고 오늘날 복지국가의 
원류인 선조들의 애민 정신이 현시점에서 강조되는 이유를 탐구하며 알아보는 기회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아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4호) 혁신의 장에서 길을 찾다!

일정	 		4월 21일~12월 8일 격주 수요일(15회)
장소	 아산향교
대상	 		초 · 중학생(20명)
내용	 		아산향교 탐방과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애민정신 

강의와 토론 프로그램

나는야~ 세계로 가는 선비

일정	 		5월 22일~10월 6일 매월 넷째주 토요일(5회)
장소	 아산향교
대상	 		사회적약자(30명)
내용	 		놀이를 통해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아산현감 가족의 향교 나들이 유료 1박2일

일정	 		4월 23일~10월 15일 매월 셋째주 토, 일요일(5회)
장소	 아산향교
대상	 		도 · 시민 가족(15명) ※ 가족 50,000원

내용	 		조용한 향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향교
스테이 프로그램

밀레니얼 세대의 관 · 계례

일정	 		5월 16일(성년의 날 전일) 셋째주 월요일(1회)
장소	 아산향교 토정관
대상	 		대학생 1~2학년(20명)
내용	 		성년의 날을 맞아서 전통 성년식인 관 · 계례를 

통해 성년의 의미를 새기는 시연 프로그램

토정을 기리다

일정	 		9월 5일
장소	 아산향교, 토정관 광장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정 이지함 선생 추모행사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협동조합 토정관	
041-531-8866

홈페이지
https://toj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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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선비의 기개

선비들의 기개와 품위, 사회적 책임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고, 선비의 기개와 선비들의 
문화예술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체험

충청남도
서산시

세상을 바꾸는 힘 “선비의 상소” 자유학기제

일정	 		5월~11월
장소	 명륜당
대상	 		청소년
내용	 		지역과 마을,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곳의 문제를 

상소문 형식으로 작성해 해결을 시도

선비, 예술에 취하다

일정	 		5월~11월
장소	 명륜당 교육관
대상	 		어르신, 다문화가정(20명 내외)
내용	 		선비들의 예술세계를 알아보고, 선비들이 행했던 

다양한 예술활동을 재해석하여 체험

향교, 마을을 톺아보다

일정	 		4월~11월
장소	 향교 마을
대상	 		일반인(15명 내외)
내용	 		마을에 위치한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

선비의 사계 “춘하추동”

일정	 		5, 8, 10, 12월
장소	 해미향교
대상	 		일반인, 청소년(30명 내외)
내용	 		계절, 절기에 따라 행했던 선비들의 놀이, 음식,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재현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해미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7호)

문의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	
010-421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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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기호문화정신의 산실인 돈암서원에 내재된 유 · 무형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역할을 수행

충청남도
논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돈암서원(사적 제383호)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돈암서원	
041-732-6482

홈페이지
http://www.donamseowon.co.kr/

돈암 만인소 운동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총 71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어린이, 청소년, 지역민, 관광객	

(회당 20명, 누적 1,400명, 축제 
100명, 총 1,500명)

내용	 		예학 정신 계승을 위한 바른 인성
교육 대국민 서명 운동	
가. 어린이 : 병아리만인소(15회)	
나. 청소년 : 꿈길만인소(40회)	
다. 일    반 : Open만인소(15회)	
라. 서원알림축제(1회)

돈암 예절 사관학교

생활예절교육
일정	 3월~11월(총 16회)
장소	 충남 인터넷고
대상	 		고등학생(회당 40명, 총 640명)
내용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재학생(인성

교육과 예절 교육)

사계의 길
일정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30~12:30 

(총 2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학교 선생님 및 관련산업 종사자	

(회당 20명, 총 400명)
내용	 		돈암서원 현판 글씨를 통하여 추상성과 

회화성 표현의 적합성을 알아감

사계의 귀환
일정	 4월~11월 중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재전문가, 지역민, 관광객 	

(200명 이상)
내용	 		사계선생 서거 390주년 기념 판각

봉안 행사 및 축하 공연

돈암 콜로키움

서원 동자(同字)
일정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00~14: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회당 18명, 총 432명)
내용	 		서원에서 함께 자라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공방

돈암, 동고동학(同考同學)
일정	 		3월~11월 매주 목요일 19:00~21: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해설사, 문화재전문가	

(회당 15명, 총 240명)
내용	 		돈암, 그 기록을 살피다

돈암 문화살롱

일정	 		4월~10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4:00(월 2회, 총 1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청소년, 지역민, 관광객	

(회당 50명, 총 500명)
내용	 		명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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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예와 충을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

조선시대 지방 교육의 중심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와 서원의 교육적 기능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청소년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 제공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의 자랑스런 후예들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 10:40~12:20(총 15회)
장소	 연산향교, 연산중학교, 각 문화재
대상	 		회당 41명, 총 615명
내용	 		연산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진로특강 및 논산의 
문화유산 답사

나도 이제 어른이랍니다

일정	 		5월 13일(총 1회)
장소	 성광온누리학교 강당
대상	 		성광온누리학교 지원과 학생
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년례를 거행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본인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존감 배양

사계 백일장(손글로 전하는 마음)

일정	 		5월
장소	 죽림서원, 임리정
대상	 		관내 초 · 중학생, 선생님
내용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가 

손글로 마음을 전하는 온라인 백일장 
대회 개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연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9호)
죽림서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5호)
임리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7호)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연산향교	
010-8366-6909

인생 백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임리정, 풍류를 거닐다
일정	 		4월~11월(총 15회) 14:00~16:00
장소	 임리정, 죽림서원
대상	 		지역민(회당 25명, 총 375명)
내용	 		사계 선생이 죽림서원과 돈암서원을 

기획한 임리정에서 시화 및 유학강의

되돌아보는 효와 충
일정	 		4월~11월(총 15회)
장소	 연산향교, 반곡초등학교
대상	 		지역내 학생(회당 20명, 총 300명)
내용	 		지역 학생들의 인문 교양 및 전통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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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금산 인삼동이~ 
향교 다녀오겠습니다!

향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기관으로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자 교육에서 소외되셨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배움의 공간으로, 유림 어르신들에게는 대중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금산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금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21호)
용강서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호)

금산 인삼동이~ 향교 다녀오겠습니다!

일정	 		5월~11월(총 18회)
장소	 금산향교
대상	 		65세 이상 금산 어르신, 유림할아버지	

(회당 10명, 총 180명)
내용	 		[할머니들의 반란] 한글 문해수업(8회) /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공예방(5회)	
[인삼골 할배와 함께!] 할아버지와 한다!(5회)

향교 종이 땡땡땡!

일정	 		5월~11월(총 8회)
장소	 금산향교
대상	 		어린이(회당 20명, 총 160명)
내용	 		[향교에서의 예절교육] 기품 있는 어린이로 / 

나를 믿는 어린이로 /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어린이로

인삼향 품고 서원 소풍!

일정	 		5월~11월(월 1회, 총 3회)
장소	 금산향교
대상	 		90명(회당 30명)
내용	 		금산관내 타 향교와 서원 둘러보기

금산야(夜) 산책! 반짝반짝 향교!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10월(1회)
장소	 금산향교
대상	 		50명 ※ 10,000원

내용	 		모깃불 피워놓고 향교 앞마당에서 하는 할머니 시낭송회 및 음악회 / 돗자리 펴고 
나의 별 찾기

문의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41-750-2395
서대산전통문화협회	
010-9540-9007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bidanmoemedia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241

0542021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헌서원

지역문화재 활용 보존 및 유교문화 활성화, 문헌서원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및 청소년 등 평생교육 활성화 

충청남도
서천군

마음을 잇는 문헌서원 열차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장소	 문헌서원 서천지역
대상	 		일반인(120명)
내용	 		문헌서원 유생체험 / 특산품 등 지역문화 탐방 

/ 갯벌체험 등 생태 탐방

문헌서원 락(樂) 페스타 1박2일

일정	 		4월~10월
장소	 문헌서원
대상	 		관광객, 지역민, 지역유림(2,500명)
내용	 		서원 락(樂)음악회 / 전통놀이체험마당 / 문화

나눔사랑방 / 문헌서원 향사체험 / 문헌서원 	
홈커밍데이

문헌서원 유생의 하루 1박2일 자유학년제

일정	 		4월~10월
장소	 문헌서원
대상	 		유치원생, 초 · 중학생(500명)
내용	 		서원문화체험 / 지역역사 탐방 / 교과연계수업 

/ 자유학년제 연계

문헌서원 인문학 향연

일정	 		4월~11월
장소	 문헌서원 서천지역
대상	 		지역민(480명)
내용	 		인문학강좌 / 역사의 숨결을 찾는 인문 기행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문헌서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25호)
한산모시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산소곡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문의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013
기벌포전통문화학교	
041-953-5895

홈페이지
http://www.munheon.org/

우수사업 18 19 20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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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Post 향교, In 향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기 쉽게 재창조하여 현대와 접목, 일상화, 생활화하고 조선시대 전통 교육 
기관인 향교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지고 나누는 전통문화학교로 활용

충청남도
청양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청양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33호) 따뜻한 우리그림 민화 담아내기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2월 1회, 총 5회)	
3, 5, 7, 9, 11월 둘째주 화요일

장소	 명륜당
대상	 		학생, 일반인(5명 이상)
내용	 		[민화그리기] 모란도(부귀), 연화도(청렴), 소과도

(행운과 부), 소망 담은 글자, 문자도 등 한지에 
담아 나무패널이나 부채로 완성

우리 책 엮어보기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2월 1회, 총 5회) 	
3, 5, 7, 9, 11월 넷째주 화요일

장소	 명륜당
대상	 		청소년, 일반인(5명 이상)
내용	 		[전통책 엮기] 사자소학, 명심보감 적기 / 내가 

적은 이야기 책 엮기

다도학당! 다반향초를 새기다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2월 1회, 총 5회)	
2, 4, 6, 8, 10월 셋째주 화요일

장소	 명륜당
대상	 		학생, 일반인(5명 이상)
내용	 		[다도 학당] 전통차와 예절, 차와 다식 / 전통차 

나누고 소통 / 전통예절(올바른 인사법 등) / 마음
수련 차 명상

향교 클라쓰

일정	 		4, 7, 10월(총 3회)
장소	 청양향교
대상	 청소년, 일반인
내용	 		[향교 투어와 콘서트] 향교 둘러보기, 스토리텔링 

/ 휴먼 힐링 북, 북 콘서트

문의
청양군청 문화재팀	
041-940-4982
온닮	
041-853-5185

홈페이지
ondamhop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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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Yes! 예禮예藝예叡

예산향교와 지역의 문화유산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연, 캠프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온고지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

충청남도
예산군

효 알록달록 향기를 만나다

일정	 		4월~11월(21회, 전시회 1회 포함)
장소	 예산향교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용	 		문화재 활용과 연관한 6차 산업과 연계해 효 	

스토리텔링 음료를 적극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화양연화, 예산향교와 만나장(場) 유료
일정	 		5, 10월(총 2회)
장소	 예산향교
대상	 		지역민, 관광객
내용	 		예산향교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융복합 첨단 공연실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탄생

예산향교에 유학(遊學)갈까? 사전신청

일정	 		예약제
장소	 예산향교 및 예산군 일원
대상	 		학생 및 일반인
내용	 		예산향교 스마트 답사 교육프로그램

예향세시풍속(禮鄕歲時風俗)  
마샹스(MACHANCE) 유료
일정	 		4월~12월(연중 5회)
장소	 예산향교
대상	 		지역민, 관광객
내용	 		우리의 고유 풍속인 절기체험을 통해 세대간 

소통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
리고자 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예산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38호)

문의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2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chungconhyup
www. cchcc.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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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내일로 가는 결성향교

향교의 고유기능인 강학의 특징을 살려 사회교육으로서의 인문과 교양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인문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현대인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함

충청남도
홍성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결성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34호)
결성향교 대성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58호)

향교 Day - 만해문학축전 유료 1박2일

일정	 		4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3:00~
장소	 결성향교
대상	 		성인(15명) ※ 80,000원

내용	 		한용운의 문학을 중심주제로 하는 현대문학 인문
축제

향교 Day - 선비문화축전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3:00~
장소	 결성향교
대상	 		성인(15명) ※ 80,000원

내용	 		유학의 재해석 및 현대적 유학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축제

명륜당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 매월 셋째주 토요일 13:00~
장소	 결성향교
대상	 		성인(15명)
내용	 		문화재 활용 및 보존의 현대적 가치생성을 위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결성향교 문화센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2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10:00
장소	 결성향교
대상	 		성인(15명)
내용	 		결성향교 문화재를 지역문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일반 교양, 인문 프로그램

문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문화in	
041-642-6112

홈페이지
www.culture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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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온새미로 홍주향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유교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향교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한 젊은 향교로 변화,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공간으로 향교를 재인식

충청남도
홍성군

우리는 아띠

일정	 		4월 3일~10월 30일(총 10회)
장소	 홍주향교, 홍주향교 예절관
대상	 		다문화가정, 이주민, 외국인, 일반인(200명)
내용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향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담도담 커가는 우리 꿈 유료

일정	 		4월 22일~10월 28일(총 24회)
장소	 홍주향교, 홍주향교 예절관
대상	 		어린이, 학생, 장애인(360명) 	

※ 1인 1,000원~3,000원

내용	 		예절교육 및 전통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향다시(鄕茶時) 유료

일정	 		4월 24일~11월 6일(총 16회)
장소	 홍주향교, 홍주향교 예절관
대상	 		학부모와 어린이, 학생, 일반인(300명)	

※ 1인 3,000원

내용	 		주말 홍주향교에서 차와 함께 다양한 체험 · 강의 ·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향교 활동가 양성과정 유료

일정	 		4월 19일~6월 14일(총 9회)
장소	 홍주향교, 홍주향교 예절관
대상	 		성인(15명) ※ 1인 50,000원

내용	 		홍주향교에서 활동할 향교 활동가를 양성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홍주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35호)

문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우리는 골목대장	
041-633-497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traditiona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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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仁義禮智(인의예지)와 함께하는  
전주향교

인의예지(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네가지 덕목)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옛 선비의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전라북도
전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삼강오륜 옆에서 유료 1박2일

일정	 6월~10월(3회)
장소	 전주향교
대상	 		60명(회당 20명)
내용	 		예절 · 다도 배우기 / 서예 사군자 체험 / 국립	

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 향사례 체험 / 한지 뜨기 
· 공예 / 전주투어

진짜배기 선비놀이 자유학년제

일정	 4월~10월(8회)
장소	 전주향교
대상	 240명(회당 30명)
내용	 		사자소학 성독 / 문자도 그리기 / 생활예절 / 	

전래 · 전통놀이

아국 18현의 뜻을 찾아 나선 선비들

일정	 4월~11월(강의 10회, 탐방 2회, 총 12회)
장소	 전주향교
대상	 360명(회당 30명)
내용	 		박학지 강의 / 독행지 강의 / 시조 · 판소리 익힘 

/ 유교문화 탐방 / 가정의식 제의례

시방까지 어리광인가

일정	 5월~11월(2회)
장소	 전주향교
대상	 200명(회당 100명)
내용	 		유교향기 찾아서 / 관례, 계례, 회혼례 / 잔치마당

문의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139
전주향교	
010-8768-5152

홈페이지
http://www.jjhyanggy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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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예를 배우고(+), 지혜를 쌓으며(×) 
즐거움을 나눈다(÷)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서 양생해갔던 선비들의 삶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라북도
군산시

나, 너 그리고 우리

일정	 		4월~12월(총 43회)
장소	 임피향교 일원, 군산 동부권 일대
대상	 		유아, 초 · 중학생, 고등학생 3학년, 가족 단위	

(매회 25명, 총 1,075명)
내용	 		[공통] 사람됨이 먼저다(예절교육) / [택 1] 네 글자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강의

+체험) / [택 1] 전통 리듬을 타다(악기체험) / 옛날 옛적에~(강의+체험) / 임피향교 
찬란했던 ‘시산’을 알려라(강의+체험+답사) / 나도 이제 어른이야(성인식 체험)

다른 모습, 같은 생각

일정	 		4월~12월(총 33회)
장소	 임피향교 일원
대상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초 · 중학생(675명)
내용	 		세계문화유산 이야기꾼 양성과정(강의) / 임피

향교에서 들려주는 세계문화유산이야기 - 다문화 
이해 교육(강의+체험)

자연의 이치를 느끼며

일정	 		4월~12월(총 12회)
장소	 임피향교 일원
대상	 		유아, 초 · 중학생, 성인(매회 25명, 총 350명)
내용	 		절기 음식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강의

+체험) / 친환경 집을 짓자(강의+체험)

우리, 신나게 놀아보세

일정	 		5월~11월(총 7회)
장소	 		임피향교 일원, 노성당, 채원병 가옥, 채만식 	

생가터, 군산 구 임피역, 선유도 등
대상	 가족, 일반인, 지역민, 유림 등(150명)
내용	 		임피향교에서 놀자(강의+답사+체험) / 여유락

(기로연 공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임피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95호)

문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2
나날사회적협동조합	
070-4284-7999

홈페이지
https://nanalcoop.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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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향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제공, 향교 교육의 근간인 
孝(효)를 기반으로 가족 간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함열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 과거와 친해진 유생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 매월 둘째주 토, 일요일
장소	 함열향교, 한옥체험관, 함라마을길
대상	 		초 · 중학생, 일반인(회당 25명 내외)
내용	 		유생복 체험 / 천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 / 캘리그래피 활용 체험 등

가족공동체 품에 안긴 유생 1박2일

일정	 		4월~10월 매월 넷째주 금~토요일,
토~일요일

장소	 함열향교, 한옥체험관, 함라마을길
대상	 		가족공동체(회당 25명 내외)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 작은 

음악회(통기타 공연) / 명상 및 요가 
스트레칭 / 함라마을길 둘러보기 등 
/ 캘리그라피 가훈 족자 만들기

역사문화 학교

일정	 추계 석전제 9월 16일
장소	 함열향교, 함라마을길
대상	 		청소년, 일반인(회당 50명 내외)
내용	 		향교 둘러보기 / 함열향교 석전제 

참여 / 캘리그래피 강습 및 활용 등

인문학 학교

일정	 4월~10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장소	 함열향교, 명륜당
대상	 		청소년, 일반인(회당 15명 내외)
내용	 		각 분야 전문가에게 배우는 인문학 강좌

어린이 시화 학교

일정	 10월 9일
장소	 함열향교, 한옥체험관, 함라면 일원
대상	 		초등학생(30명)
내용	 		한글날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시화 대회 진행

대동 한마당

일정	 10월 9일
장소	 함열향교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체험활동 사진전 / 체험부스 운영 / 

전통 공연(국악 및 퓨전공연) 등

문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9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063-855-4224

061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樂!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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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최치원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

정읍 무성서원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무성서원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풍류와 인문 정신문화를 계승, 지역 문화의 주체가 되도록 함

전라북도
정읍시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 도

일정	 		3월~12월(강연 4회, 공연 1회)
장소	 무성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

최치원,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1박2일

일정	 		3월~12월(총 5회), 1일 또는 1박2일
장소	 국내관련 유적지 일원
대상	 		지역 유림 및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최치원과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선비정신, 학에 기대다

일정	 		3월~12월(총 20회, 2강좌)
장소	 무성서원, 태산선비관
대상	 		학생 및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강학당(정가, 서예)을 운영하여 고전의 지혜를 

느끼고 서원 본연의 목적 기여

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1박2일

일정	 		① 3월~12월(1박2일, 8회) / ② 5월 중(1회) / 
③ 월 2회(총 20회)

장소	 무성서원 일원
대상	 		① 다문화가족, 학생, 일반인(회당 20명) /	

②③ 도내 중 · 고등학생, 유림
내용	 		①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으로 1박2일 동안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 / ② 상춘백일장 / 
③ 삭망분향례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무성서원모현회	
010-3656-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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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문화충돌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애국사상을 고취, 공정함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역사현장에서 배우며, 오래된 공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전통과 예절을 체험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고부향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4호)
태인향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5호)

선비문화 체험

일정	 		4월 24일~11월 27일
장소	 태인향교
대상	 		청소년,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의 오래된 문화와 전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간 갈등을 해소

063 고부향교에서 배우는  
공정함과 민주주의

전라북도
정읍시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전북시인협회	
063-244-0129

공정함과 민주주의 리더십 유료 1박2일

일정	 		4월 24일~11월 27일
장소	 고부향교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내용	 		동학농민혁명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보고 복잡한 

현대의 민주주의 정신 배우기

세기말 신흥사상과 지역역사 알기

일정	 		4월 24일~11월 27일
장소	 고부향교
대상	 		청소년, 일반인
내용	 		신흥종교가 일어났던 고장, 호남의병이 최초로 

창의한 곳 정읍. 향교를 매개체로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역사와 친숙해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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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남원시는 국내 판소리 다섯마당 중 “춘향가”, “흥보가”와 더불어 동편제 발상지이며, 유명 국악인이  
배출된 지방으로 그를 승화시켜 우리소리진흥에 기여코자 함. 또한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과 접목하여 폐쇄된 향교를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해하고, 어울려, 친근감이 넘치는 
장을 마련코자 함

전라북도
남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남원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호)

문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7
남원향교	
063-633-7304

명륜당 풍류 유료

일정	 4월~11월(3과목, 48회)
장소	 명륜당
대상	 		일반, 청소년(725명) ※ 20,000원

내용	 		문인화, 건강교실, 국악공연

삼력(三力)을 키우는 전통수련

일정	 5월~9월(총 12회)
장소	 향교 일원
대상	 		청소년(300명)
내용	 		전통놀이 체험(국궁, 한궁, 투호, 부채

체험)

역사문화 버스타 GO!

일정	 10월 중(총 2회)
장소	 지역문화 유적지
대상	 		청소년(150명)
내용	 		우리고장 역사문화유적 탐방

삼례(三禮)체험

일정	 7월~11월(총 10회)
장소	 향교 일원
대상	 		청소년(250명)
내용	 		문묘고유, 전통예절, 우리소리

도전, 문화 골든벨!

일정	 11월 중(총 1회)
장소	 강학당
대상	 		청소년(135명)
내용	 		우리고장 문화재 바로알기 골든벨 

게임

선비문화 체험 1박2일

일정	 		2월~12월(수시, 18회, 1일 또는 	
1박2일)

장소	 향교 일원
대상	 		일반, 청소년(450명) ※ 5,000원

내용	 		체험활동 사진전 / 체험부스 운영 / 
전통 공연(국악 및 퓨전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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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김제향교와 고대 저수지인 벽골제를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창작 컨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체험을 통해 재발견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새로운 문화가 피어나는 김제향교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김제향교 · 서원(사적 제482호) 
김제벽골제(사적 제111호)

065 향교에 반般하다전라북도
김제시

향교에서 通하였다 1박2일

일정	 		4월 24~25일(총 1회)
장소	 김제향교, 벽골제
대상	 		대학생, 청소년(회당 30명)
내용	 		육예(六藝)를 주제로 한 퓨전드라마 제작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
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충효”의 의미를 
알도록 함

전통문화체험학교

일정	 		6월 12, 19, 26일, 9월 11, 18, 25일(총 6회)
장소	 김제향교
대상	 		대학생, 초등학생 4~6학년(회당 20명)
내용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김제향교의 禮를 	

통한 인성교육의현장(청소년시민방송국)

문화! 향교에 피어나다

일정	 		5월 8, 15, 22일, 10월 2, 9, 16일(총 6회)
장소	 김제향교, 벽골제
대상	 		대학생
내용	 		향교에서 놀자! 지역주민과 세대와 세대가 	

하나되는 향교마당축제

문화소통 한마당

일정	 		10월 30일(총 1회)
장소	 향교 인근
대상	 		일반인
내용	 		맛, 멋, 흥, 얼 우리것이 좋은것이여~

문의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사)한국다문화청소년 전북협회	
063-54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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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고산향교, 마음을 다스리다

전통적 가치 ‘효’사상에 대해 알리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참여자들과 완주군의 청소년 
및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효’에 관한 의미를 되짚어 보며 동시에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

전라북도
완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완주 위봉산성(사적 제471호)
고산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호)

문의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063-290-2603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홈페이지
www.wanju.go.kr

고산유생, 효를 전하다(숙박형/당일형) 유료 1박2일

일정	 		5월~11월 중(총 5회)
장소	 고산향교, 유석진 묘비, 완주 위봉산성 등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 20,000원

내용	 		충효 예절 교육 / 지우산 만들기 체험 / ‘석진단지’ 목판체험 / 완주를 완주하다	
(위봉산성 및 완주답사)

고산유생, 석진을 기리다

일정	 		4월~11월 중(총 3회)
장소	 고산향교(명륜당 등)
대상	 		지역민, 학생(회당 15명)
내용	 		오륜행실도에 기록된 석진의 효행을 바탕으로 효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목판체험을 진행, 참여자들의 직접체험 유도(혼합형 학습 형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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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성계의 스토리가 깃들어 있는 ‘진안 마이산과 진안향교’를 배경으로 교육, 공연, 체험을  
통해 조선왕조 리더십과 조선선비의 풍류문화를 배우는 인문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진안향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067 진안향교에서 배우는  
조선왕조 리더십

전라북도
진안군

문의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063-430-2325
(사)대동사상기념사업회	
010-9501-5123

태조 이성계에서 배우는 조선왕조 리더십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9월~12월(총 7회)
장소	 진안향교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150명 이상)
내용	 		진안 마이산에서 몽금척을 통해 조선왕조 개창을 꿈꾼 이성계를 통해 조선왕조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조선문화에서 배우는 신한류 체험

일정	 		5월~6월(총 2회)
장소	 진안향교
대상	 		진안군내 다문화가정(50명 이상)
내용	 		한지 · 한복 · 한식 · 전통공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워보는 강좌

천하절경 진안구경 가세(선비 풍류문화)

일정	 		9월~12월(총 4회)
장소	 진안향교
대상	 		일반인(120명 이상)
내용	 		마이산, 섬바우, 죽도, 수선루 등 진안의 명승을 찾아가는 답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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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무주향교의 나날

향교의 고유 기능은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유교),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함. 사라져 가는 향교 고유의 내용을 지키고 향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임

전라북도
무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무주항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03호)

문의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063-322-1152

유생! 유생이 되어보자

일정	 		3월~11월(총 4회)
장소	 무주향교 일대
대상	 		유치원생, 초 · 중 · 고등학생	

(회당 30명 이내, 총 120명)
내용	 		공수! 안녕하세요!(예절교육) / 	

D.I.Y 그리고 禮(체험)

한식대첩 시즌2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총 4회)
장소	 무주향교 일대
대상	 		유치원생, 초 · 중 · 고등학생	

(회당 30명 이내, 총 120명)
내용	 		Muju! Local Food(음식체험) / 	

茶와 禮(체험)

무주 樂 한마당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총 4회)
장소	 무주향교 일대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회당 30명 이내, 총 120명)
내용	 		놀이, 예절이 되다(놀이교육, 체험) 

/ 얼쑤! 우리가락(민요체험)

무주향교 혼례식

일정	 		3월~11월(총 2회)
장소	 무주향교 일대
대상	 		지역민(회당 30명 이내, 총 60명)
내용	 		혼례식(체험)

축국! 오늘의 승자는!

일정	 		3월~11월(총 2회)
장소	 무주향교 일대
대상	 		유치원생~초등학생 저학년	

(회당 30명 이내, 총 60명)
내용	 		축국체험(축국대회, 상극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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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수향교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 
유산들과 장수 특산물 등을 결합 · 활용한 유교문화예술사업 실시

대상문화재
장수향교 대성전	
(보물 제272호)
의암송	
(천연기념물 제397호)
정충복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38호)

069 긴 물, 긴 역사 장수향교전라북도
장수군

문의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8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010-2244-2493

향교를 부탁해 1박2일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향교
대상	 		장수군 관내 청소년, 다문화센터 등
내용	 		장수항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충 · 효 · 예 등을 지역문화유산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

문방향 가득한 장수향교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향교
대상	 		프로그램 신청인, 청소년, 일반인
내용	 		향교의 역사, 문화 등을 응용하여 장수 특산물을 

활용한 예술문화체험

명륜당 스캔들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향교
대상	 		청소년, 일반인
내용	 		장수향교, 정경손의 이야기를 극화

문화로 사람을 잇다

일정	 		10월
장소	 장수향교
대상	 		일반인
내용	 		‘향교를 부탁해’ 교육을 활용하여 향교를 배경으로 

하는 종합 공연

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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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어이~ 유생儒生! 유생乳生!

향교의 교육 기능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현대화 · 현재화한 인문교육과 체험, 답사로 구성 
하였으며 향교 주변의 지역재생을 돕고 임실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함

전라북도
임실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임실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
영천서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0호)

어이~ 유생! 유생!(당일형) 유료

일정	 		5월 5일 수요일, 6월 4일 금요일, 	
6월 17일 목요일, 7월~9월(총 4회)

장소	 		임실향교 주변 영천서원, 주암서원 등
대상	 	80명(회당 20명) ※ 20,000원

내용	 		향교마을 어메니티(도자타일로 마을	
가꾸기) / 치즈 만들기 체험 / 향교와	
서원 사이(답사) - (Blending 
learning과 동영상 미션 가능)

향교마을 어메니티

일정	 		10월 4일 월요일~10월 6일 수요일
장소	 임실향교 일대
대상	 	75명(회당 15명)
내용	 		도자기 타일을 만들면서 문화재 	

주변 재생의 의미를 배움 	
- (Blending learning 가능)

임실 유생 빌드업

일정	 		4월 12일~5월 24일 격주 월요일, 	
6월~7월 매주 첫째주 월요일,	
8월 23일, 9월 27일, 10월 11일, 	
11월 1일 월요일

장소	 임실향교 일대
대상	 	100명(회당 10명)
내용	 		문화재를 이해하고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래너 과정 	
- (Blending learning 가능)

유생 수다방

일정	 		5월 26일 수요일~7월 28일 수요일
장소	 임실향교 일대
대상	 	150명(회당 15명)
내용	 				다문화여성 바리스타 교육 / 	

향교 동재에서 다문화를 이야기하며 	
이웃과 다문화와의 격차를 줄여 	
임실인으로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함	
- (Blending learning 가능)

어이~ 유생! 유생!(숙박형) 유료 1박2일

일정	 		10월 셋째주 금~토요일(총 1회)
장소	 임실향교 주변 영천서원, 주암서원 등
대상	 	20명(연인원 75명) ※ 20,000원

내용	 		배움을 경영하라(인문학 강의) / 	
향교마을 어메니티(도자타일로 마을 
가꾸기) / 향교 한마당(공연) / 치즈 
만들기 체험 / 향교와 서원 사이	
(답사)

문의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1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홈페이지
http://www.ch-outreach.kr/

우수사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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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의 유교 정신문화의 산실인 순창향교에서 전통놀이, 전통혼례와 선비문화체험활동(향교를  
답사하고 과거시험 체험)을 통한 향교의 가치를 확인하고 순창향교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함

대상문화재
순창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

071 조선 선비들의 순창향교 기행기전라북도
순창군

문의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23
순창향교	
063-652-0649

향교에서 즐기자! 전통놀이!

일정	 		4월 7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10:00~12:00, 
토, 일요일 14:00~16:00(총 102회)

장소	 순창향교 명륜당 앞
대상	 		일반인, 어린이(1,000명)
내용	 		전통놀이 전문지도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체험 

프로그램 / 승경도놀이, 비석치기 등

향교에서의 백년해로 서약! 전통혼례!

일정	 		5월 1일~11월 28일(1회)
장소	 순창향교 명륜당 앞 야외교정, 기타 지정 장소
대상	 		순창군민 중 결혼식 미거행자 부부(1쌍)
내용	 		순창군민 중 결혼식 미거행자 대상으로 전통	

혼례 거행 / 신청자와 협의하여 기간 중 1회 실시 
/ 순창향교 유림들이 집례 주관 참여

왈글왈글 향교!

일정	 		4월 3일~11월 28일(4회)
장소	 순창향교 명륜당, 충효당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향교 역할 소개와 향교 주변 답사 / 유복, 유건 

입기체험 유교 인문학강의,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 후 어사화 만들기

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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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Restart! 여수향교
- 다시 시작하는 100년, 여수향교 -

120년 전 학교로 사용되었던 여수향교의 시간 · 공간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향교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문화재 속 대안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전라남도
여수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여수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4호) 
여수 이량장군 방왜축제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0호)

문의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061-659-4756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놀자 향교놀이터 유료

일정	 5월 12일~11월 20일 09:00~12:00(총 16회)
장소	 여수향교, 명륜당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단체 또는 자녀 포함 가족, 회당 30명 내외)
내용	 		옛 학교 향교 속에서 즐기는 놀이와 체험

향교 속 우리 전통문화

일정	 		5월 14일~10월 23일 13:00~17:00(총 10회)
장소	 여수향교, 명륜당
대상	 		초 · 중학생(회당 30명 내외)
내용	 		향교에서 알아가는 우리지역 전통문화(전통	

건축, 무형문화재 등)

향교국악 어울림

일정	 		5월 30일~10월 31일 17:00~19:00(총 2회)
장소	 여수향교
대상	 		일반인, 관광객
내용	 		무형문화재 · 시낭송 등 어울림 한마당

향교에서 꿈을 찾다! 자유학년제

일정	 		6월 1일~11월 20일 13:00~17:00(총 12회)
장소	 여수향교, 명륜당
대상	 		관내 중학생(30명 내외)
내용	 		성현의 발자취를 새기며 인문학 관련 직업군 

탐색, 우리지역 문화재 해설 체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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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교를 포함한 지역 유학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와의 교류의 접점을 찾아 세대간에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순천 팔마비	
(보물 제2122호)
순천향교 대성전	
(보물 제2101호)
순천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옥천서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

073 “순천順天” 하늘의 이치를 따르다전라남도
순천시

순천학당

일정	 		5월 6, 20, 27일 목요일(총 3회)
장소	 순천향교(명륜당),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대상	 		80명(회당 20명)
내용	 		순천 역사 이야기 / 향교와 서원은 뭘까? / 옥천서원과 김굉필 / 순천도호부 읍성 알기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일정	 		5월 14일, 6월 11일, 7월 16일, 8월 6일, 9월 17일, 10월 22일, 11월 12일, 12월 10일 
금요일(총 8회)

장소	 순천향교, 옥천서원, 팔마비, 임청대
대상	 		160명(회당 20명)
내용	 		역사속 순천 책자 만들기(승평지, 강남악부) / 순천인물 찾기(역사속 인물, 순천

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유래 등) / 나도 김정호(순천부 읍성 고지도 그리기) / 	
순천 진사시험(과거를 보기 위한 관문)

문의
순천시청 문화예술과	
061-749-4465

홈페이지
www.sc-heritage.com

순천가(順天歌)와 함께하는 명승기행 유료 1박2일

일정	 		5월 28~29일, 7월 23~24일, 10월 29~30일 금~토요일(총 3회)
장소	 		순천향교, 옥천서원, 팔마비, 임청대, 용강서원, 박난봉장군묘, 순천도호부 읍성터, 

매산등, 기독교유적
대상	 60명(회당 20명)
내용	 		순천도호부 역사 찾기(순천도호부 지도를 통한 역사 찾기) / 순천향교에서의 하룻밤 

/ 순천도호부 문화재 야행 체험 / 선비들과 함께하는 한밤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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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나주향교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향교 문화재의 가치를 현대에 전승하고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향교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친근감과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함.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체험을 
통해 전통의 맛을 경험하게 하고, ‘나주 향교관광’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4차혁명, 5G시대에 발맞추어 VR(가상현실, 실감미디어)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주향교를 
알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교문화재의 대중화에 기여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문의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동신대학교 굽은소나무학교센터	
061-330-2955~7

향교랑 놀자

향교랑 놀자 유료

일정	 		3월~12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13:00~16:00(10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50명 ※ 1,000원

향교의 휴일 유료 1박2일

일정	 		6월 25~26일, 10월 15~16일 	
금~토요일(2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30명 ※ 30,000원

공감! 나주향교

공감! 나주향교
일정	 		5월 18, 25일, 6월 1, 19, 22일 	

오전 09:00~12:30(5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청각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원 생활시설 
어린이,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회당 20명)

건강한 맵씨 유료 
일정	 		5월 18일~6월 22일 매주 목요일	

오전 09:30~12:30(12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회당 30명 ※ 30,000원

꼼지락 솜씨 유료 
일정	 		3월 9일~4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전 09:30~12:30(14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회당 30명 ※ 50,000원

화려한 글씨 
일정	 		7월 6일~8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8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회당 20명

명쾌한 말씨 
일정	 		[강의] 10월 23일 13:00~16:00(1회)	

		[답사] 11월 13일, 20일 	
13:00~18:00(2회)

장소	 		나주향교 충효관, 나주시 일대
대상	 		[강의] 100명, 		[답사] 회당 30명

인성 · 예절 히어로

펀펀역사교실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4월~7월 주중 오전 09:30~12:00	
(42회) 

장소	 나주향교 명륜당, 충효관, 각 학교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 중 · 고등학생, 	

일반인(야간) - 자유학년제 연계	
(회당 25명) ※ 관내무료 / 관외유료 20,000원

인의예지 놀이마당 유료

일정	 		9월~11월 주중 오전 09:30~12:00	
(30회) 

장소	 		나주향교 명륜당, 충효관, 각 학교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회당 25명) ※ 관내무료 / 관외유료 20,000원

V.R(가상현실)로 즐기는 향교

일정	 		2월 1일~12월 31일(30회) 
장소	 유튜브 및 SNS
대상	 		제한 없음, 유치원, 초등학생(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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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교와 서원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VR(가상현실)과 TV속 예능을 접목한 워킹맨  
프로그램 등으로 참가자들의 흥미와 성취감 및 교육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1박2일 선비체험을 진행
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곡성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
옥과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덕양서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3호)

075 축제 한마당
- 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

전라남도
곡성군

과거로 가서 과거(科擧)보자  
- 찾아가는 향교 · 서원VR

일정	 		4월 1일~11월 30일
장소	 학교,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
대상	 		학생, 일반인(500여명)
내용	 		VR(가상현실)장비를 착용해 향교와 서원 등을 

체험하고 과거시험을 보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향교 · 서원 워킹맨 
- 의복을 갖추고 과거에 응시하라!

일정	 		4월 1일~11월 30일
장소	 곡성향교, 덕양서원 등
대상	 		학생, 지역민, 관광객(750여명)
내용	 		TV속 예능처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재미와 

함께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향교와 서원! 1박2일 선비체험 1박2일

일정	 		4월 1일~11월 30일
장소	 곡성향교, 덕양서원, 오강사, 도동묘 등
대상	 		사회적약자(30여명)
내용	 		향교 서원에서 1박2일 동안 전통 문화를 배우고 

익히도록 기획한 문화관광 지역 교류형 프로그램

향교와 서원 
- 문화예술가와의 만남

일정	 		4월 1일~11월 30일
장소	 곡성향교, 옥과향교, 덕양서원 등
대상	 		지역민(50여명)
내용	 		향교와 서원에서 문화예술가를 초청하여 주민

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문의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3
곡성문화원	
061-362-0890

홈페이지
http://gs-cul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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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창평 은행나무 선비학교

향교 본의의 기능 강화, 지역 전통 문화 전승 및 계승 발전, 향단의 교육 정신함양 및 홍보

전라남도
담양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창평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창평향교 대성전	
(보물 제2099호)
창평향교 명륜당	
(보물 제2100호)

청소년 은행나무 선비학교

일정	 		5월~10월(10회)
장소	 각 학교 및 교궁 내
대상	 		관내 학생(15명, 총 150명)
내용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선비체험 및 

예 · 도 교육

과거를 통해 현재와 소통하는 인문학 강좌

일정	 		5월~10월(5회)
장소	 각 학교 및 교궁 내
대상	 		지역내외 학생 및 주민(30명, 총 150명)
내용	 		21c의 풍류인문학 강좌 - 과거를 통해 현재와 소통

성현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문화 답사

일정	 		5월~10월(4회)
장소	 국내 일원
대상	 		지역내외 주민 65세 이상 지역민	

(25명, 총 100명)
내용	 		성현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문화답사

은행나무 아래서 맞이하는 성년례

일정	 		5월(2회)
장소	 도립대 및 교궁 내
대상	 		만 19세 대학생 대상(20명, 총 40명)
내용	 		성년을 맞이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년의 의미와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

주말향교 프로그램

일정	 		3월~11월(62회)
장소	 창평향교 교궁 내
대상	 		가족, 동호회 등(회당 10명 이내)
내용	 		주말 교궁개방 및 가족과 함께 향단의 교육정신 배우기

문의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2
창평향교	
010-66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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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구례향교는 소규모 지자체의 특성과 구례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향교의 정체성을  
담보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 관광 자원화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4개 범주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구례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0호)

077 Happy 구례향교전라남도
구례군

풍류향교 만천 명월향교야

일정	 		7, 9, 10, 11월 중
장소	 구례향교
대상	 		학생, 일반인, 소외계층(회당 50명)
내용	 		지역 국가무형문화재를 활용한 	

퓨전풍류방 / 시회와 다회를 통합한 
문화예술한마당

인문향교 힐링 고전/봉성 유람 유료

일정	 		3월~11월 매주 수, 목요일 
19:00~21:00

장소	 구례향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월 10,000원

내용	 		청언소품 등의 고전강독과 전입인구 
대상 지역 역사 문화예술 교육

글로벌향교 Egnlish in 향교 유료

일정	 		3월~11월 매주 화요일 19:00~21:00
장소	 구례향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0명)  	

※ 월 10,000원

내용	 		향교에서 배우는 다국어 습득과 	
체험프로그램

힐링향교 활인심방 유료

일정	 		5월~7월 매주 월요일 19:00~21:00
장소	 구례향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0명)  	

※ 월 10,000원

내용	 		활인심방, MBSR 등을 통한 심신 	
힐링프로그램

문의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구례향교	
061-780-0502

홈페이지
http://www.grcschool.org

우수사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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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보성향교에서 떠나는 과거 여행

유림항일의거를 주도했던 보성향교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지역학생, 지역민 그리고  
일반인에게 길라잡이를 함께하는 인문학과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보성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보성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6호)유생의 하루

일정	 		5월~11월 매주 목요일(16회)
장소	 보성향교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20명 내외)
내용	 		길라잡이 유생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지역사 공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김유생과 함께하는 보성향교 구석구석

일정	 		6월~11월 매주 토요일(4회)
장소	 보성향교
대상	 		일반인(매회 10명)
내용	 		길라잡이 유생과 참여자가 각 지점을 이동하며 문답식으로 진행

달빛 속 국악의 향연

일정	 		6, 10월(2회)
장소	 보성향교
대상	 		일반인(매회 200명)
내용	 		보성향교 야간개방과 국악 및 퓨전음악회 개최

문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2
보성문화원	
061-852-2621

홈페이지
http://boseongcultur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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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향교를 배경으로 화순의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특히, 향교에서 
보기 드문 2층 누각(만화루)과 화순향교 주변의 자연을 배경으로 선비들이 사랑한 나무에 담긴  
인의예지(仁義禮智)를 느껴볼 수 있는 유생체험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 문화강좌, 화순 답사  
프로그램, 마을잔치 운영. 나아가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화순향교 대성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63호)
화순향교 만화루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0호)

079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지락鄕校知樂  

화순을 배우고 향교의 즐거움을 알다

전라남도
화순군

유생의 후예 자유학년제

일정	 		6월~10월(10회)
장소	 화순향교 일대
대상	 초 · 중학생(20명)
내용	 		‘선비가 사랑한 나무’에서 배우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유생 체험	
프로그램

나는 선비로소이다

일정	 		4월~10월(월 1회, 7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화순의 인물 열전 강연 / 라이브 중계, 

중계 영상(7편) 홈페이지 업로드

걸어서 화순 속으로 유료 1박2일

일정	 		봄 또는가을(1박2일, 2회)
장소	 화순향교, 화순 일대
대상	 		일반인(30명)  	

※ 30,000원,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향교 체험 및 화순 답사 프로그램

시월의 만화향연

일정	 		10월 중(1회)
장소	 화순향교, 만화루
대상	 일반인(100여명)
내용	 		결과 전시 및 공연 축제

문의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061-379-3178
(사)대동문화재단	
062-674-6567

홈페이지
http://www.hwasunhg.co.kr

슬기로운 향교생활

낭독극장 / 소리내어 책 읽기
일정	 		4월~10월(주 1회, 20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 다문화(15명)

글씨학당 / 수묵 캘리그라피
일정	 		4월~10월(주 1회, 20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 재료비 일부 유료

대상	 		일반, 다문화(15명)

다례교실 / 전통예절과 차문화
일정	 		4월~10월(주 1회, 10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 재료비 일부 유료

대상	 		일반, 다문화(15명)

[특강] 어린이 낭독
일정	 		7월~8월 중(주 1회, 10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대상	 		초등학생(15명)

[특강] 발효여행 심화
일정	 		6월~7월 중(4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인(15명) ※ 재료비 일부 유료

[특강] 규방세상 심화
일정	 		9월~10월 중(4회)
장소	 		화순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인(15명) ※ 재료비 일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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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폼生폼士! 강진향교!

강진향교와 남강서원 주자갈필목판을 활용한 ‘자유학년제’ 문화콘텐츠 운영, 문화재 활용사업과 
농촌 숙박체험을 연계한 유입형 문화재 활용 콘텐츠 제공 및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 관광 활성화

전라남도
강진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강진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남강서원 주자갈필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4호)

다산정약용! 향교에서 만나다!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3월~11월(총 70회)
장소	 강진향교 명륜당 동재
대상	 		관광객, 관내주민, 청소년(회당 50명 이내)	

※  유료 5,000원

내용	 		강진의 야생 수제차인 다산황차 체험,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강좌(자유학년제 연계)

어여 가세! 강진향교로!

일정	 		3월~11월(총 130회)
장소	 강진향교
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 유치원생, 관내 주민
내용	 		전통서각교실 등 지역예인 테마체험, 다례교육, 

문화재 활용 인재양성교육, 강진향교 지킴이 활동 
및 진로체험강좌

어절씨구~ 강진향교

일정	 		3월~11월(총 51회)
장소	 강진향교 야외마당
대상	 		강진군민, 관광객
내용	 		어울림 한마당, 전래놀이체험 등 역동적인 향교 

만들기

체류형 문화관광프로그램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5월~10월(사전 예약)
장소	 강진향교 강진관 내
대상	 		농어촌체험 관광객 및 다문화가정	

(회당 30명 내외)
내용	 		농촌숙박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 및 다문화가족 

대상 1박2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문의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2
강진문화원	
061-433-7373

홈페이지
gangjin.kc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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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국립교육기관인 향교를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풍’이라는 즐거움으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진행, 우리지역의 향교서원을 활용한 대표문화재 활용자원으로 군민들이 생활 속 
공간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해남향교 대성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77호)
표충사	
(전라남도 기념물 제19호)
영산사 소장 문서일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9호)
옥산서실 소장품일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1호)
방춘서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9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외(사적 제167호)
해남대흥사(사적 제508호) 등

081 해남 유생학개론전라남도
해남군

소풍

일정	 		4월~11월
장소	 해남향교 녹우당, 옥산서실, 표충사
대상	 		지역민(회당 40명)
내용	 		향교 · 서원으로 소풍을 간 후 조선시대 나들이를 현대와 비교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향교서원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를 활용

해남풍류

일정	 5월 17일
장소	 해남향교
대상	 		1,000명 이상
내용	 		이야기가 있는 공연으로 성장과정을 무용으로 표현하고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연주마다 해설과 얽힌 이야기로 군민과 함께 진행되며, 고등학생과 함께하는 	
전통성년의례도 진행

성균관 탐방 또는 지역향교 문화답사 유료 1박2일

일정	 6월 4~5일
장소	 성균관, 전남지역
대상	 		일반인(회당 40명) ※ 참가비 50,000원

내용	 		우리지역 향교와 성균관의 비교답사(성균관 해설가를 통해 고려시대 국자감과 조선
시대의 성균관을 이해, 지방쓰기 체험을 통한 성균관 체험)

해남유생학개론 자유학기제

일정	 		5월 6, 20일, 6월 10, 17, 24일(상반기 총 5회) / 9월 11, 25일, 10월 8, 22일, 	
11월 6일(방학 2회, 하반기 총 10회, 자유학기제)

장소	 해남향교, 옥산서실, 영산사, 표충사
대상	 		지역민(회당 40명)
내용	 		유생복을 입고 전통예절을 배워 선비들의 하루를 체험해 봄으로 전인교육을 중심

으로 유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061-530-5250
해남문화원	
061-533-5345

홈페이지
www.haenamcul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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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열린 영암향교 
- 옛것에서 오늘을 배우다

향교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전승할 수 있는 지방교육기관으로써 재활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고취시키고 향유 ·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전라남도
영암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암향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6호)향교에서 성현과의 만남

일정	 		5월~10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총 12회)

장소	 명륜당
대상	 		유림, 일반인(20명)
내용	 		향교의 유래와 옛 성현의 이해

최고의 명필 한석봉의 후예

일정	 		5월~10월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총 12회)

장소	 서예실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20명)
내용	 		한문과 서예를 통한 자아 형성

향교에서 차(茶)를 만나다

일정	 		5월~10월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총 12회)

장소	 명륜당
대상	 		여성유도회, 일반인(15명)
내용	 		차를 마시는 예의와 범절을 배움

향교와 함께하는 가야금 소리

일정	 		5월~10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총 12회)

장소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15명)
내용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민속풍류, 가야금 명창

문의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99
영암향교	
061-47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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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개최를 통한 열린 공간 제공, 다도 교실 운영으로 전통예절 교육, 
600년 은행나무 이야기를 활용한 관내 주요 관광지로 도약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무안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083 진행중인 무안향교의 역사 
-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교

전라남도
무안군

교궁은행나무 음악회  
및 찾아가는 국악교실 운영

일정	 		상반기, 하반기(봄, 가을, 총 2회) / 	
국악교실(월 2회)

장소	 무안향교
대상	 		지역민, 소외계층(210여명)
내용	 		도심속 600년 은행나무 지역민과 공유 / 문화적 

풍류 활동 향유 / 향교를 활용한 주민소통의 장 
제공 / 우리의 소리 계승 보존

천연염색 교실

일정	 		4월~10월(주 2회)
장소	 무안향교 명륜당
대상	 		지역민, 관광객(200여명)
내용	 		향교의 대표 자원화 /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 제공 /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공유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

일정	 		4월~10월(전통혼례 4쌍, 4회)
장소	 무안향교
대상	 		지역민, 소외계층(200여명)
내용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혼례 체험 운영 / 우리의 

전통 계승 보존

다도교실을 통한 예절교육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주 2회)
장소	 무안향교 명륜당
대상	 		지역민, 관광객(200여명)
내용	 		전통예절의 현대적 해석 / 자유학기제 연계활동

문의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061-450-5462
무안향교	
061-452-8679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271

084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

문불여 ‘장성’의 대표 문화재인 필암서원, 장성향교, 고산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 발굴. 호남의 추로지향(鄒魯之鄕) 
으로서 지역의 역사, 인물, 자원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재 사업 플랜 제시

전라남도
장성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필암서원	
(사적 제24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향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고산서원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

청렴,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1박2일 선비문화체험 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① 4월~12월(10회) / 	
② 4월~12월(8회)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5~30명)
내용	 		① 인성교육(인문학강좌) / 승경도 

놀이 / 전통 예절 및 다례체험 / 	
서원 관련 탁본 체험, 캘리그라피 / 
전통문화체험, 전통한지공예체험 / 	
주먹밥 및 탕평채 만들어 먹기(청렴
체험) / 사랑의 편지쓰기(유서쓰기) 
및 세족식 / 편백비누 만들기 / 	
전통 천연염색체험 /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모빌 제작 / 	
② 풍등 날리기

문의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40
장성향교	
061-393-4569

수요문화 마실  
“문화의 날 풍류여행”

일정	 		4월~12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8회)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향교 등

대상	 지역민, 관광객(회당 100명 이내)
내용	 		국악 공연(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판소리 등)

문화유산 방문교사 양성

일정	 		4월~12월(25회)
장소	 		장성향교, 서원
대상	 지역민(15명)
내용	 		문화유산 방문 교육사(3급) 양성 후 

지역사회 활용

일일 선비체험

딸각발이 서원 향교  
선비문화체험 학교 자유학기제

일정	 		4월~12월(7회)
장소	 		고산서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100~200명)

성년식
일정	 		5월 셋째주(1회)
장소	 		장성향교
대상	 		관내 고등학생 3학년, 일반인	

(회당 100~200명)

향교서원 찾아떠나는 선비문화체험 여행
(역사인물愛 산책)
일정	 		5월 셋째주(1회)
장소	 		관외 서원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100~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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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향교를 개방하여 다양한 전통문화와 문화체험들을 열어가는 장소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으로 향교의 풍류와 운치를 즐기는 힐링의 명소로 만들고 향교문화의 자원화와 컨텐츠 발굴을 
위한 살아 숨 쉬는 향교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연일향교 대성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호)

085 포은圃隱의 붉은 마음丹心  
연일향교 물들다

경상북도
포항시

장원급제 어린이 백일장 유료

일정	 		4월 10일 토요일 14:00~17:00 / 	
10월 30일 토요일 14:00~17: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어린이(200명), 부모(300명) 	

※ 어린이 1인 5,000원(시집 제작 / 배포)

내용	 		포은 정몽주선생 추모 어린이 백일장

인문학으로 보는 야(夜)한 향교

일정	 		매월 둘째주 수요일 19:00~21: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시낭송 인문학콘서트

향교는 학교다 유료

일정	 		매주 화요일 10:00~13: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일반인(40명) ※ 1인 10,000원

내용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 	
시낭송가 양성과정

나도 따라 선비 될래요

어린이 충효예절학당 유료

일정	 		매주 토요일 10:00~13: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초등학생(20명) 	

※ 1인 10,000원

중학생반 - 향교체험
일정	 		매주 화요일 13:00~16: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중학생(40명)

장애인반 - 향교체험
일정	 		매주 목요일 13:00~16: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장애인(30명)

다문화반 - 향교체험
일정	 		매주 금요일 15:00~18: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다문화(40명)

어르신반 - 향교체험
일정	 		매주 토요일 14:00~18:00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어르신(120명)

가족 - 향교체험 1박2일

장소	 연일향교 명륜당
대상	 		가족(50명)

문의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4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	
054-612-9559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y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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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리더쉽

경주에 있는 사액서원 2곳(옥산, 서악)에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서원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감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서악서원(경상북도 기념물 제19호)유유자적(悠悠自適) 선비체험  

- 서악서원

일정	 		4월~10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3:00~18:00	
(총 13회)

장소	 서악서원
대상	 		청소년, 시민, 단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회당 100명, 총 1,300명)
내용	 		배향인물 탐구 / 다도&생활예절 / 인근 문화재 

탐방 / 漢詩데이트(국악공연) / 인문학 강의	
(색으로 보는 仁義禮智信) / 선비향기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茶향 가득한 옥산서원

일정	 		4월~10월 매주 토, 일요일 11:00~17:00	
(월 8회, 총 58회)

장소	 옥산서원
대상	 		청소년, 시민, 단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회당 80명, 총 4,640명)
내용	 				배향인물 탐구 / 다도&생활예절 / 붓글씨 / 	

이언적 소개극 / 선비풍류(국악공연) / 	
옥산 구곡 탐방 / 선비향기체험(석고방향제 	
만들기)

서원 사계 사진전(옥산, 서악)

일정	 		[접수기간] 9월 1일~ 10월 15일	
[시상&기념식] 10월 말

장소	 옥산서원, 서악서원
내용	 		옥산, 서악서원 사계를 촬영한 작품 공모	

(30점 선정)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신라문화원	
054-777-1950

홈페이지
http://www.sil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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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향교만의 특수한 천년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향교스테이, 어울소리 음악회, 선현유적 길따라, 
선비문화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경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명륜당	
(보물 제2097호)
경주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경주향교 동무 · 서무 · 신삼문	
(보물 제2098호)

087 경주향교 천년 문화를 품다경상북도
경주시

법고창신 전통문화 체험(향교스테이) 유료 1박2일

일정	 		1월~12월, [1일] 10:00~16:00, 	
[1박2일] 10:00~12:00(익일)

장소	 대성전, 명륜당, 최부자 아카데미 강의실
대상	 		일반인, 학생, 기업체 직원, 공무원, 	

다문화가족, 외국인, 장애인 등(4,000명)	
※ 1일 - (학생, 일반인) 15,000원 / 1박2일 - (학생) 20,000원, 

(일반인) 30,000원 /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일반계층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 성년례, 	
한복 입기, 전통예절, 다도, 국궁, 윶놀이, 투호, 
제기차기, 한옥체험, 야행, 설총우물 / 	
[특수계층 시범문화체험] 미8군 및 재외국민 대상

천년향교 어울소리 음악회

일정	 		3월~12월 매주 수요일(40회)
장소	 명륜당
대상	 		1,200명
내용	 		국악, 현대음악 공연, 가족 슬로우 힐링 이벤트

선현유적 길 따라

일정	 		5월~11월(5회)
장소	 		향교, 서원, 고택, 종가, 효자비, 열녀비, 	

옥산 독락당
대상	 		200명
내용	 		[고택답사] 향교, 서원, 고택, 종가 등

선비문화 지도자 아카데미 

일정	 		5월~11월(5회)
장소	 		향교, 명륜당, 유림회관 4층 대강당
대상	 		시민 및 유림(30명)
내용	 		[선비 지도자 아카데미] 선비정신 배우고 익히기 

/ 선비 가훈 알아보기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경주향교	
054-77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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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오얏꽃향기 향교를 꽃피우다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그 속에 깃든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이를 통해 미래 
발전의 디딤돌이 되며, 더불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홍보 및 관광 연계에 도움이 되고자 함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지례향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김산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3호)
개령향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오얏꽃 향기 온누리에 유료

일정	 		5월 8일, 6월 12일, 9월 11일(총 3회)
장소	 지례향교, 김산향교, 개령향교
대상	 		출향인사(150명)
내용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향교 투어 프로그램

오얏꽃 학당

일정	 		4월 24일, 5월 22일, 6월 26일, 9월 25일, 	
10월 30일(총 5회)

장소	 지례향교
대상	 		지례면민(65세 이상, 50명)
내용	 		향교 고유의 교육기능을 되살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학당 운영

오얏꽃 꿈을 담다 자유학기제

일정	 		10월 16일(총 1회)
장소	 지례향교
대상	 		초 · 중학생 및 학부모(100명)
내용	 		김천 문화유산을 주제로 과거제 실시(장원급제

행렬 재현)

오얏꽃 동행

일정	 		4월 10일, 8월 14일(총 2회)
장소	 지례향교, 타지역 문화유산 견학
대상	 		지역 어르신, 지역아동센터(100명)
내용	 		지역 어르신을 위한 기로연, 외부 문화유산 견학

문의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054-420-6817
(사)우리문화돋움터	
054-439-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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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계서원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문화경험 및 안동 지역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묵계서원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9호)

089 꼬마도령의 놀이터 묵계서원경상북도
안동시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경북미래문화재단	
054-841-2433

홈페이지
www.gbculture.org

사계절 놀이터 유료 사전신청

일정	 		4월~12월 매주 화요일(30회)
장소	 묵계서원
대상	 		어린이집 단체(5세 어린이 대상, 	

회당 25명 이내) ※ 1인 10,000원

내용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서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정서 함양과 
전통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

우리가족 묵계 나들이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4월~11월 중(2회)
장소	 묵계서원, 묵계종택, 만휴정
대상	 		가족 및 단체(20~30명 내외)  	

※ 당일(1인) 5,000~10,000원 / 
1박2일(1인) 40,000~50,000원

내용	 		묵계서원과 종택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힐링 
프로그램

묵계, 친친(親親)프로젝트  
및 묵계 보백 살롱 외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① 4월~10월 중(1~2회) / 	
② 9월~11월 중(1~2회) 1박2일

장소	 		① 묵계서원 일대 / 	
② 묵계서원, 묵계종택, 만휴정

대상	 		① 초등학생~성인(20~30명 내외)	
※ 1인 10,000원  / 	
② 사회적약자 계층(20~30명 내외)	
※ 1박2일(1인) 35,000원

내용	 		① 묵계서원에서 펼쳐지는 공예, 
만들기, 조각, 서예와 같은 미술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및 전시 
활용 / ② 자아존중감 발달을 	
중점으로 한 사회적약자 맞춤 특화 	
프로그램

열린서원, 묵계서원 /  
놀이서원(묵계랑 놀자)

일정	 		3월~12월 매주 금, 토, 일요일	
(상시 운영)

장소	 		묵계서원
대상	 		일반인, 외국인 등
내용	 		① 서원에 도서관, 휴식공간,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누구나 놀러오는 
열린서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발돋움 / ② 묵계서원 - 다목적 	
체험실을 활용하여 활쏘기 체험, 
의상체험, 전통놀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과 놀이를 해볼 수 있는 놀이
서원 구성

우수사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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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21 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도산서원)

세계유산 도산서원 활용 및 홍보사업

경상북도
안동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산서원 참 알기 해설 및 알묘체험 프로그램 

일정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도산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와 퇴계선생의 선비정신 등을 서원 참알기 	

도우미를 통해 체득하고 서원의 고유행사인 알묘례를 직접 체험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시민 인성체험 프로그램 

일정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및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도산유적지 일대
대상	 		학부모, 성인(200~300명)
내용	 		학부모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프로

그램 운영

서원 고문서를 통한 서원문화 탐색 프로그램 

일정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일원
대상	 		서원 임사 및 시민 등(15명, 연인원 300명)
내용	 		서원에 전승 된 고문서를 집중탐색, 서원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사회 고급	

문화로의 승화 및 제공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054-851-2012

홈페이지
http://www.dosansunb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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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활용 및 홍보사업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보물 제2104호)
병산서원(사적 제260호)

091 서원건축의 백미 만대루경상북도
안동시

병산서원 인문캠프 1박2일

일정	 		3월~12월
장소	 병산서원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고등학생, 대학, 가족 단체 현장학습 활용 서원 

춘추향사

목판, 알묘 체험프로그램

일정	 		3월~12월
장소	 병산서원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서애선생 묘우 참배 목판체험과 해설 지원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사)하회마을보존회	
054-853-0109

홈페이지
http://www.byeong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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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021 동락서원 나들이 :  
동락同樂 풍류風流 유람游藍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동락서원 배향인물 여헌 장현광 선생과 선비들의 절제된 생활문화 및 
정신세계를 체험형으로 향유하면서 현대인들의 정서적 · 기질적 문제를 치유하고 보람찬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함

경상북도
구미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동락서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1호)동락서원 주말나들이 

일정	 4월~11월 토요일(총 4회)
장소	 동락서원
대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대상자	

(매회 30명 내외)
내용	 		선비문화와 선비정신 체험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생활예절을 체득하고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한편 문화향유 기회 제공

꼬마선비들의 동락서원 나들이 

일정	 3월~9월 마지막주 수요일(총 6회)
장소	 동락서원
대상	 		유치원생(매회 40명 내외)
내용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유치원생들을 대상

으로 문화재 현장학습과 체험형 인성교육 기회 
제공

두드림 동락서원 자유학기제

일정	 10월 중(3회)
장소	 동락서원
대상	 구미시 중학생(매회 40명)
내용	 		자유학기를 맞는 구미지역 학생들에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역사

교육과 진로체험 기회 제공

同居同樂 서원스테이 유료 1박2일

일정	 4, 6, 10월(총 3회)
장소	 동락서원
대상	 		어린이 동반 취약계층 가족(매회 30명 내외)	

※ 10,000원

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옥 숙박체험과 선비	
정신을 닮은 사군자를 바탕으로 계절마다 즐겼던 	
선비풍류문화를 체험하고, 구미문화재 미션 투어

문의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48

홈페이지
http://kk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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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서원 현장체험을 통하며 학문, 덕행, 정직, 예의, 충효와 선비들이 펼친 독립운동 등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의한 경제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선산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5호)
선산객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금오서원	
(보물 제2102호(정학당), 	
보물 제2103호(상현묘))

093 선산향교 N SUNBI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이여 선산이여

일정	 		5월~11월(2회)
장소	 선산향교 연계 유적
대상	 		내 · 외국인(회당 500명)
내용	 		구미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한 인문학을 

곁들인 콘서트

우리지역 문화유산 ‘들여다보기’ 1박2일

일정	 		교육(10회), 탐방(3회, 당일, 1박2일)
장소	 선산향교
대상	 		지역민(회당 50명)
내용	 		구미의 역사교육과 문화유산 교육, 향교에 배향된 

인물 유적 배움 여행

김종직, 이 시대에 소학을 전하다

일정	 		20회
장소	 선산향교
대상	 		내 · 외국인 가족동반(회당 30명)
내용	 		청소년에게 애국심,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구미의 독립운동사 흔적을 찾아서 유료 1박2일

일정	 		1박2일(2회), 당일(3회)
장소	 선산향교 인근 문화재
대상	 		내 · 외국인 가족동반(회당 30명)
내용	 		우리 조상들이 국난 극복하는 호국활동과 독립

운동을 알고 확고한 국가관 형성

문의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선산향교	
054-482-0950

홈페이지
www.선산향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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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영주의 3鄕校,  
선비도시의 동력이 되다

영주에는 3개의 향교가 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3향교 관련 문화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명품관광 선비문화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잘사는 영주, 행복한 
영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주향교 대성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56호)
풍기향교 대성전 동 · 서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1호)
순흥향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7호)

향교야! 놀자 

일정	 		4월~11월(어린이집 1회, 유치원 4회, 총 5회)
장소	 영주향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생(회당 30명, 총 150명)

향교 탐방

일정	 		4월~11월(총 5회)
장소	 영주향교
대상	 		중학생(120명), 고등학생(30명), 총 150명

향교를 열어라

일정	 		4월~11월(총 60회)
장소	 영주향교, 유림회관
대상	 		일반인(30명)

문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영주향교	
054-633-7191

영주선비 바로알기 3향교 투어

일정	 		4월~11월(지역유림 1회, 풍기 · 순흥유림 1회, 	
지적장애인 1회, 총 3회)

장소	 		영주향교, 풍기향교, 순흥향교, 소수서원
대상	 		지역유림, 풍기 · 순흥유림, 지적장애인	

(회당 30명, 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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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소수서원의 가치 활용 모델 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선비도시 영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소수서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가치 창출, 소수서원의 제향과 학맥의 현대적 계승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소수서원(사적 제55호)
회헌 영정(국보 제111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095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경상북도
영주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3월~12월(8회)
장소	 소수서원, 선비촌
대상	 		일반인, 신청자(회당 40명, 총 320명)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제향문화계승 및 체험 / 유생복 체험과 생활 예절 	

실습 / 우리가락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체험 / 선비촌 고택 숙박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

문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4-6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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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도심속의 영천향교 문화재를 활용하여 청소년 지역민, 외지인은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성,  
도덕, 체험, 의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경상북도
영천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천향교 대성전(보물 제616호)

오백년 옛 鄕校에서 과거를 보다! 자유학기제

일정	 		5월~10월(3회)
장소	 영천향교 명륜당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총 150명)
내용	 		포은선생의 장원급제 시권을 통해 문헌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활용하여 傳統과거

시험 재현 녹명(사조단자), 조훌강, 초시, 복시, 창방의 등을 통해 진사, 생원 장원 
선발!

오백년 옛學校에서 하룻밤 유(遊)하다 유료 1박2일

일정	 		5월~10월(5회)
장소	 영천향교 명륜당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총 150명) ※ 10,000원

내용	 		고택숙박체험을 통해 코로나19로 그동안 가족간의 헤이해진 결속력을 강화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 유료화를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고택 숙박체험으로 관광 상품화

재미있는 寒여름밤의 인문학

일정	 		5월~11월(3회)
장소	 영천향교
대상	 		일반인, 관람객(총 600명)
내용	 		영천이 낳은 3선현의 소재로 다룬 스토리텔링화,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재미

있는 뮤지컬을 통해 퀄리티를 높이고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프로그램 개발 /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로 지역특화사업 추진

향교는 學校다!

일정	 		4월~10월(31회)
장소	 영천향교, 국학학원
대상	 		청소년, 유치원, 일반인(총 800명)
내용	 		다양한 프로그램인 “전통성년례, 꽃차이야기, 향교나들이, 문화 탐방 등 문화재 	

활용으로 지역민과 하나로 거듭

문의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054-330-6539
영천향교	
054-334-562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eeis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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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및 문화재 활용을 통한 선현의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참여자의 애향정신을 일깨움과  
동시에 지역 문화재 체험을 통해 관심 갖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의성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

097 仁義禮智 그리고 忠과 孝  
- 義城의 선비 風流엿보기

경상북도
의성군

선비문화체험을 통한 體, 仁, 智  
change 유료 1박2일

일정	 		5월~11월(3회)
장소	 의성향교
대상	 		청소년, 일반인(25명)
내용	 		[문묘배향 의례] 유교문화 예절(유복 입기), 	

흑마늘 보리떡 만들기 / 	
[청년통신사선(율정호)] 인증샷 보내기, 홍화	
꽃잎으로 천연 염색 체험, 시조 창(정가) 배우고 
부르기

양보하는 마음담아 향교에서 놀아예 禮!

일정	 		5월~11월
장소	 의성향교
대상	 		유치원생, 초 · 중학생(25명)
내용	 		선비예절 배우기(유복, 다도, 다식 만들기), 고서 

묶기 체험을 통해 천자문 써보기, 합동 보자기 
제기차기, 활쏘기, 투호놀이(선비여가놀이)

忠孝는 군자의 덕목  
- 지금부터 실천입니더~ 자유학기제

일정	 		7월~10월
장소	 의성향교
대상	 		중 · 고등학생, 일반인(25명)
내용	 		향교 예절 교육,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한다(강의), 

탁본체험을 통한 선비의 기록문화 재현, 활쏘기를 
통한 忠과 禮의 군자활동, 소중한 가족에게 마음의 
편지 담기

문의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054-830-6549
의성황토사연구소	
054-834-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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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청송의 향교,  
문화아지트로 되살아나다!

향교의 본연 기능을 회복하여 유 · 청소년들이 향교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내 청소년들의 문화아지트 및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경상북도
청송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진보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청송향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93호)
청송 관리 왕버들	
(천연기념물 제193호)

문의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054-870-6247
(재)청송문화관광재단	
054-874-9096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ctfs/

‘충’과 ‘효’의 뜻을 새기다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총 4회)
장소	 진보향교
대상	 		유치원생, 청소년 대상	

(회당 25명 내외) ※ 5,000원

내용	 		진보의진의 활동무대였던 진보향교	
에서, 우국충절 의병정신과 선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향교夜(야) 놀자

일정	 		3월~12월(2일간)
장소	 청송향교
대상	 		일반인
내용	 		향교의 야간개장을 통해 색다른 	

향교의 모습과 전통다례체험, 소규모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진행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

일정	 		5월 중 성년의 날 행사 진행(1회)
장소	 진보향교
대상	 		청소년 대상(남, 여 각 15명)
내용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 · 계례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옛 성년의 날 
의미를 체험함

‘산소카페 청송에서 즐기는  
풍류체험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총 2회)
장소	 청송향교
대상	 		유치원생, 청소년 대상	

(회당 25명 내외)
내용	 		선비들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꾸준히 수련한 기예를 체험함으로써, 
옛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체험

슬기로운 향교생활 유료

일정	 		3월~12월(총 2회)
장소	 진보향교, 청송관리 왕버들
대상	 		유치원생, 청소년 대상	

(회당 25명 내외) ※ 5,000원

내용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충’과 ‘효’에 
대한 가르침을 유아, 저학년 눈높
이에 맞춰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인형극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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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와 조선시대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고령향교에서 선비육예를 프로그램화하여 본래의  
가치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교문화의 공간이자 전통의 즐거움과 새로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고령향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고령향교 대성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6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099 대가야 Cultuer,  
향교에서 다! 다多! 다All!

경상북도
고령군

경신수야 庚申守夜  
향교콘서트

일정	 		9월~10월 중(총 1회)
장소	 고령향교, 연조공원
대상	 		일반인(100명 이상)
내용	 		야간에 향교에서 즐기는 문화, 예술 

행사(대면 /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고령향교에서 즐기는  
대가야 인문 Road

일정	 4월~11월(총 2회)
장소	 		고령향교, 연조공원, 고령요 도예	

전수관 등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다문화가정, 장애인, 복지단체 등 
(30명 이상)

내용	 		고령향교를 중심으로 대가야 문화
역사체험 투어(대면 / 비대면 프로
그램 병행)

선비의 숨결따라 떠나는 여행

일정	 6월~11월 중(총 1회)
장소	 		타지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대상	 		고령향교 유림회, 문화재수행단체 등

(40명 내외)
내용	 		타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례 벤치

마킹 답사, 선비문화유적 탐방 /	
체험(단체 방문 및 교류)

고령향교 스테이 
(대가야캠프) 유료 1박2일

일정	 		7월~10월 중(1박2일, 총 1회)
장소	 		고령향교, 지산동고분군, 대가야	

박물관, 개실마을, 고령요 도예	
전수관 등

대상	 		단체, 자녀 포함 가족(40명 내외)
내용	 		쉼과 즐거움이 있는 고령향교의 	

1박2일 스테이프로그램

문의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054-950-6762
문화공동체 대가야	
010-3696-2660

홈페이지
http://gohyanggyo.co.kr

글로벌 선비, 향교로 다 모디라!

대가야 꼬마선비, 향교야~ 안녕
일정	 		4월~11월 중(총 10회)
장소	 고령향교 명륜당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생(20명 이상)
내용	 		놀이와 예술로 배우는 어린이 선비

육예(시리즈 2)

나는야 우리동네 이야기꾼 자유학기제

일정	 		5월~11월 중 	
(총 8주차 교육체험프로그램)

장소	 고령향교, 고령 역사 · 문화재 지역
대상	 		초 · 중학생(30명 내외)
내용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우리 지역 

역사, 문화재 스토리텔링(대면 /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삼삼오오 in 고령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고령향교 명륜당, 대가야다례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외)
내용	 		<인륜을 밝히는 곳, 명륜당>에서 

전해주는 선비육예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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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21 성주향교 인성사랑[愛]캠프
‘사람냄새’ 풍기는 성주향교 만들기 프로젝트

성주향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의 상징 및 가치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사람 친화적 감성치유’ 및 감정조절능력 배양하고 ‘선비고을’ 성주에 자리하고 있는 성주향교의 
가치와 상징성을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함

경상북도
성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보물 제1575호)
성주 한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문의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2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홈페이지
http://kkcc.or.kr

가족사랑캠프 1박2일 1박2일

일정	 		5월 1~2일, 7월 3~4일, 9월 4~5일	
(주말 1박2일, 총 3회)

장소	 성주향교, 한개마을
대상	 		어린이 동반 가족(매회 30명 내외)
내용	 		가족 공동체험을 통한 가족공동체 및 협동심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성주 선비문화 배우기 1박2일 1박2일

일정	 		3월 27~28일, 10월 2~3일	
(주말 1박2일, 총 2회)

장소	 성주향교, 한개마을, 유적지
대상	 		어린이 동반 가족(매회 30명 내외)
내용	 		별 고을 성주 인물들의 지역문화재를 답사하고

선비정신을 배우는 프로그램

인성사랑 성주 향교유치원

일정	 		4월~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장소	 성주향교 명륜당
대상	 		유치원생(매회 40명 내외)
내용	 		‘문화의 날’을 맞아 유아들에게 문화재 현장 	

학습과 인성교육 기회 제공

‘할매 · 할배의 날’ 기념 성주향교  
어르신 위로잔치

일정	 		8월 28일 토요일 10:00~14:00
장소	 성주향교 명륜당
대상	 		성주군 65세 이상 어르신(100명 내외)
내용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시점에 향교 

주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위로연을 베푸는 
전통 세시풍속 계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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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가 선비문화의 교육기관, 지역문화의 산실, 지역민들의 문화의 쉼터, 아동들의 문화놀이터가 
되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게 하며, 문화재와 향교가 
선비마을, 선비 길로 선비문화체험의 명소가 되게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진해향교 공자 위패 매안지 비석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31호)

101 창원고을 선비의 품격경상남도
창원시

문의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	
055-225-3674
창원국악관현악단	
055-241-2074

홈페이지
www.창원국악관현악단.com

선비의 품격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총 22회), 상시(월 1회, 총 6회)	
선비의 봄(5회), 선비의 여름(4회), 선비의 가을
(4회), 선비의 겨울(1회), 찾아가는 향교(2회)

장소	 유림회관 명륜당
대상	 		중 · 고등학생(회당 25명, 총 550명)

유생들의 나날

일정	 		5월~10월(초등학생 12회, 지역민 8회, 총 20회)
장소	 유림회관 명륜당
대상	 		초등학생, 지역민(회당 25명, 총 500명)

선비 풍류방 ‘음풍농월’

일정	 		5월~11월(상설 5회, 고취타악대 1회, 석전대제 
1회, 총 7회)

장소	 유림회관 대성전
대상	 		유림, 지역민, 초 · 중 · 고등학생(총 3,000명)

문화재 탐방 걷다, 보다, 이야기하다 1박2일

일정	 		7, 10월 타지역(1박2일, 총 2회)
장소	 경남 일원, 타지역
대상	 		지역민, 사회적약자, 초 · 중 · 고등학생	

(회당 30명, 총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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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향교 대성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문화재 활용가치 재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 전통
음악 공연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

경상남도
창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창원향교 대성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문의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	
055-225-3674
(사)경남국악관현악단 휴	
055-273-0946

홈페이지
www.hyugugak.kr

전통과 현대의 만남_풍류21

일정	 5월~11월(총 5회)
장소	 창원향교 명륜당 뜰
대상	 		일반인, 지역민, 외국인, 사회적약자 등
내용	 		전통과 현대를 잇고 풍류를 즐겼던 선비들의 

삶을 재조명

선비문화, 예악(禮樂)을 잇다

일정	 5월~6월(총 6회)
장소	 창원향교 명륜당
대상	 		초 · 중학생 및 가족, 사회적약자 등(20명 내외)
내용	 		예절배우기와 국악기체험을 통해 전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시민들에게 일깨움

차(茶)와 음악, 이야기가 있는 “달빛야행”

일정	 9월 첫째, 둘째주 수요일(총 2회)
장소	 창원향교
대상	 		초 · 중학생 및 가족, 일반인, 외국인, 사회적약자 

등(20명 내외)
내용	 		달빛야행 및 다도체험을 통해 도심 가운데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토요문화학교 “신나는 향교여행” 유료

일정	 10월 매주 토요일(총 4회)
장소	 창원향교 명륜당
대상	 		초 · 중학생 및 사회적약자 등  	

※ 전통공예 체험비 5,000원

내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 플랫폼, 
문화놀이터로써 창원향교를 알리는 역할

2021 전통과 현대의 만남_풍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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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서원은 임진왜란 구국의 병장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학덕과 정신을 기리며, 선비정신과 
충의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서원이고, 북관대첩비는 충의공 
농포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켜 함경도 지역에서 가등청정이 이끄는 왜적을 격파한 승전비이며,  
남북간 화해와 해외 반출 문화재 환국에 큰 역할을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충의사 · 가호서원 건물2동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1호)
정문부농포집 목판 191매 372장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7호)
농포문중 고문서 123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15호)

103 법고창신法古創新 가호서원!경상남도
진주시

문의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055-749-8581
가호서원 논어학교	
055-741-6666

홈페이지
http://gaho.kr/
유튜브 : 가호서원TV / 가호서원 논어학교

선비, 통일 세상을 꿈꾸다 1박2일

일정	 		5월 1일 토요일 15:00~2일 일요일 10:00(1회)
장소	 가호서원
대상	 		청소년(20명), 대학생(20명), 유림(60명) 	

총 100명
내용	 		북관대첩비와 구국 의병장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 알기, 명심보감 · 논어 등 유교경전 성독으로 
마음 다스리기, 향사에서 선비정신과 충의정신 
배우기, 한옥의 멋! 한옥 이야기, 친환경 건축 
이해하기

溫故知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일정	 		3월~12월 셋째주 토요일 19:00~21:00(10회)
장소	 가호서원
대상	 		시민(매회 40명)
내용	 		[인문학 특강, 세상을 읽다]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 명사 초빙 인문학 특강 / 
[우리고을 예술가 공연] 지역 예술인 초빙 전통 
문화예술 공연

정문부 장군의 꿈, 나라를 생각하다

일정	 		7월 31일 토요일 14:00~18:00(1회)
장소	 가호서원
대상	 		시민 및 종원(150명)
내용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정문부 장군의 꿈, 

나라를 생각하다.’ 주제의 학술발표 및 종합토론

달빛소나타, 음악에서 조화를 배우다

일정	 		6월 26일, 10월 23일 토요일(2회)
장소	 가호서원
대상	 		시민(매회 700명)
내용	 		봄과 가을 달 밝은 밤, 전통 국악공연과 현대 7080 음악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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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향교를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인문학콘서트와 전통 
혼례 등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경상남도
통영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통영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8호)
통영갓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염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문의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24
통영향교	
055-649-0865

향교소풍(鄕校逍風) :  
향교나들이투어 프로그램 유료

일정	 		4월 3일, 5월 1일, 6월 5일, 7월 3일 
14:00~18:00(총 4회)

장소	 통영향교, 통제영, 충렬사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관광객(매회 20명)

선비의 멋 :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

일정	 		8월 7일, 9월 4일, 10월 2일, 	
11월 6일 14:00~17:00(총 4회)

장소	 통영향교 명륜당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관광객(매회 20명)

선비풍류(風流) :  
향교콘서트

일정	 		5월 15일 16:00~18:00(총 4회)
장소	 통영향교 명륜당 마당
대상	 		일반인, 관광객(200명)

백년가약(百年佳約) :  
사회적약자를 위한 전통혼례

일정	 		4월~10월
장소	 통영향교 명륜당 마당
대상	 		하객 등(매회 100여명)

통영향교 소풍일색統營鄕校逍風一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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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예(六技藝)를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숙박형 향교 전통문화체험캠프를 심화하여 옛날 향교의 6기예 교육과정을 통하여  
체험으로 즐기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사천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105 6기예六技藝로 사천향교에서 놀아보자경상남도
사천시

문의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재)경남향교재단 사천향교	
055-852-1702

6기예 융합체험 교육

일정	 		① 연중, 주중 참여 / ② 10월
장소	 ① 사천향교 / ② 향교(시청 광장)
대상	 		① 유치원생, 초 · 중 · 고등학생(매회 50명 내외) 

/ ② 대회참가자 및 관람객(80명)
내용	 		① 6기예 융합체험교육(예절, 다례, 승마, 죽궁) 

/ ② 향사례 재현 행사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일정	 		주중 각 1회(방과후 교육활동과 조율)
장소	 희망학교
대상	 		사천관내 희망학교(학급당 20명 내외)
내용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천자문 논술 강좌)

학부모와 함께하는 서당교실

일정	 		① 주중 각 1회 / ② 10월
장소	 ① 사천향교, 인성교육원 / ② 시청 광장
대상	 		① 희망 학생, 학부모, 유림(각 20명 내외) / ② 학생(80명 내외)
내용	 		① 인문학강좌 한시반 / 고사성어 강좌 / 토요서당교실 / 경전성독반 / 유림교양	

아카데미 / ② 과거시험 재현행사(전국 경전성독대회, 사자소학 경시대회 · 시조	
짓기 백일장)

가족과 함께 즐기는 6기예 체험 활동 유료 1박2일

일정	 		① 연중 주말 / ② 신청일
장소	 사천향교(동재, 서재, 명륜당,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유치원생, 초 · 중학생 가족 대상	

(각 10가족 내외)
내용	 		① 1박2일 사천향교 전통문화체험 캠프 / 주말

체험프로그램 / 풍화루 음악회 / ② 장애인 우리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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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선비가] 되어 곤양향교에 왔다가 문화체험을 통하여 [당당한 선비로] 변화되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경상남도
사천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곤양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1호)향교야 놀자 1박2일

일정	 		4월 3~4일, 17~18일, 5월 1~2일, 15~16일, 	
6월 5~6일, 19~20일, 7월 3일~4일 	
(4월~7월 중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일요일, 
총 7회)

장소	 곤양향교 및 세계유산 남계서원
대상	 		수도권 국민(매월 첫째주, 매회 40명),	

경남도민, 사천시민(매월 셋째주, 매회 40명)
내용	 		곤양향교 중심의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사천선비의 인문정신

일정	 		8월 6, 13, 20, 27일, 9월 3, 10, 17일	
(8월~9월 중 매주 금요일, 총 7회)

장소	 곤양향교, 유림회관
대상	 		사천시민(40명 이상)
내용	 		사천의 선비정신과 영남의 선비정신 함양

사예체험 여행

일정	 		10월 2, 9, 16, 23일, 10월 30일, 11월 6, 13일
(10월~11월 중 매주 토요일, 총 7회)

장소	 곤양향교 및 사예체험길
대상	 		경남도민, 사천시민(매회 50명 이상)
내용	 		사천 · 곤양 중심의 사예체험(禮樂射書) 프로그램

어쩌다 선비가 당당한 선비로

문의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곤양향교	
055-853-3189

홈페이지
www.gony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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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헌선생이 남긴 선비정신의 발자취를 문화콘텐츠와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선비의  
예의(禮儀)와 정의(正義)를 현대문명의 비판성을 담은 슬로(slow)정신과 결합하여 ‘국제 슬로시티  
김해’와 융합, 상생과 공존의 전통 사상을 선비정신의 생활화 · 예술화 · 국제화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월봉서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64호)
월봉서원 고문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69호)
일신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49호)

107 월봉 슬로(slow) 선비학교경상남도
김해시

문의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월봉서원	
055-312-5597

홈페이지
https://jungyu1009.blog.me/

친환경 슬로 선비대학

친환경 슬로 선비대학
일정	 			4월~6월, 9월~11월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 
10:00~12:00(총 48회)

장소	 월봉서원, 명휘사, 일신재
대상	 		일반인(20명 내외)

월봉 예악교실
일정	 		4월~11월 매주 월, 화, 토요일 

10:00~12:00, 14:00~16:00(총 69회)
장소	 월봉서당
대상	 		일반인(20명 내외)

월봉 풍류 한마당

월봉 풍류 한마당
일정	 		5, 10월 마지막 토요일 

14:00~17:00(총 2회)
장소	 월봉서원 마당, 덕정마을
대상	 		가족 단위(50명 내외)

월봉 슬로 선비 음악회
일정	 		6, 10월(총 2회)
장소	 월봉서원 경내, 앞마당과 월봉서당
대상	 		일반인, 가족(100명 내외)

월봉 달빛 버스킹(생명은 하나)
일정	 		7월(1회)
장소	 월봉서원 경내
대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사회적약자, 

일반인(40명 내외)

추억의 미래, 근대 월봉극장
일정	 		6월~7월(총 2회)
장소	 월봉서원 경내, 마당 전역
대상	 		일반인, 가족(50명 내외)

삶의 향기 다례(茶禮)교실

일정	 		3월~6월, 9월~11월 	
목, 토요일 10:00~12:00(총 56회)

장소	 월봉서원, 봉양재
대상	 		일반인, 가족(15명 내외)

꼬불꼬불 도포행렬  
월봉선비 유람단

꼬불꼬불 도포행렬 월봉선비 유람단
일정	 		4월~5월, 9월~10월(총 4회)
장소	 월봉서원, 김해와 경남의 서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외)

올레둘레 월봉 십이곡
일정	 		5월~9월 첫째주 토요일 

14:00~17:00(총 2회)
장소	 		월봉서원 경내, 마당 전역, 서원과

마을주변의 산과 강
대상	 		가족(20가족 내외)

사방팔방, 전통으로 물들이다
일정	 		6월~10월 월요일 오후(총 2회)
장소	 월봉서원 봉양재, 월봉서당
대상	 		일반인(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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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향교 · 서원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인문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교육 · 체험공간으로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경상남도
밀양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밀양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4호)
예림서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9호)
혜산서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7호)

천년의 인물을 기리다! 

점필재전(佔畢齋展), 선비풍류(風流)
일정	 		4월~10월(총 7회)
장소	 밀양향교, 예림서원
대상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회당 50명 내외)
내용	 		점필재 김종직 선생을 주제로 한 ‘명품 공연’, 

밀양 아리랑 무형문화재 공연

천년의 지혜를 새기다! 자유학기제

선비學堂, 선비문화 체험 탐험대
일정	 		4월~10월(총 10회)
장소	 예림서원
대상	 		소외계층, 다문화, 청소년,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내용	 		점필재 김종직의 유학 사상과 선비정신을 교육, 

체험, 탐방하는 프로그램

천년의 풍습을 깨우다!

동몽교육(童蒙敎育)
일정	 		4월~10월(총 8회)
장소	 밀양향교
대상	 		소외계층, 다문화, 청소년,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내용	 		인문정신과 선비정신을 배워보는 교육과 전통

문화 체험프로그램

천년의 숨결을 느끼다! 유료 1박2일

향교 · 서원 스테이, 아리랑 삼색투어
일정	 		4월~10월(총 8회)
장소	 밀양향교, 예림서원, 혜산서원, 표충서원
대상	 		외국인, 외부 관광객,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내용	 		코레일 여행사 및 로망스투어 여행사와 연계하고 

지역의 명소 및 밀양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스테이 투어

밀양 향교, 서원! 천년의 역사를 잇다

문의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밀양문화관광연구소	
055-356-965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inmi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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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차회 아카데미 운영으로 전통차 기능인을 양성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차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각종행사에 헌다례, 전통차 체험 및 무료 시음회 등을 통하여 전통차 문화를 홍보하여 저변을 
확대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창녕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2호)      

109 살아 숨 쉬는 향교문화재 활용사업경상남도
창녕군

전통차 기능인 양성

일정	 		2월 1일~12월 25일(매주 3일)
장소	 유림회관
대상	 		우포차회 아카데미 학생(학년별 3~10명)
내용	 		전통차 기능인을 양성하는 우포차회 아카데미 

운영 및 부수사업

올곧은 선비정신 깨우다

일정	 		2월 1일~12월 25일(매주 목, 금, 토요일)
장소	 유림회관
대상	 		일반인(과정별 10명 내외)
내용	 		올곧은 선비정신을 세우는 한문 한시 서예 경전 

강좌 운영 및 부수사업

자유학기제 연관 전통문화체험 행사 자유학기제

일정	 		4월 1일~10월 25일(2회)
장소	 창녕향교
대상	 		중학생 1학년(100명)
내용	 		자유학기제 연관 전통문화체험 행사 실시

문의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055-530-1464
(재)경남향교재단 창녕향교	
055-532-0217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nhg-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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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2호인 남해향교의 역사적 의미를 
남해군민에게 알리고 향후 교육시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경상남도
남해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남해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사적 제232호) 
남해 충렬사	
(사적 제233호) 

향교체험,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료

일정	 3월~11월 09:00~15:00(총 6회)
장소	 남해향교 대성전, 명륜당, 정원, 동재
대상	 		학생, 지역민(총 180명 이상) ※ 체험비 5,000원

내용	 		대성전 고유례 / 사서삼경 퍼즐 맞추기 / 전통
다례체험 / 꽃차 만들기 체험 /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 캘리그라피 그리기 /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

유림과 함께 떠나자! 유료 1박2일

일정	 5월~11월 09:00~12:30(총 4회)
장소	 		남해향교, 노도, 난곡사, 금산, 충렬사, 이락사, 

소쇄원, 송강정, 가사문학관 등
대상	 		학생(35명), 일반인(35명), 관광객(40명)	

총 110명 ※ 당일 10,000원, 1박2일 20,000원

내용	 		1박2일 유교문화 체험(관광객 대상) / 당일 유교	
문화 답사(학생, 지역민 대상)

다시 찾는 전통혼례

일정	 연간 10:00~12:00(총 1회)
장소	 		남해향교 대성전 정원
대상	 150명
내용	 		전통혼례 재현 / 의혼, 대례, 후례

봄, 가을밤의 열린음악회

일정	 4, 10월 중 19:00~21:00(총 2회)
장소	 		남해향교 대성전 정원
대상	 600명(회당 300명)
내용	 		퓨전국악그룹 풍류 초청공연 / 남해향교예술단 

/ 판소리, 한춤, 민요, 시조공연 및 색소폰 연주 
/ 보물섬 합창단 공연 / 초청가수 공연

열려라 남해향교, 내일을 품다

문의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35
남해향교	
055-86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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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가 어려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것처럼 지역민과  
학생들이 향교를 쉽게 찾고 본래의 교육기관으로의 사랑방 공간으로 두 번째로 진사(進士) · 생원
(生員) 양성사업을 진행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하동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3호)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111 진사進士 생원生員 양성사업경상남도
하동군

진사(進士) · 생원(生員)이 되다

일정	 		2월~12월
장소	 하동향교
대상	 		남녀 유림 및 학생 등
내용	 		진사(進士) 생원(生員) 인문정신 함양, 인문학 

강좌

한시 백일장

일정	 5월 15일
장소	 하동향교 뜰
대상	 		전국 한시동호인(100명 선정)
내용	 		한시의 작법과 낭독, ‘청학동’ 시제에 운자 출제

향교에서 놀자(예절교실)

일정	 7월 20일~8월 10일
장소	 하동향교
대상	 		중학생
내용	 		옛 선비의 일상생활 체험, 강학과 대성전 알묘(謁廟)

문무겸비 전통무예를 익히다 ‘활쏘기’

일정	 3월~11월
장소	 하동향교, 하상정
대상	 		청소년(20명)
내용	 청소년의 몸과 마음 수련, 전통무예 ‘활쏘기’ 체험

우리가 석전대제 주인공

일정	 5월 4일~9월 17일
장소	 하동향교
대상	 		청소년(30명)
내용	 		유학의 성현 공자의 탄신일(음 3/24)과 기일	

(음 8/11)에 미래세대 청소년 석전대제 봉행, 	
의례문화 익히기

문의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하동향교	
055-884-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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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단성면에 소재한 단성향교와 신안정사에서 남명 조식, 노사 기정진 등이 남긴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유림과 전문가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선비문화 체험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

경상남도
산청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단성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
단성향교 명륜당	
(보물 제2093호)
산청 신안정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지리산 선비들 옛이야기 듣기

일정	 3월~12월(12회)
장소	 단성향교, 신안정사
대상	 		청소년, 청장년, 다문화가족 등	

(회당 40명, 총 480명)
내용	 		단성향교 유림들이 지역 청소년, 청장년에게 

마을의 풍습과 삶을 이야기로 들려주어 고향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지리산 자락 선비문화 체험

일정	 3월~12월(12회)
장소	 단성향교, 신안정사
대상	 		학교, 청소년, 장년, 다문화가족	

(회당 40명, 총 480명)
내용	 		단성향교에서 지역 청소년, 청장년 및 주민을 대상

으로 선비의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실시

지리산 자락 선비문화를 論하다

일정	 3월~10월(6회)
장소	 단성향교, 신안정사
대상	 		회당 40명, 총 240명
내용	 		대학교수, 선비문화 연구원 등 선비문화 전문가를 

초청, 선비문화에 대한 강의 시행

신안정사에 글 읽는 소리 낭랑하다

일정	 3월~12월(6회) 		매주 3개반 목, 금, 토요일
장소	 단성향교, 신안정사
대상	 		청소년, 장년, 다문화가족(회당 10~20명)
내용	 		신안정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교경전, 

행장 강독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 선비의 향, 단성고을에 퍼지다

문의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055-970-6414
단성향교	
055-973-640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kbg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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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남계서원을 활성화하여 함양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교육 · 문화 · 체육 · 	
관광형 체험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남계서원 	
(사적 제499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113 백세청풍百世淸風을 탐닉하다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화림동천길 1박2일

일정	 		10월 16~17일, 23~24일, 30~31일, 	
11월 6~7일, 13~14일	
(10월~11월 중 매월 토~일요일, 총 5회)

장소	 	남계서원, 함양상림숲, 화산십이곡, 화림동천,      
동계고택, 모리재

대상	 		수도권 50~60대(2회 50명씩), 	
경남권 60~70대(3회 50명씩)

내용	 		함양문화재 중심의 1박2일형 프로그램

일두 백세청풍길

일정	 		9월 5, 12, 19, 26일(매주 일요일, 4회)
장소	 	남계서원, 동계 모리재, 남명 산천재, 점필재 생가
대상	 		경남권 40~60대(매회 50명)
내용	 		영남유학자 유적지 중심의 당일형 프로그램

남계서원 사예체험

일정	 		9월 4, 11, 18, 25일(매주 토요일, 4회)
장소	 	남계서원, 청계서원, 군자의 길, 논어의 길
대상	 		경남권 30~50대(매회 100명)
내용	 		남계서원 중심의 예악사서(禮樂射書) 체험형     

프로그램

함양선비의 인문정신

일정	 		11월 20, 27일, 12월 4, 11일	
(매주 토요일, 4회)

장소	 	군자의 길, 논어의 길
대상	 		함양군 유림(매회 50명)
내용	 동양철학전공 유학강사 중심의 인문학 프로그램

문의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남계서원	
055-962-1438

홈페이지
www.namgy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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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가르침을 비롯한 선현들의 삶의 가치와 철학들, 제주섬 곳곳에 남겨진 탐라선비들의  
문화와 제주민들의 삶이 더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만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여유를 만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제주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1902호)

살아 숨쉬는 제주향교

일정	 		① 풍류음악회 : 10월 2일 토요일 19:00 / 	
② 전통혼인례 : 8월 28일 토요일 11:00 / 	
③ 과거시험 : 11월 7일 일요일 09:00

장소	 	제주향교 경내
대상	 		① 300명 / ② 100명 / ③ 50명
내용	 		제주향교에서 진행되는 의례와 공연, 과거시험 등 

오래된 전통의 이야기들을 통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탐라 풍류 유료

일정	 		① 탐라 풍류Ⅰ(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총 8회) / 	
② 탐라 풍류Ⅱ(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

장소	 			① 제주향교 경내 / ② 제주도 내
대상	 		① 100명 ※ 1인 20,000원 / ② 30명 ※ 1인 20,000원

내용	 		제주향교를 중심으로 제주향교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내부프로그램과 제주도 
내에 흩어져 있는 선비문화를 탐방하고 체험하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

탐라 선비문화 학당 유료

일정	 		① 상반기 강좌 : 4월~6월 운영 / ② 하반기 	
강좌 : 9월~11월 운영 / ③ 제주향교 동아리 : 	
5월~11월 / ④ 어린이 탐라 선비문화 학당	
(여름방학 프로그램)

장소	 	①② 제주향교 명륜당 / ③ 제주향교 명륜당, 
충효관 / ④ 제주향교 명륜당, 충효관 및 경내

대상	 		①② 300명 ※ 유료 포함 / ③ 500명 / 	
④ 200명 ※ 1인 30,000원

내용	 		유교문화와 한국, 제주의 전통문화를 엮어서 
만든 대중 강좌프로그램

제주향교, 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제주향교	
064-757-0976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jejuhyang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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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읍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내에 위치한 정의향교(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5호)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향교문화 역사의 인식 증진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기회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정의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5호) 
제주 성읍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115 우리 혼디 모영 향교 가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방문객과 함께하는 전패례  
재현 및 체험

일정	 		3월~11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13:00~15:00(총 8회)

장소	 	정의현 객사
대상	 		관광객, 지역민 및 향교 유림
내용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진 	

객사에서 현감이 임금에게 예를 	
올리던 의례 재현행사

향교훈장님과 함께하는 한자교실

일정	 		3월~12월 매주 일요일	
오후 13:00~15:00(총 30회)

장소	 	정의향교 예절관
대상	 		지역민,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내용	 		사자소학과 전통놀이를 통한 한자

학습 및 급수한자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찾아가고 찾아오는 선비체험

일정	 		3월~12월(월 1회, 총 8회)
장소	 	정의향교 및 현장 방문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개인 및 희망단체
내용	 		전통의상인 도포와 제복을 입고 	

선비가 되는 체험 및 공수법과 	
절하기 등 기본예절교육 실시를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제주 전통문화 체험하기

일정	 		3월~12월 매주 일요일	
오후 15:00~17:00(총 28회)

장소	 	정의향교 예절관 앞 마당, 정의현
객사

대상	 		관광객 및 지역민
내용	 		제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정의향교 1일 선비체험

일정	 		3월~12월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13:00~17:00(총 34회)

장소	 	정의향교
대상	 		관광객 및 지역민
내용	 		도포를 입고 선비체험의 기회 제공

고전 명언

일정	 		3월부터 매월 2회(총 18회)
장소	 	정의향교 예절관
대상	 유림 및 지역민
내용	 		옛 선비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판단
하며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지혜 
습득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정의향교 전통혼례

일정	 		3월~12월(월 1회, 총 8회)
장소	 	정의향교 마당
대상	 일반인, 대상자 가족
내용	 		삼서와 평등 정신이 담긴 유교식 

전통혼례의 체험

정의향교 서예교실

일정	 		3월~12월 매주 토요일	
오후 16:00~18:00(총 30회)

장소	 	정의향교 수선당
대상	 관광객 및 지역민
내용	 		서예를 통한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정의향교	
064-787-2525

홈페이지
https://jejuhumanlibrary.modoo.at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303

116

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제주 역사, 문화를 교육하고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재고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 귀농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제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대정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4호)평화의 땅, 제주에 뿌리 내리기

일정	 		4월~10월(8회)
장소	 	대정향교
대상	 		귀농 · 귀촌민, 다문화가족(회당 20명, 총 160명)
내용	 		추사 김정희를 통해 바라보는 인문학과 전통문화

체험

제주에서 평화를 만나다

일정	 		4월~10월(3회)
장소	 	대정향교
대상	 		지역민, 관광객, 외국인 등(회당 30명, 총 90명)
내용	 		평화 답사여행

경허영, 졍허영, 영허영 
(그렇게하며, 저렇게하며, 이렇게하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10회)
장소	 	대정향교
대상	 		다문화청소년, 경제적배려대상자 우선, 	

자유학기제 학생(회당 30명, 총 300명)
내용	 		청소년 체험학습 / 청소년 인성교육 / 향교의 

교육기능 재고

유배流配의 땅, 평화平和의 섬이 되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대정향교	
064-794-7944

‘   슴놩 길’에서 역사를 만나다

일정	 		9월~10월(2회)
장소	 	대정향교
대상	 		지역민, 관광객 등(회당 200명, 총 400명)
내용	 		문화체험과 공연



향교·서원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1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의 맛과 멋을 찾아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02-2600-6456
한국문화관광연구소

070-8810-7242
유료

2

대구

달성군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4
(재)달성문화재단

053-659-4286

3

북구

서원, 빗장을 열다!
북구청 관광과

053-665-2352
(사)영남선비문화수련원

053-959-7202
유료 자유학기제

4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
북구청 관광과

053-665-2352
칠곡향교

053-322-0430

5

광주

남구 광주향교에서 현대적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3
광주향교

062-672-7008

6

광산구

무양 in the city 19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8255
(사)광주문화나루

062-672-6966
자유학기제

7 월봉, 선(線)을 넘다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8255
사전신청

8

대전

서구 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마실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288-2713
  (사)백제문화원

042-471-7211

9 유성구 유성, 선비가 되다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042-611-2078
유성문화원

042-823-3915

10

인천

미추홀구 인천향교 전통문화 삼색감동(三色感動) 체험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

032-880-7971
유료 자유학기제

11 계양구 슬기로운 향교생활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32-450-5824
계양문화원

032-450-5753
자유학기제

12

울산

중구 세대공감 유(遊)학(學)길(ROAD)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3
통합문화예술교육 바로

052-267-0033
자유학기제

13 울주군 언양향교, 문화에 물들다 19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성균관유도회언양지부

052-264-0630
자유학기제

14

세종 세종시

향교의 사계, 문화로 꽃 피다 18 19 20
명예의 전당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한음

044-863-4219
유료

15 전의에서 배우는 슬기로운 향교생활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전의향교

044-566-6158
자유학년제

16

경기

수원시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2413
수원문화재단

031-290-3552

17 양평군 미션! 사라진 동재·서재를 찾아라
양평군청 문화예술팀

031-770-2475
한국교육문화재단

031-215-9042
자유학기제

18 포천시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포천시청 문화체육과

031-538-2106
유료 자유학년제

19 용인시 조선의 선비정신, 용인에서 꽃피우다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144
  더봄봄

031-227-4043
유료 1박2일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20

경기

김포시

통진으로 통하다 18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새여울21
031-997-0407

유료 자유학년제

21 향교! 3D 스캔을 만나 움직이다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고사리협동조합

031-215-9042

22 오산시 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
오산시청 문화예술과

031-8036-7602
문화동행

031-205-3022
자유학년제

23

고양시

마실가기 좋은 고양향교!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고양향교

031-964-9175

24 충절과 전통문화를 즐기는 행주서원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행주서원

010-7144-7234

25 안성시 안성맞춤 인문놀이터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503
덕봉서원 숭모회

010-3121-4202

26 하남시 우리곁에 광주향교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031-790-5116
(재)광주향교재단 광주향교

031-793-0001
1박2일

27

파주시

율곡코드(Yulgok Code)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6 

28 평화와 화합의 가르침, DMZ 파산서원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6
1박2일

29

강원

춘천시 ‘춘천향교’ 미래의 문을 활짝 열다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033-250-3311
춘천역사문화연구회

010-7654-8356

30 원주시 슬기로운 향교생활, 원주향교 
 원주시 역사박물관

033-737-2796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31 강릉시 화부산 기슭에 울려 퍼지는 유교문화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115
강릉향교

033-648-3667
1박2일

32 동해시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20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33 삼척시 함께해요 문화가 향기로운 삼척향교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033-570-3722
삼척향교

033-572-7707
자유학기제

34 영월군 내가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35 정선군 가즈아! 정선향교로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564
정선향교

033-563-0398
유료 1박2일

36 화천군 모두의 사랑방, 화천향교
화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40-2258

37 고성군 간성향교에서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고성군청 문화체육과

033-680-3368
여민

070-4222-7182
유료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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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충북

괴산군 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화양서원보존연구회

010-7399-2848
유료 1박2일

39

청주시

WWW.신항서원 인문신호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043-201-2023
신항서원

043-215-1125
유료 자유학기제

40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043-201-2023
청주향교

043-253-3365
1박2일

41 옥천군 청산향교! 현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다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728
자유학기제

42 진천군
YouTube와 함께 행복한 교육,  
창조적 문화사랑방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043-539-3624
진천향교

010-3429-7702

유료 1박2일

자유학기(년)제

43 충주시 살아 움직이는 팔봉서원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2
중심고을연구원

043-843-1676
유료 2박3일

44

충남

천안시 직산향교 역사문화를 담다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8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041-583-0409
유료 1박2일

45

공주시

충현을 담은 꿈꾸는 서원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충현서원

041-857-9794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46 “명탄서원” 공주를 추로지향으로 꿈꾸다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공주이씨충절사(명탄서원)  
수호위원회

010-4592-3942
자유학년제

47 보령시 프로듀서 10003(만세), 보령향교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84
(주)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02-932-7595
유료

48

아산시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나의 뿌리를 찾아서’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주)문화기획학교

02-794-6630

49
팬더믹을 넘어서 
- 200년 앞서 국부론을 실행하다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협동조합 토정관

041-531-8866
유료 1박2일

50 서산시 선비의 기개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

010-4214-4268
자유학기제

51

논산시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돈암서원

041-732-6482
자유학년제

52 예와 충을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연산향교

010-8366-6909
자유학년제

53 금산군 금산 인삼동이~ 향교 다녀오겠습니다!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41-750-2395
서대산전통문화협회

010-9540-9007
유료 자유학년제

54 서천군 2021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헌서원 18 19 20
명예의 전당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013
기벌포전통문화학교

041-953-5895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55 청양군 Post 향교, In 향교
 청양군청 문화재팀

041-940-4982
온닮

041-853-5185
자유학년제

56 예산군 Yes! 예(禮)예(藝)예(叡)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2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유료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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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충남 홍성군

내일로 가는 결성향교 19  20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문화in
041-642-6112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58 온새미로 홍주향교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우리는 골목대장

041-633-4978
유료

59

전북

전주시 仁義禮智(인의예지)와 함께하는 전주향교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139
전주향교

010-8768-5152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60 군산시
예를 배우고(+), 지혜를 쌓으며(×)
즐거움을 나눈다(÷)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2
나날사회적협동조합

070-4284-7999

61 익산시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樂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9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063-855-4224
1박2일 자유학기제

62

정읍시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무성서원모현회

010-3656-9818
1박2일

63 고부향교에서 배우는 공평함과 민주주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전북시인협회

063-244-0129
유료 1박2일

64 남원시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7
남원향교

063-633-7304
유료 1박2일

65 김제시 향교에 반(般)하다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사)한국다문화청소년 전북협회

063-548-0924
1박2일

66 완주군 고산향교, 마음을 다스리다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063-290-2603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유료 1박2일

67 진안군 진안향교에서 배우는 조선왕조 리더십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063-430-2325
(사)대동사상기념사업회

010-9501-5123
유료 자유학기제

68 무주군 무주향교의 나날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063-322-1152
자유학기제

69 장수군 긴 물, 긴 역사 장수향교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8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010-2244-2493
1박2일

70 임실군 어이~ 유생(儒生)! 유생(乳生)! 19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1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유료 1박2일

71 순창군 조선 선비들의 순창향교 기행기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23
순창향교

063-652-0649

72

전남

여수시
Restart! 여수향교
- 다시 시작하는 100년, 여수향교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061-659-4756
유료 자유학년제

73 순천시 “순천(順天)” 하늘의 이치를 따르다
 순천시청 문화예술과

061-749-4465
유료 1박2일

74 나주시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동신대학교 굽은소나무학교센터

061-330-2955~7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75 곡성군 축제 한마당 - 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3
곡성문화원

061-362-0890
1박2일

76 담양군 창평 은행나무 선비학교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2
창평향교

010-66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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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남

구례군 Happy 구례향교 18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구례향교

061-780-0502
유료

78 보성군 보성향교에서 떠나는 과거 여행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2
보성문화원

061-852-2621

79 화순군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지락(鄕校知樂)
화순을 배우고 향교의 즐거움을 알다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061-379-3178
(사)대동문화재단

062-674-6567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80 강진군 폼生폼士! 강진향교!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2 
강진문화원

061-433-7373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자유학년제

81 해남군 해남 유생학개론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061-530-5250
해남문화원

061-533-5345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82 영암군 열린 영암향교 - 옛것에서 오늘을 배우다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99
영암향교

061-473-3792

83 무안군
진행중인 무안향교의 역사
-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교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061-450-5462
무안향교

061-452-8679
자유학기제

84 장성군
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문화 체험여행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40
장성향교

061-393-4569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85

경북

포항시 포은(圃隱)의 붉은 마음(丹心) 연일향교 물들다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4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

054-612-9559
유료 1박2일

86

경주시

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리더쉽 19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신라문화원

054-777-1950

87 경주향교 천년 문화를 품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경주향교

054-775-3624
유료 1박2일

88 김천시 오얏꽃향기 향교를 꽃피우다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054-420-6817
(사)우리문화돋움터

054-439-8501
유료 자유학기제

89

안동시

꼬마도령의 놀이터 묵계서원 18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경북미래문화재단

054-841-2433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90 2021 서원문화재 활용사업(도산서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054-851-2012

91 서원건축의 백미 만대루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사)하회마을보존회

054-853-0109
1박2일

92

구미시

2021 동락서원 나들이 :
동락(同樂) 풍류(風流) 유람(游藍)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48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93 선산향교 N SUNBI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선산향교

054-482-0950
유료 1박2일

94

영주시

영주의 3鄕校, 선비도시의 동력이 되다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영주향교

054-633-7191

95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4-630-1302
1박2일 사전신청

96 영천시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054-330-6539
영천향교

054-334-5623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97

경북

의성군
仁義禮智 그리고 忠과 孝
- 義城의 선비 風流엿보기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054-830-6549
의성황토사연구소

054-834-6930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98 청송군 청송의 향교, 문화아지트로 되살아나다!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054-870-6247
(재)청송문화관광재단

054-874-9096
유료 자유학년제

99 고령군 대가야 Culture, 향교에서 다! 다(多)! 다(All)! 20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054-950-6762 
문화공동체 대가야

010-3696-2660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100 성주시
2021 성주향교 인성사랑[愛]캠프
‘사람냄새’ 풍기는 성주향교 만들기 프로젝트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2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1박2일

101

경남

창원시

창원고을 선비의 품격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

055-225-3674
창원국악관현악단

055-241-2074
자유학년제 1박2일

102 2021 전통과 현대의 만남_풍류21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

055-225-3674
(사)경남국악관현악단 휴

055-273-0946
유료

103 진주시 법고창신(法古創新) 가호서원!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055-749-8581
가호서원 논어학교

055-741-6666
1박2일

104 통영시 통영향교 소풍일색(統營鄕校逍風一色)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24
통영향교

055-649-0865
유료

105

사천시

6기예(六技藝)로 사천향교에서 놀아보자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재)경남향교재단 사천향교

055-852-1702
유료 1박2일

106 어쩌다 선비가 당당한 선비로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곤양향교

055-853-3189
1박2일

107 김해시 월봉 슬로(slow) 선비학교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월봉서원

055-312-5597

108 밀양시 밀양 향교, 서원! 천년의 역사를 잇다 18  20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밀양문화관광연구소

055-356-9655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109 창녕군 살아 숨 쉬는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055-530-1464
(재)경남향교재단 창녕향교

055-532-0217
자유학기제

110 남해군 열려라 남해향교, 내일을 품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35
남해향교

055-864-3069
유료 1박2일

111 하동군 진사(進士) 생원(生員) 양성사업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하동향교

055-884-3191

112 산청군 지리산 선비의 향, 단성고을에 퍼지다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055-970-6414
단성향교

055-973-6405

113 함양군 백세청풍(百世淸風)을 탐닉하다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남계서원

055-962-1438
1박2일

114

제주

제주시 제주향교, 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제주향교

064-757-0976
유료

115

서귀포시

우리 혼디 모영 향교 가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정의향교

064-787-2525

116 유배(流配)의 땅, 평화(平和)의 섬이 되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5
대정향교

064-794-7944
자유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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