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택·종갓집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현대 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택의 기품과 전통을 담은 
고택·종갓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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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옛 살림집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종가가 지켜온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나보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워보는 
고택·종갓집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타임머신을 타고

의례

우리 함께 즐겨요

전통문화



458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001 문화보국文化保國, 함께 걷는 간송의 길 

우리 문화유산 수호자 간송 전형필선생의 삶과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이 깃들어 있는 “간
송 옛집”을 거점으로 주변의 다양한 역사 문화 지역의 자원을 통합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를 활성화하고 오감으로 인식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문화재로 전승‧발전시키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 간송옛집	
(국가등록문화재 제521호)

문의
도봉구청 문화관광과	
02-2091-2262

홈페이지
http://kansonghouse.kr

간송야행

1. 소확행형
일정	 4월~9월 19:00~21:00(총 3회)
장소	 간송 옛집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20명)
내용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2. 축제형(간송 오마주, 솜씨좋은 나날!)
일정	 10월 중 11:00~19:00(1회)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500명)

간송동행 자유학기제

일정	 4월~12월 중(총 24회)
장소	 간송 옛집
대상	 중학생(회당 20명, 3개교)
내용	 	간송 문화 지속 확산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간송매듭 유료

일정	 5월~11월 중(연 1회, 매회 2시간, 총 10강)
장소	 간송 옛집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20명) ※ 일반인 유료

내용	 전통문화 전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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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고원희 가옥
1592 의병 종가의 이야기

임진왜란 호남의병을 이끌었던 제봉 고경명 선생과 향약을 통해 의로운 고장 광주광역시의 지역 
자치와 공동체 세상을 이루려했던 조선의 문신 필문 이선제 연관 종가 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 
체험, 문화재 교육, 종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종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남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고원희 가옥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제봉문집 목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호)
포충사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7호)
고씨삼강문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2호)
양과동정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2호)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보물 제1993호)
괘고정수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4호)

문의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3
(사)대동문화재단	
070-4496-5509

홈페이지
https://daedongc.com/

고원희 가옥 별책부록

일정	 2월~12월(상시)
장소	 		고원희 가옥 일대
대상	 일반인, 사업관계자
내용	 		사업추진운영단 운영, 콘텐츠 개발 및 제작(워

크숍, 간담회, 교육 개최)

1592 조선제일의병 출정의 날 유료 

일정	 4월~10월(대면 4회, 비대면 2회 / 총 6회)
장소	 		고원희 가옥 일대
대상	 청소년(회당 15명 내외, 총 100여 명)
내용	 	고경명 장군이 이끄는 호남 의병진 출정의 과

정을 느껴보는 체험프로그램(의병의길 AR 활
용, 비대면 상품 발송 등)

대종부와 함께 고택의 문을 열다 유료

일정	 4월~11월 11:00~15:00(총 6회)
장소	 		고원희 가옥 일대
대상	 		가족단위, 다문화가정(회당 15명, 총 150여 명) 	

※ 다문화가정 무료

내용	 		종갓집 대종부에게 직접 듣는 고원희 가옥이야
기와 전통 의식주 문화를 경험하는 당일형 체
험 프로그램 (체험 키트 배부 병행)

불천위, 세 개의 시간

일정	 5월~10월(총 2회)
장소	 		고원희 가옥 일대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비대면 포함 총 120명) 
내용	 		불천위의 의미와 고경명 일가가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되새기는 융복합(전시+강연+공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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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광산사계몽-한날의 고전

광산구의 대표 가옥 세 곳의 스토리와 장소성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세대별, 
계절별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고자 함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용아생가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3호)
김봉호가옥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장덕동 근대 한옥	
(국가등록문화재 제146호)

문의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홈페이지
www.wolbong.org 

시인의 사계

일정	 4월~11월(7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강연 · 전시 · 체험 복합형 프로그램

꼬마시인 상상학교

일정	 5월~10월(20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지역아동, 사회적약자(회당 20명)
내용	 	어린이 대상 시문학 체험 프로그램

아시별의 꼬마시인

일정	 문화가 있는 날 5월~9월 주간(2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가족단위(회당 50명)
내용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문학 축제

계간 용아

일정	 5월~11월(36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지역청년(회당 15명)
내용	 	청년 문학체험 · 소통 프로그램

농가의 사계

일정	 4월~10월(4회)
장소	 김봉호 가옥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용	 	가옥의 공간, 계절, 의식주 체험 프

로그램

용아 극장

일정	 5월~11월(4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용아 박용철의 시대를 반영한 영화 

관람

용아의 서재

일정	 7월~12월(상시)
장소	 용아생가
대상	 일반인
내용	 	용아생가 안채를 활용한 문학작품 

전시

아-랑 오페라

일정	 9월~10월(2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을 소재

로한 오페라극

고택의 사계

일정	 4월~10월(4회)
장소	 장덕동 근대한옥
대상	 지역민(회당 50명)
내용	 	계절과 어우러진 공연 및 체험 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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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근재공 고택, 울산 근대를 걷다

충숙공 이예선생과 독립운동가 이재락 선생의 애국, 애민정신을 계승하는근재공고택에서 역사 
/ 인물 / 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대상에 따른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울산 
울주군을 대표하는 문화재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석계서원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

문의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주)이인	
010-6360-8237

홈페이지
https://eincompany.co.kr 

꾸러기, 뭐든지 예술학교!!

일정	 4월~11월 중(총 7회)
장소	 		근재공 고택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20명 이상)
내용	 	놀이와 예술로 배우는 어린이 고택

체험 프로그램

청년과 함께하는  
“근재공 달 밝은 밤에~”

일정	 6월~10월 중(총 2회)
장소	 		근재공 고택, 석계서원 일대
대상	 누구나(100명 이상)
내용	 	야간을 배경으로 지역 청년들의 아

이디어와 문화유산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고택문화재 관광공연
축제

근재공 고택에서 들려주는 
“무궁화 Road”

일정	 4월~11월 중(총 5회)
장소	 		근재공 고택, 남창 3·1 의거 기념비 등
대상	 		일반인, 학생(20명 이상)
내용	 		해설이 있는 근재공 고택 역사 슬

로우 - 투어 / 해양폐기물을 업사이
클링 한 무궁화 미니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항일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유료  1박2일

일정	 7월~11월 중(총 2회)
장소	 		근재공 고택, 울산 남창장터, 경주 최

부자 아카데미 등
대상	 		학생, 가족단체(30명 내외)
내용	 		항일운동 문화유적 탐방 및 체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정	 4월~11월 중(총 5회)
장소	 		근재공 고택
대상	 학생, 일반인 등(50명 내외)
내용	 	이재락 선생의 삶의 발자취와 독립

운동, 애국, 애민정신을 스토리텔링
한 공연프로그램 

	 ※ 고택은 과학이다 연계 프로그램

고택은 과학이다.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 중(총 5회)
장소	 		근재공 고택
대상	 학생, 일반인 등(50명 내외)
내용	 	조선시대 한옥에 담긴 과학적 지혜

를 탐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성
과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애호의식 
함양에 적합한 체험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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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전통의 향기에 머물다, 古宅

세종시 유일한 고택 문화재인 세종 홍판서댁에서 사계절 반가의 전통문화 체험, 세종시 고택으
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체험

세종특별자치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세종 홍판서댁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세종, 사계를 맛보다 유료

일정	 5, 7, 10, 11월(총 4회)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일반인(120명) ※ 3,000~5,000원

내용	 	세시풍속 음식체험
	 		봄 : 단오에는(단오떡), 여름 : 칠석준

비(밀전병), 가을 : 중양절(국화전), 
겨울 : 동짓달(팥죽새알심)

왁자지껄 홍판서댁

일정	 4, 7, 10월(총 3회)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450명) 
내용	 	전통문화 시연행사	

전통 돌잔치, 무예 한마당, 전통혼
례(금혼식)

고택, 풍류콘서트

일정	 9월(1회)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가을밤, 고택지붕아래 	

퓨전음악 콘서트

세종 어린이 장원급제 유료

일정	 10월(1회)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초등학생 1~6학년(60명) ※ 5,000원

내용	 	고택에서 즐기는 그림대회

전통놀이도 부강스럽게 유료

일정	 5, 8월(총 2회)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일반인(200명) ※ 1,000원

내용	 	부강, 포구에서 시장까지 	
부강 포구와 장시 이야기, 시장놀
이체험(물물교환)

		 		부강, 색의선전	
흰옷 입고 서로에게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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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문화의 숲   
휴식의 정원, 수내동가옥

수내동가옥이 자리했던 숲안마을의 전통생활양식과 농경문화, 공동체정신, 가족의 소중함 등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해 보는 공연 프로그램

경기도
성남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8호)

문의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031-729-3012

수내 마당놀이

일정	 7월~10월 중 13:30~15:10(총 1회)
장소	 		수내동 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춤과 노래, 재담 등으로 구성된 민속연희를 현

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으
로 기획한 프로그램

숲 안에서 피 우는 꿈

일정	 5월~9월 14:00~16:00(총 3회)
장소	 		수내동 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 선생과 한산이씨에 대

한 스토리텔링과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

바람이 부는 숲 안이 좋다!

일정	 9월~10월 14:00~16:00(총 2회)
장소	 		수내동 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미션형 세시풍속 놀이와 짚풀공예 체험을 통한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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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밤가시초가 마실가자  
“초가에서 살아볼고양?”

지역 대표문화재 일산 밤가시초가에서 농경문화 체험, 옛놀이사랑방 운영, 해시계 만들기 등 어
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초가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경기도 
고양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일산 밤가시초가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

문의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070-4290-6967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bamgasi

초가의 하루

일정	 4월~10월 13:00~17:00(매주 일요일, 총 25회)	
	 ※ 폭염으로 8월은 진행하지 않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일반인 누구나
내용	 	밤가시초가 이야기 및 전문놀이강사가 알려주

는 실내, 야외 옛놀이, 똬리목걸이 만들기 등 다
양한 체험 구성

원데이 농부

일정	 		5월 15, 22일(토요일, 총 4회)	
오전 10:00~13:00 / 오후 14:00~17:00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초등학생 동반 가족(회당 30명)
내용	 	농부 큐레이터가 알려주는 농기구체험, 페트병

모내기, 짚풀공예

인싸 초가지기 프로젝트

일정	 1기 : 6월 19, 26일 / 7월 3일
	 2기 : 7월 17, 24, 31일	
	 토요일, 10:00~13:00(3주 과정)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청소년
내용	 	밤가시초가 식구가 되어 초가의 VR콘텐츠를 

촬영, 제작

밤가시초가 별학교

일정	 해시계 : 4월~6월 10:00~12:30
	 별자리 : 8월~10월 19:00~21:30	
	 매월 둘째주 토요일(총 6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초등학생 동반 가족(선착순 25명)
내용	 	초가에서 보는 우리 별자리,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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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슬기로운 고택생활

양주 매곡리 고택은 명성황후가 은신처로 삼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조선말기 양주의 역사문화
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형 자산. 이를 활용한 고택 체험, 인근의 양주황방리 느티나무 및 독립운
동가 조소앙선생 기념관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코스 탐방. 장기적으로 고택이 위치한 맹골마을
(정보화마을)과의 상생 도모

경기도
양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78호)

문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홈페이지
https://eincompany.co.kr 

매화나무 아래  향기로운 고택이야기

일정	 		8월~11월 10:30~14:30	
(둘째주 토 · 일, 월 2회, 4시간)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맹골마을 체험
관, 양주황방리, 느티나무, 조소앙
기념관

대상	 가족단위(회당 20명, 8회)
내용	 	매곡리 고택의 의식주(의 : 복식체

험 및 천연염색, 식 : 맹골마을 먹을
거리, 주 : 한옥이야기) / 세시풍속 
체험 / 황방리 느티나무 소원빌기

일정	 		8월~11월 16:00~18:00	
(둘째주 토 · 일, 월 1회, 2시간)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대상	 가족단위(회당 25명, 4회)
내용	 	매곡리 고택에서 펼쳐지는 다채로

운 음악공연 / 지역주민과 문화재
와의 상생 도모 계기마련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굿모닝, 양주 
자유학년제

일정	 		8월~11월 9:00~14:00	
	(평일 주 1회, 4시간)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양주황방리 느
티나무, 조소앙 기념관

대상	 초등단체(회당 30명, 5회)

일정	 8월~11월 14:00~16:00(2시간)
대상	 중등 자유학년제(회당 30명, 5회)
내용	 	조선후기부터 개화기를 거쳐 근대

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양
주의 근대사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맹골마을 문화재 이야기꾼

일정	 		8월~11월 14:00~16:00	
(평일 주 1회, 2시간)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대상	 지역민(회당 10명, 5회)
내용	 	지역주민 대상 문화재활용기획가 

양성과정 / 교육수료자는 당해 고
택종갓집활용사업에 채용하여 인
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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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관감당과 오리 종택에서  
배우고 즐기는 청백리의 삶

광명시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함을 기려 조선 제16대 왕 인조가 직접 하사한 ‘관감당’과 
선생의 후손들이 간결한 삶을 보여주는 종택이 남아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청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경기도 
광명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이원익 초상	
(보물 제1435호)
오리이원익영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0호)

문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02-2680-0761

홈페이지
http://www.chunghyeon.org/

공연 - 청백리의 삶&이원익 대감과 함께하는 
짚공예 체험

일정	 4월~10월
장소	 오리이원익종택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30명)
내용	 	종택 마당에서 펼쳐지는 참여형 이원익의 생애 

연극 공연 및 짚공예 체험

관감당과 오리대감 그리기

일정	 4월~10월
장소	 관감당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30명)
내용	 	관감당과 오리이원익 대감이 그려진 엽서에 수

채화 그리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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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

조선시대 학문과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청문당의 적극
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역사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

경기도
안산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안산 청문당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문의
안산시청 문화예술과	
031-481-2796

1박2일 캠프 ‘헬로, 청문당!’ 1박2일

일정	 9월~10월(총 3회)
장소	 		청문당
대상	 가족단위 참가자, 일반인(20명 내외)
내용	 	미니강좌, 경성당 가는길, 청문당 연극, 컬러풀

청문당, 고택음악회 in 청문당, 심야영화 상영, 
유튜브 홍보활동

북콘서트 ‘독립출판  청문당’

일정	 5월~7월(총 4회)
장소	 		청문당
대상	 가족단위 참가자, 일반인(20명 내외)
내용	 	미니강좌, 경성당 가는길, 청문당 그림책만들

기, 청문당에서 띄우는 느린 엽서, 북 콘서트 in 
청문당

기획전시 ‘품격있는 문화놀이터 청문당’

일정	 11월(총 1회)
장소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대상	 일반인
내용	 	고택 · 종갓집 활용 프로그램 관련 자료 및 사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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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기묘명현의 꿈,  
음애고택에서 다시 피어나다

음애공파 고택과 음애 이자 선생을 중심으로 고택의 건축적 가치와 의미, 음애 선생의 삶과 역
사를 콘텐츠화하여 내재된 가치를 새롭게 창출 / 음애공파 고택의 인지도 상승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보존 역량을 강화

경기도 
용인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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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있는 역사콘서트

일정	 6월 26일, 10월 2일(총 2회)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200명)
내용	 	음애집의 시문 낭독 및 전문강사, 

뮤지션의 역사와 문화재 해설이 어
우러진 인문학 콘서트

은거의 즐거움, 기와집말 소확행  
유료 1박2일

일정	 7월 10일, 7월 17일(총 2회)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50명)
내용	 	음애고택에서 음애선생과 기묘명현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체험, 
공연 등의 1박2일 프로그램

맞춤과 이음, 음애고택 아뜰리에 유료

일정	 		6월 4, 11, 18, 25일 / 8월 12, 13, 19, 
20일(총 8회)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음애고택에서 고건축과 관련된 강

의, 전통 목공예, 소목장 DIY체험 등 
다양한 목공예체험

고택과 영상미디어,  
[달애울 단편영화제] 

일정	 7월 10, 17, 24, 31일(총 4회)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문화재 이론 및 활용 교육, 1인 미

디어 콘텐츠로 문화재 홍보 영상 
제작 및 단편영화 상영

달애울, 달빛마실 체험

일정	 		7월 23, 24일 / 8월 20, 21일 / 9월 
24일(총 5회)

장소	 음애공파 고택, 음애이자 묘역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음애선생의 한시(秋月)를 모티브로 

음애선생이 달맞이를 했다는 ‘달애
울’ 마실체험 및 달빛문학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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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00년 고택,  
‘활래·열화’ 새롭게 꽃피는 종가

300년 역사를 간직한 명품고택 강릉 선교장에서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을 선보이
고, 동시에 전주 이씨 종가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 세대가 함
께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도록 준비한 멀티 프로그램 

강원도
강릉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강릉선교장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문의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주)배다리문화원	
033-648-2271

홈페이지
https://knsgj.net/

고택 - 色을 입다 [열]

일정	 5, 7, 9월
장소	 		선교장 내 안채, 활래정 등
대상	 어린이, 일반인(1일 50명)
내용	 		전통공예 체험 교실
	 		[활래ㆍ열화] 목판체험, 배다리 만들기

고택 - 풍악을 울리다 [활]

일정	 4월~11월
장소	 		선교장 내 열화당, 활래정 및 야외공연장 외
대상	 관람객
내용	 		아름다운 한옥 곳곳을 무대로 펼쳐지는 고택 

음악회, 국악연주회, 온라인연주회

고택 - 사람을 머금다 [화]

일정	 5, 8, 10월
장소	 		선교장 내 활래정 및 안채주옥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선교장의 역사 및 선교장 종가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고택 - 아이를 품다 [래]

일정	 5월 5일
장소	 		선교장 
대상	 관람객
내용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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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그림책 극장, 임꺽정 이야기를 슬라이드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 괴산만세도서관 등의 문학과 
고가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소재로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고 판소리와 탈춤, 민요 공연등 문
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홍범식 고가가 가지
고 있는 전통문화자산과 이야기를 발견해내어 농촌 문화와 문화재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창조 함

충청북도 
괴산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괴산 홍범식고가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4호)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일정	 		5월~10월(8월 제외) 	
셋째주 토요일(총 5회)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
내용	 		1. 그림책 극장 
	 		그림책 공연 / 소설 <임꺽정>을 멀티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연
	 2. 괴산만세도서관
	 		그림책 활용프로그램 운영(그림책

놀이, 인형만들기, 작은책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부스 운영)

	 3. 공연마당
	 			연극, 음악, 춤 공연을 통해 문화향유

의 기회 제공
	 4. 놀이마당
	 		조선시대 괴산 향토오락 · 전래놀

이 체험 / 임꺽정과 친구들 놀이마
당 / 체험마당 / 세시풍속 체험마당 
/ 공동체놀이마당 / 공예 체험마당

	 5. 고택카페 <쉬어봄>

달빛 극장

일정	 		6, 7, 10월 첫째주 토요일(총 3회)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
내용	 		연극, 음악, 춤 공연을 통해 문화향

유의 기회 제공

별 하나 바람 한줌 스토리 캠핑  
유료 1박2일

일정	 		7월~8월 중(총 1회)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 ※ 50,000원

내용	 		고가에서 1박2일 살아보기 / 체험
부스, 그림책 극장 및 공연마당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유료 1박2일

일정	 		5월~12월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청년, 지역민
내용	 		홍범식 고가 청년문화기획단
	 		문화재를 이해하고 기획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신나는 이야기 여행>의 
한 부스를 기획 · 운영

일정	 		5월~12월(총 2회)
대상	 청소년, 지역민 ※ 5,000원

내용	 		고가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 

일정	 		5월~12월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
내용	 		웹툰제작 · 책제작 / 홍범식고가 영상

제작 / 홍범식고가 팝업카드만들기 / 	
책 속의 집(지역주민들이 손수 홍범
식 고가의 공간, 인물과 관련된 역사
적 사실을 BIG-BOOK(종이 또는 나
무)으로 제작하여 전시) / 임꺽정 오
디오북 제작

문의
괴산군청 문화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홈페이지
cultureschoolso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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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웰컴투더 청풍명월’

상반기에는 고택 활용사업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 송출 및 유튜브에 게재하고 하반기에는 
청풍문화재단지 내 문화재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서민들의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마을 조
성을 통해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함

충청북도
제천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제천 청풍 한벽루	
(보물 제528호)
제천 청풍 금병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호)
제천 도화리 고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3호)
그 외 청풍문화재단지 내 지정문화재
※ 청풍향교 제외

문의
제천시청 문화예술과	
043-641-5522
제천문화재단	
043-641-4870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cbmhjstory

[상반기] 랜선으로 떠나는 청풍명월

일정	 		4월~6월(제작물 4회 방송 송출, 연중 유튜브 등에 홍보영상 게재)
장소	 		청풍문화재단지
내용	 		고택 활용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

[하반기] 아바타 문화재 해설 

일정	 		9월~10월(월 2일, 총 4일)
장소	 		청풍문화재단지
대상	 해설 희망자(회당 40명, 3회) 
내용	 		문화재 해설 프로그램(해설사 연출 

및 상황부여)

[하반기] 청풍현 약초골 

일정	 		9월~10월(월 2일, 총 4일)
장소	 		청풍문화재단지 
대상	 단지 방문객  
내용	 		지역민 참여 조선시대 마을 재현 

프로그램

[하반기] 청풍명월 조선학당 

일정	 		8월 중
장소	 		제천시 관내 
대상	 해설배우 4명, 시민배우 20명 
내용	 		‘청풍현 약초골’ 참여 지역민 양성 프

로그램(문화재 교육 및 연기 수업)

[하반기] 청풍명월 한벽루 

일정	 				9월~10월(월 2일, 총 4일)
장소	 		청풍문화재단지 
대상	 단지 방문객 
내용	 		한벽루 배경 사진촬영(보물 제528

호 한벽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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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맹씨행단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 교육 · 축제 프로그램

충청남도 
아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아산 맹씨행단	
(사적 제109호)  맹정승 체험학교 유료

일정	 		1기 : 5월 16, 23일 / 2기 : 6월 13, 20일 / 	
3기 : 7월 4, 11일 / 4기 : 11월 7, 14일

장소	 		맹씨행단
대상	 		초등학생 2학년 이상(기수별 20명 내외) 	

※ 25,000원

내용	 		조선 선비가 되어 맹사성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직접 배워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맹씨행단 살아보공 유료 1박2일

일정	 		1기 : 5월 29~30일 / 2기 : 8월 28~29일 / 	
3기 : 9월 25~26일 / 4기 : 10월 23~24일

장소	 		맹씨행단
대상	 		2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그 가족 10팀 내외	

(기수별 40명 내외) ※ 50,000원

내용	 		맹씨행단을 중심으로 아산지역 맹사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1박2일 가족 여행 프로
그램

은행나무 아틀리에 사전신청

일정	 		사전접수 30팀
장소	 		맹씨행단
대상	 사회적약자 
내용	 		맹씨행단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랜선 강호사시가 

일정	 		4, 7, 9, 11월(총 4회)
장소	 		맹씨행단
대상	 방문객 
내용	 		맹사성 선생이 지은 강호사시가를 주제로 열리

는 축제 프로그램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홈페이지
www.trip37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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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건재고택, 외암에서 好樂하다!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뜻과, ‘동쪽의 으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수려한 전통마을인 외암 민
속마을에서 건재고택을 주 무대로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아산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건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 )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홈페이지
www.cchcc.info

건재고택 好樂하다 유료

일정	 		4월~10월(총 5회)
장소	 		건재고택 대문 앞 마당
대상	 지역민, 관광객 ※ 1,000원~5,000원

내용	 		건재고택 앞마당을 주무대로 지역민과 관광객
에게 건재고택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 토요상
설 공연 개최

건재한 Le Reve Show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4월~10월(성인 5회, 청소년 6회, 총 11회)
장소	 		건재고택
대상	 		지역민, 청소년(회당 50명 이상) ※ 성인 10,000원

내용	 		명사들을 초청하여 삶의 덕목과 인문(사람의 
무늬)를 짚어보는 생생토크쇼 및 청소년 철학 
인문 토크쇼

東華水石!  
유유자적 동쪽마을 으뜸 길에 오르다 유료

일정	 		상설 예약제 운영
장소	 		건재고택 대문 앞 마당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외암마을의 유 · 무형적 문화자산을 관광콘텐

츠화하는 길 위의 인문학 여행

건재 문화유산아카데미! 유료

일정	 		3월 20일~11월 30일(총 20회)
장소	 		건재고택 및 민속관 선진지 견학 
대상	 지역민, 사회적약자, 경력단절 여성(선착순 20명)	
	 ※ 체험지도사 자부담 10만원(견학답사비 3회 및 교재비) 
내용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 건재고택을 알리는 문화체험 지도사를 양성



474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017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제사

호서지역 명문 종가인 광산 김씨의 불천위 제사를 통해 유교 문화의 ‘예’와 ‘효’의 실천을 경험하
고, 무형유산인 ‘음식’과 ‘의례’의 전승 기회를 제공

충청남도 
논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연산영사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8호) 
논산영모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7호)
모선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7호 )
김집선생사당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94호) 
김장생선생묘소일원	
(충청남도 기념물 제47호)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제사

일정	 		4월~12월(총 6회)
장소	 		사당 및 재실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무형문화유산 이어가기
	 		문원공 김장생 불천위제, 창녕조씨 불천위제, 문

경공 김집 불천위제, 공안공 김겸광 불천위제, 
의정공 김국광 불천위제, 장수황씨 불천위제

종가의 정성

일정	 		4월~11월(총 16회)
장소	 		의정공 김국광 종가
대상	 일반인, 관람객(320명)
내용	 		종가의 음식(16회)

대를 잇는 품격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
장소	 고정리 일대
대상	 청소년(20명) 
내용	 		문화경관 지킴이 운동(8회)	

역사 문화 탐구, 지역 문화재 콘텐츠 개발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10-3016-5044

홈페이지
www.kihoculture.com

종가의 하루

일정	 		4월~12월(총 3회)
장소	 		모선재
대상	 지역민, 사회적약자(20명, 총 60명)
내용	 종가문화체험(3회) 나도 종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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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충청도의 대표적 선비가인 “명재고택”과 “백일헌종택”에서 전승되어 온 가승문화를 체험해보
고 논산지역의 문화재 유적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

충청남도
논산시

주요프로그램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논산명재고택	
041-735-1215

홈페이지
http://www.myeongjae.com/

대상문화재
논산명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백일헌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노성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제118호)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총 4회, 협의가능)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 종택 등
대상	 일반인, 학생(회당 20명 내외) 	
	 ※ 70,000원

내용	 		충청도 명문 선비가에서 전승되어 
온 가승문화를 체험하는 1박2일형 
프로그램

옛집, 풍류하다

일정	 		10월 16일(토요일)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 종택 등
대상	 		일반인, 학생
내용	 		지역민, 관광객을 위한 풍류음악회

옛집, 과학을 말하다 자유학년제

일정	 		5월~10월(총 4회, 협의가능)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 종택 등
대상	 		학생(회당 20명 내외)
내용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지역 청소

년에게 체험프로그램 제공

옛집, 좋은 날에 만나다

일정	 		5월 15일(토요일)
장소	 		명재고택
대상	 		일반인(100명 내외)
내용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례

옛집, 매력에 취하다

일정	 		5월 8일, 10월 2일(토요일, 총 2회)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 종택 등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내외) 
내용	 		코레일 관광열차와 연계하여 충청

도 선비의 가승문화를 체험하고 논
산시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프로
그램

옛집, 돌에 새기다 유료

일정	 		4월 24일, 6월 26일, 7월 24일, 8월 
24일, 9월 25일, 10월 30일(토요일)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 종택 등
대상	 		일반인, 학생(15명 내외) ※ 2,000원

내용	 		매월 1회 관람객을 위한 도장 만들
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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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

사계고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재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중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의 문화유산 향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충청남도 
계룡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사계고택	
(충청남도 기념물 제190호) 사계 블루밍(Blooming)

일정	 		4, 9월(총 2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어린이, 청소년, 지역민, 관광객	

(1,000명)
내용	 				어린이 사생대회(4월) / 어린이날 

행사(공연) / 인문학강좌(9월) / 플
리마켓(4, 9월)

사계 문화살롱

일정	 		4월~11월(총 63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어린이, 지역민(총 1,650명)
내용	 				사계문화의 밤(고택야간개장 및 고

택체험의 날) / 사계규방공예(우리
옷 한복만들기 체험) / 사계라탄(등
나무를 이용한 생활속 소품만들기 
체험) / 염선재 아랫목 이야기(상설
프로그램, 책놀이 및 풍선아트)

사계천하대길지 계룡역사탐방

일정	 		4월~11월(총 40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1,000명)
내용	 		역사탐방 / 사계고택문화재지킴이

사계 전통의례체험

일정	 		4월~11월(총 42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지역민(840명)
내용	 		전통혼례체험 / 전통성년식 / 전통

사진관(리마인드웨딩)

문의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042-840-2404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42-551-0555

홈페이지
http://www.사계고택.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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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택을 배경으로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와 함께 답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조선 후기 여흥민씨 일가의 생활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한옥 스테이
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을 운영함

충청남도
부여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부여 여흥민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92호)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아키헤리스	
0507-1457-4260

홈페이지
www.heritages.kr

한지붕 세가족

일정	 		5월~8월(월 1회 방송, 총 4회 예정)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대상	 유튜브 시청자(800명) 
내용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생활상을 재연하는 콘텐

츠 / 주자가례 중 관례와 계례, 혼례, 제례 등 시연

사뿐사뿐 부여 나들이 유료 1박2일

일정	 		5월 1~2일 / 6월 5~6일 / 7월 3~4일 / 	
8월 7~8일 / 9월 4~5일 / 10월 2~3일 / 	
11월 6~7일 / 12월 4~5일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부여군 소재 문화유산
대상	 가족단위 참가자(회당 20명 이내) ※ 참가비 20,000원

내용	 		부여 여흥민씨 고택을 비롯한 부여군 문화유산 
탐방을 테마로 진행하는 1박2일 투어

부여 문화 스테이 1박2일

일정	 		3월~6월(비대면 교육 및 1박2일 체험, 총 4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부여군 소재 문화유산 
대상	 대학(원)생, 성인(회당 10명 이내)
내용	 		대학(원)생 및 성인 대상 문화재 활용 기획 캠프

사랑방 꼬마 손님 

일정	 		3월~12월(총 20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관내 · 외 교육기관 
대상	 초 · 중학생, 취약계층(1회당 20명 제한) 
내용	 		전통건축 목구조 교육 및 체험, 고택문화체험, 

건축문화재 분야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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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이하복 고택에서 사랑 채우다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전통 농가인 이하복 고택에서 전통생활 방식을 담은 공간적 무대(문화재)
에 교육자였던 청암 이하복과 그 가족들의 청빈한 삶과 철학을 녹여낸 콘텐츠를 더해 농가의 삶
을 체험하는 교육 · 문화 · 예술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서천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서천 이하복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문화재 사랑채,  

문화재 사랑을 채우다 유료

일정	 		5월~12월 중(12회)
장소	 		이하복 고택 및 고택 전시관 일원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팀(300명) 	

※ 일부 유료(체험키트 3,000원)

내용 	 		이하복 고택에 남겨진 유무형적 유
산을 활용한 일일체험(RPG 미션게
임 연계)을 통해 이하복선생을 알
아보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우리마을 사랑채, 오늘은 고택 잔칫날
(전통문화시연행사)

일정	 		5월~10월 중(1회)
장소	 		이하복 고택
대상	 마을주민
내용	 		고령 인구가 많은 고택 인근의 신산

리 마을 주민과 연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낭만고택 100년, 청암문화콘서트

일정	 		10월 중(1회)
장소	 		이하복 고택 및 고택 전시관 일원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청암 이하복 선생의 삶을 주제로 

고택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참여형 
일일 축제 프로그램

2021 가마니조합

일정	 6월~10월(총 10회)
장소	 		이하복 고택 및 고택 전시관 일원
대상	 예비 창업가 예술가
내용	 		지역의 예비 창업가 및 예술가를 대

상으로 하는 서천을 대표하는 브랜
드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워크샵 프로그램(공모전 연계)

우리 사랑채, 우리 사랑을 채우다 유료

일정	 4월~10월(총 20회)
장소	 		이하복 고택 및 서천군 관내 문화재
대상	 일반인(40명, 20쌍) ※ 50,000원

내용	 		이하복 고택과 서천지역의 자연 문
화유산을 배경으로 커플 부부의 스
냅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의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230
(주)에이치스토리	
070-415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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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021년 예산 수당고택 활용사업

400여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예산 수당고택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지역민과 향유하
며, 수당家의 얼을 되새겨 忠 孝 義 가치를 교육 전승하고자 함

충청남도
예산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예산수당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이산해영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7호) 
이산해유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98호)  

문의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2
수당기념사업회	
041-331-4401

홈페이지
http://www.sudang.net/

수당家의 忠孝義 1박2일

일정	 		4, 5, 9월 13:00~18:30(3회)
장소	 		수당고택, 수당기념관, 순절지, 	

의병지
대상	 		지역민, 일반인(25명 이상) 	

※ 식사 및 교재 제공

천방산下 한갓골에 놀다 
일정	 		5, 6, 9월 13:00~18:30(3회)
장소	 		수당고택, 수당기념관, 순절지
대상	 		지역민, 일반인(25명 이상) 	

※ 식사 및 교재 제공

수당인문학

일정	 		4, 7, 10, 11월 16:00~19:00(4회)
장소	 평원정, 망암
대상	 		지역민, 일반인(25명 이상) 	

※ 식사 및 교재 제공

수당家 락樂 페스티벌 
일정	 8월 17:30~20:30(1회)
장소	 평원정 뜰
대상	 지역민, 일반인(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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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정읍 김명관고택의 건축이야기

정읍 김명관 고택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문화재로서 한옥 문화재의 미학 그리고 과학성 고취
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우리 고장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

전라북도 
정읍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정읍 김명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피향정	
(보물 제289호)
정읍 무성서원	
(사적 제166호)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10-7251-0063

홈페이지
http://www.jbnu.ac.kr 
https://cafe.naver.com/kdsarchistory

정읍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유료 1박2일

일정	 		3월 20~21일 / 4월 17~18일 / 5월 1~2일, 8~9
일, 15~16일, 22~23일 / 6월 12~13일 / 9월 
18~19일 / 10월 23~24일 / 11월 20~21일(10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피향정, 무성서원, 태인동헌, 
더고가

대상	 일반인, 학생(회당 15명 내외) ※ 20,000원

내용	 		한옥고택문화체험 / 한옥체험 / 김명관고택 액
자찾기 / 한옥답사 / 토론 / 한옥숙박(더고가)

고택 한옥 문화체험

일정	 		3월 12, 19일 / 4월 9일 / 7월 3, 10일(5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대상	 일반인, 학생(회당 20명 내외) 
내용	 		한옥고택문화체험 / 한옥체험

명당으로 온 그대 유료 1박2일

일정	 		체험자 맞춤형 사업(5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더고가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20명 내외) ※ 20,000원

내용	 		한옥고택문화체험 / 한옥숙박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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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종가고택과 함께하는  
“남원 몽심재로 마실 가자!”

홍익인간의 정신, 애국·애민의 사상을 가문 대대로 펼쳤던 종가를 4개의 주제로 활용해 문화재
를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 나눔과 평등 · 홍익인간 정신을 공유 · 계승하고자 함

전라북도
남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남원 몽심재 고택	
(국가민속 제149호)
남원 죽산박씨 종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문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7
지리산섬진강문화재활용사업단	
063-636-1855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jk1855

“남원 몽심” 느끼다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몽심재 고택, 죽산박씨 종가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20명) ※ 30,000원

내용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인간을 이
롭게 하라’는 몽심재와 종가의 전통 가치를 확산

“남원 몽심” 그리다 유료

일정	 		4월~11월(총 15회)
장소	 몽심재 고택, 죽산박씨 종가
대상	 		학생(7회), 시민 · 관광객(6회), 봉사단체(1회), 

다문화가정(1회)(총 300명) ※ 10,000원

내용	 		길고 짧은 현장체험을 통해 몽심재와 죽산박씨 
종가에 산재된 역사자원을 통찰

“남원 몽심” 배우다 
일정	 		4월~11월(주 2회, 총 20회)
장소	 몽심재 고택, 죽산박씨 종가
대상	 		수료증 과정(10~20명) 
내용	 		전통놀이 지도자 양성을 통해 몽심재 · 종가의 

정신을 공유하고 마을 관광 활성화 / 남원 명문
가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효과

“남원 몽심” 놀다 
일정	 		총괄예술제(1회), 음악제(5회)
장소	 몽심재 고택, 죽산박씨 종가
대상	 		시민 · 관광객, 사회적약자(1,000명)
내용	 		축제 · 사진전을 통해 고택의 시대정신을 이야

기하고, 애국과 애민의 전통을 작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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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혼불의 생명, 콩깍지 속의 콩

혼불에서 콩깍지는 마르나, 콩깍지안의 콩은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게하는 생명력의 표상이듯 
5백년 종가인 이웅재고가의 문화가 오고오는 세대에게 전승되길 바라는 프로그램임 

전라북도 
임실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이웅재고가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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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ch-outreach.kr/

댓잎 부대끼는 날에

일정	 		5월 1일(토) / 6, 9, 11월(셋째주 금요일, 총 4회)
장소	 		이웅재고가 및 거멍굴, 서도역, 매안마을 등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20명) 
내용	 		무엇을 먹었을까(둔덕이씨 종가음식 배우기) / 

매화향 가득한 대청에서(규방문화체험) / 혼불
문학기행(거멍굴, 서도역, 매안마을 등 답사)

매화향 가득한 대청에서 유료

일정	 5, 6, 7, 9, 10월(매주 목요일, 총 20회)
장소	 		이웅재고가
대상	 지역민(회당 15명) ※ 20,000원

내용	 		매화향 가득한 대청에서(규방문화체험)

서도역 가는 길

일정	 		5, 6, 7, 9, 10, 11월(격주 화요일, 총 10회)
장소	 		이웅재고가  및 마을주변
대상	 지역민, 학생(회당 15명) 
내용	 		그 길에서 : 꽃과 청사초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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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더 샵 252 영랑생가!

한국 현대시의 발상지인 강진 영랑생가의 문학사적 가치 극대화하고,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의 인식 및 보존의식 제고하며,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 
정부 정책을 부응함 

전라남도
강진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랑생가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문의
강진군청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372

홈페이지
http://www.gangjin.go.kr/simunhak/

영랑예술학교

일정	 		3월~11월(매주 월요일)
장소	 영랑생가, 시문학관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회당 45명, 114회)
내용	 		시 창작 및 음악 · 미술 지도

영랑감성 아카데미 자유학년제

일정	 		평일 10:00~12:00 / 14:00~17:00
장소	 영랑생가, 시문학관
대상	 초 · 중학생(800명)
내용	 		인문학 체험 학습(7종 프로그램 운영)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일정	 		매주 수요일 10:00~11:00
장소	 영랑생가, 사랑채
대상	 유치원생(500명)
내용	 		전설, 설화, 동화구연(이야기할머니 배치)

영랑생가 四季
일정	 4월~11월(200일, 총 2회)
장소	 영랑생가, 시문학관
대상	 지역민, 화가, 사진가(50명)
내용	 		영랑생가의 4계절 풍경회화예술로 승화해 전시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

일정	 4월~11월(총 5회)
장소	 영랑생가 장독대
대상	 일반인(2,000명)
내용	 		주민 시 낭독, 시노래, 클래식 음악 퓨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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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명발당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

영모당 추원당 명발당의 주인인 해남 윤씨는 다산과 인연이 깊음. 다산家와 해남윤씨 3대에 걸
쳐 인연을 맺은 유서 깊은 곳이 강진임. 다산의 외동딸과 윤서유의 아들 윤영희가 혼인을 맺었
음. 고택에 숨겨진 인연을 스토리로 풀어 내재된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알려감

전라남도 
강진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해남윤씨영모당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28호)	
해남윤씨추원당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29호)

문의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2
(사)전남종가회 강진출장소	
010-9328-9758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mbdang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 유료 1박2일

일정	 		2, 4, 6, 8, 10월(월 1회)
장소	 		명발당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30명)
내용	 		역사 콘서트 / 나에게 쓰는 편지 / 가족에게 쓰

는 편지 / 고택에서 하룻밤을

(다산 외동딸) 시집가는 길 유료 1박2일

일정	 		2, 4, 6, 8, 10월(월 1회)
장소	 		명발당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30명)
내용	 		인문워크숍 / 길 인문학 산책 / 혼례에 대하여 

인문학

다산과 차를 마시다 유료 1박2일

일정	 		3, 5, 7, 9, 11월(월 1회)
장소	 		명발당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30명)
내용	 		다향을 찾아서 / 떡차 만들기 체험 / 다산의 차 

정신을 담은 차 체험

인연법 : 윤서유와 정약용, 그리고 우리들 유료 1박2일

일정	 		3, 5, 7, 9, 11월(월 1회)
장소	 		명발당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30명)
내용	 		다산이 만난 강진 사람들 / 강진으로 걷다 / 고

택 이야기 / 인연을 말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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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운조루와 운조루 주변(오미동 마을, 운조루 뒷숲, 운조루 앞 농지)을 거점으로 한 교육, 공연, 체
험 융복합 프로그램

전라남도
구례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운조루	
(국가민속문화재 제8호)

문의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운조루	
010-9177-7705

홈페이지
http://www.unjoru.net

상생과 상상

일정	 		3월~12월(총 3회)
장소	 운조루 뒷산, 농지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친환경 농업농촌체험

가람제

일정	 		3월~12월(주 1회)
장소	 운조루 사랑채
대상	 지역민(회당 15명)
내용	 		운조루 서당

시방과 변방

일정	 		3월~12월(총 3회)
장소	 운조루 사랑채, 뒷산
대상	 일반인(회당 40명)
내용	 		운조루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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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가 역사문화 배우기

고택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건축, 음식, 시대적의미등을 콘텐츠화하여 종가문화를 포함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으로 활용사업의 연속성 실현 및 확대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남파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금성관	
(보물 제2037호)
나주읍성	
(사적 제337호)

문의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남파고택	
061-332-6100

종가문화 전도사 만들기 프로젝트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6회)
장소	 		남파고택, 나주시 일원
대상	 		일반인(20명 이내), 학생(30명 이내), 	

외국인(30명 이내) ※ 50,000원

내용	 		종가문화 전도사 만들기 프로젝트

고택음악회 유료 1박2일

일정	 		8월~11월 중(2회)
장소	 		남파고택
대상	 		일반인(200명 이상) ※ 50,000원 /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예술과 문화를 함께하는 고택음악회

남파고택 스테이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4회)
장소	 		남파고택, 나주시 일원
대상	 		일반인(30명 이내) ※ 50,000원 /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남파고택 스테이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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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구림마을은 조상 대대로 가문을 이어오며 열두 동리 600여 호 대촌을 이루었으며 창녕조씨, 낭
주최씨, 함양박씨, 연주현씨, 해주최씨, 선산임씨 등의 집성촌을 이룸 / 종가마을 이야기, 종가나
무 이야기, 종가사람 이야기, 종가건축 이야기 등이 전해오고 있는 이곳으로 오늘 종택 여행을 
다녀와 보자 

전라남도
영암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국가등록문화재 제368호)
영암조종수가옥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35호) 
영암 구림대동계 문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98호) 

문의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99
전남종가회 영암지부	
010-9328-9758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oldamgil

종가 마을 이야기 유료 1박2일

일정	 		2월~5월(2회)
장소	 조종수 가옥, 구림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2200년 향촌’ 구림마을 / ‘구림마

을’의 유래를 찾아서 / 종가 고택을 
찾아서 / 도선국사 비둘기 탄생 설
화 / 동계천 따라 걷기 / 죽정마을 
담장 이야기

종가 나무 이야기 유료 1박2일

일정	 5월~7월(1회)
장소	 조종수 가옥, 구림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회사정 잘생긴 소나무 / 조종수 가

옥 소나무 / 죽림정 동백나무 / 죽
림정 입구 대문 팽나무 / 구림마을 
벚나무 터널

종가 사람 이야기 유료 1박2일

일정	 7월~9월(2회)
장소	 조종수 가옥, 구림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고죽 최경창과 을묘왜변 / 현건 · 현

덕승 - 이순신 편지(약무호남 시무
국가와 호남의병) / 최경창과 홍랑 
로맨스 / 한석봉 글쓰기, 어머니 떡 
썰기 시합 이야기 / 족보 보는 법 / 
443년 전통의 대동계

종가 건축 이야기 유료 1박2일

일정	 9월~11월(1회)
장소	 조종수 가옥, 구림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대동계 집회 장소 ‘회사정’ / 죽림

정, 간죽정, 호은정, 육우당, 서호사, 
동계사 / 죽정서원, 국암서원 / 영
암 도기박물관 : 도기 체험 / 하정웅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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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경주최부자 곳간을 열다

경주최부자댁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문화인 육훈의 실천적 가치를 해설과 교육, 체험, 유물전시, 
자료발간 등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고 즐기며 발전
시켜 현대적 가치로 승화하고 향유하면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경주최부자댁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054-774-0202

홈페이지
www.choibuja.kr

이리 오너라

일정	 		3월~12월(30회)
장소	 		최부자댁
대상	 		일반인, 단체 관광객, 사회적약자
내용	 		최부자댁 육훈의 실천정신을 주제

로 해설 · 체험 · 전시 · 공연 등으로 
융합하여 고택의 가치를 배우고 느
끼며 즐기는 고택문화 체험프로그
램 / 사회적약자를 위한 별도 운영
(2회 이상) 

지혜의 곳간을 열어라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10회)
장소	 		최부자댁, 교촌마을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학교단체) 	

※ 10,000원

내용	 		청소년들이 지식설 ·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와 정신문화의 현장에
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 

달빛에 사랑채를 열어라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10회)
장소	 		최부자댁, 교촌마을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이상) 	

※ 10,000원 / 숙박비 별도

내용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고택체험으로 느끼며 최부
자댁의 실천정신을 전파하여 따뜻
한 사회구현  

보물의 곳간을 열어라

일정	 		3월~12월(주말 상시 개관)
장소	 		최부자댁
대상	 		관람객
내용	 		최부자댁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가

치를 유물전시와 자료발간을 통하
여 한층 더 높은 현대적 가치로 승
화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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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오백년 임청각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 정신을 배우고, 아름다운 한옥의 참 모습을 배우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경상북도
안동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임청각	
(보물 제182호)
귀래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호)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안동문화지킴이	
054-858-1705

홈페이지
http://www.imcheonggak.com/

임청각 나라사랑 학교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1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 20,000원 /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임청각 독립운동 이야기 / 선비의 삶과 정신 배
우기 / 현장 답사

오백년 임청각의 대들보를 지켜라 유료 

일정	 		3월~12월(5회)
장소	 임청각, 귀래정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5,000원 / 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임청각과 귀래정의 아름다움 감상 / 선비들의 
삶과 다과 체험

‘임청각을 이야기하다’ 인문강좌

일정	 		3월~12월(10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전문강사를 초청해 임청각의 건축, 독립운동

사, 선비정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 개최

아직도 내귓가에는 서간도 바람소리가(연극) 

일정	 		3월~12월(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 
내용	 		석주선생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 

이야기 / 관객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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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슬로우 - 라이프 체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종갓집 슬로우 푸드Slow food 
체험 여행 1박2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가 고택에서 종부의 손맛으로 전승되어 오는 전통음식 조
리법을 체험하며, 마을문화재 포토 미션투어, 고택숙박체험, 정자를 활용한 정자 콘서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용와종택 및 침간정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8호)
수남위종택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호)
호고와종택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7호)
전모례가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96호)

문의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협동조합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홈페이지
http://kkcc.or.kr

종갓집 슬로우 푸드 체험여행 1박2일 유료

일정	 4월~11월(주말 6회)
장소	 		용와종택 및 불교초전지
대상	 		어린이 동반 취약계층 가족(회당 40명) ※ 3인 가족 50,000원

내용	 		고택 숙박을 겸한 종갓집 전통음식체험과 사찰음식 비교체험, 정자를 활용한 콘서
트, 영화감상 등의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종부의손맛 : 종갓집 시절별미음식체험잔치!! 유료

일정	 4월~11월(주말 4회)
장소	 		용와종택 및 침간정, 삼가정
대상	 		어린이 동반 취약계층 가족(회당 40명) ※ 1인 10,000원

내용	 		종갓집 계절별 대표별미음식 재현 및 고택에서 자연의 색을 입혀보는 공예체험

문화이웃만들기 : 우리는 종갓집 장독대 공동체!! 유료 

일정	 		3, 5, 10월(주말 3회)
장소	 		용와종택 및 불교초전지
대상	 		신세대 가족(30명) ※ 1인 50,000원

내용	 		청소년들이 지식설 ·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와 정신문화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
화를 체험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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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문화놀이터에서 놀자!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꺼내먹자! - 선조의 삶 속에서)

모든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참여형 관광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생동감 있게 만들
고 음식디미방과 연계하여 전통음식의 문화와 현대의 가치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양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석계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1호)
원리주곡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14호)
석천서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9호)

문의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422
(재)영양축제·관광재단	
054-683-7300

홈페이지
http://yftf.kr/board/index.php

체험 조선 삶의 현장 

일정	 		10월 8~31일 11:00~18:00(총 12회)
장소	 두들마을
대상	 학생, 일반인, 관광객
내용	 		조선시대의 음식조리 문화 및 전통혼례를 직접 

체험 하고 신분별 음식 시식을 통해 다양한 조
상들의 삶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조선 백화점 

일정	 		10월 8~31일 11:00~18:00(총 12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참가 희망자
내용	 		테마는 조선의 옛 장터 느낌으로 구성하고 조

선시대 분장과 화폐를 활용, 청정하고 신선한 
영양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역 소상공인 예술
가들의 참여의 기회 제공

영양 별빛 돗자리

일정	 10월 9, 16, 23, 30일 15:00~19:00(총 4회)
장소	 두들마을
대상	 학생, 일반인, 관광객, 참가 희망자
내용	 		두들마을에서 다양한 공연과 별자리가 어울러

지는 문화공간, 지역의 재능있는 인재 및 단체
들의 자율적인 공연문화 형성

조선 미니 올림픽

일정	 10월 8~31일 11:00~18:00(총 12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학생, 일반인, 관광객
내용	 		두들마을의 고택을 배경으로 옛놀이 및 현대 

스포츠, 놀이문화를 결합한 미니 올림픽을 구
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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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솟을 대문 연 갈암종가

코레일로 영덕역을 이용하는 새 여행코스로 영덕을 찾아, 갈암종가의 바른 인성을 익히면서 ‘음
식디미방’의 내림음식을 만들고, ‘홍범연의’의 철학을 익혀 관어대에 올라 선비의 詩書畵를 즐
겨보며,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의례체험과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또한 영덕의 ‘월월이청청’을 
한바탕 즐겨보는 문화관광여행 프로그램

경상북도 
영덕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영덕 충효당종택	
(국가민속자료 제168호) 
영덕 갈암종택	
(경상북도 기념물 제84호)  

문의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7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선비의결 갈암종가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총 8회)
장소	 		갈암종택, 관어대, 인량리마을, 블루로드, 영해

만세시장
대상	 		일반인, 외국인(160명) ※ 50,000원 / 외국인 무료

내용	 		기차 타고 가서, 관어대에서 올라 시서화 콘서
트를 열고, 가풍을 세우는 가훈 지어와서 가훈 
써주기, ‘월월이청청’, ‘마당극놀이’를 즐기는 1
박2일

설렘가득 갈암종가

일정	 3월~12월(총 3회)
장소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 갈암종택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회당 100명) 
내용	 		장계향의 음식디미방과 이현일의 홍범연의 바

로알기 심화토론, 그와 연계한 종가음식 문화제 
개최

넉넉한품 갈암종가 유료 1박2일

일정	 5, 11월(총 3회)
장소	 		갈암종택, 인량리마을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 50,000원

내용	 		장계향의 음식디미방과 이현일의 홍범연의 바
로알기 심화토론, 그와 연계한 종가음식 문화제 
개최

덕이넘실 갈암종가

일정	 5, 11월(총 20회)
장소	 		갈암종택, 인량리, 괴시리
대상	 		영덕군 내 초‧중‧고등학생 
내용	 		갈암종가의 반가문화를 체험하고, 괴시리와 인

량리 탐방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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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죽유종가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배우다

국난극복과 민생복리를 위해 실사구시를 몸소 실천한 조선중기의 큰 성리학자인 죽유 오운선생
의 삶과 생각을 선생의 시, 종가집의 내림음식 체험 등으로 가르침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사표가 
되도록 하는 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오운 종가 문적(보물 제1203호)
김면장군 유적(경상북도 기념물 제76호)
죽유종택(경상북도 기념물 제139호)  

문의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054-950-6762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홈페이지
http://kkcc.or.kr

죽유선생의 삶, 실사구시 체험나들이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4회)
장소	 죽유종택 및 매림서원 
대상	 어린이 동반 가족(40명 내외) ※ 10,000원

내용	 		퓨전국악 및 시낭송으로 배우는 죽유선생 시, 종갓집 내림음식 체험을 통하여 선
생이 실천한 실사구시 삶과 생각을 터득하고 국난극복을 함께한 송암 김면장군 
유적지 탐방    

죽유종가 마을 4계절 별미 밥상공동체 체험 유료

일정	 		3월~11월(4회)
장소	 죽유종택 및 매림서원 
대상	 시설 어린이 청소년(40명 내외) ※ 5,000원

내용	 		4계절에 생산되는 제철음식 밥상차림과 인근 서원나들이로 밥상머리 실사구시와 
공동체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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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파리장서를 품은 백세각

별고을 성주 백세각에서, 성주 사람인 김창숙과 송준필이 주도한 파리장서 운동을, 참가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으로, 일제 강점기의 애국가 · 독립군가 ·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합창으로, 그
리고 통고국내문과 파리장서 인출하기 체험으로, 조선선비가 앞장선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상
기함

경상북도 
성주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성주 백세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3호) 
심산김창숙생가      	
(경상북도 기념물 제83호) 
대산동 한주종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45호)

문의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054-930-6792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홈페이지
www.koreaheritage.or.kr

별고을 백세각 유료 1박2일 

일정	 3월 1일~12월 30일(5회)
장소	 		성주백세각, 심산생가, 한주종택, 성주읍내시

장, 성주읍성
대상	 		일반인, 외국인(100명) ※ 50,000원 / 외국인 무료

내용	 		참가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 / 통고국내문 · 
파리장서 인출하기 / 옛 방식으로 책 엮기 / 성
주 읍성 야행

파리장서 백세각 유료 

일정	 3월 1일~12월 30일(3회)
장소	 		성주백세각, 심산생가, 한주종택, 성주읍내시

장, 성주읍성
대상	 		일반인(60명) ※ 30,000원 

내용	 		종손의 백세각의 역사와 편액에 대한 설명 / 사
발통문 작성하기 / 옛 방식으로 책 엮기 / 항일
의적비 헌화

만세함성 백세각 

일정	 4월 1일~10월 31일(2회)
장소	 		성주백세각, 항일의적비
대상	 		지역민, 사회적약자, 소회계층(1,000명) 
내용	 		연극단의 파리장서 / 성주군합창단 일제강점기 

노래공연 / 태극기 서명하기

노랫소리 백세각 

일정	 3월 1일~12월 30일(10회)
장소	 		성주백세각, 항일의적비
대상	 		관내 중 · 고등학생(200명) 
내용	 		참가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 / 통고국내문 

인출하기 / 옛 방식으로 책 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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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문화객가文化客家,  
전통을 잇고 미래를 품다

고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밀양 교동 손씨(孫氏)고택 ‘열두대문’을 중심으로 고택 · 종갓집에 내재
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통생활모습과 결합, 활용한 체험, 공연, 교육, 숙박 등 고택 · 종갓집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기획 · 운영으로 고택의 문화공간화와 문화재 향유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수행 

경상남도
밀양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밀양교동 손병문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1호)
밀양교동 손병순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4호)
밀양교동 손대식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5호)

문의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문화나눔	
055-356-965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inmiryang

[체험] ‘열두대문’ 종갓집 이야기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16회)
장소	 손대식 고가 
대상	 		다문화가정, 사회적약자, 관광객, 

청소년(회당 20명) ※ 1인 5,000원

내용	 		종가집 팜파티 / 주말장터 / 일손체험    

[공연] 고택 달빛풍류  

일정	 5월~12월(6회)
장소	 손병문 고가 
대상	 		사회적약자, 관광객(회당 100명)
내용	 		공연 / 전시 / 이색 체험 - 시간여행    

[교육] 종갓집 내림문화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24회)
장소	 손대식 고가 
대상	 		일반인, 임산부(회당 20명)
내용	 		종부들의 하루 / 선비들의 소풍 / 

고택활용 기획자 양성교육    

[스테이] ‘달빛아래 하룻밤’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상시)
장소	 손대식 고가 
대상	 		관광객(회당 20명) ※ 60,000원

내용	 		고택 스테이 / 예술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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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고택아 놀자!!

현대생활에서 사라져가는 고택‧종갓집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역사적 의
미와 가치를 결합하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활기를 불어 넣으며, 참여자들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전통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

경상남도 
함양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함양 일두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문의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함양문화원	
055-963-2646

홈페이지
http://hamyang.kccf.or.kr/

고택의 향기에 젖다 1박2일 

일정	 		3월 20~21일 / 4월 24~25일 / 5월 29~30일 / 	
9월 4~5일 / 10월 2~3일

장소	 		일두 고택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30명 내외) 
내용	 		일두 정여창 고택의 의미와 문화재에 대해 알

고, 고택 숙박을 겸함 종갓집 전통음식체험

느림의 미학  

일정	 		4월 3일 / 6월 12일 / 7월 3일 / 8월 28일
장소	 		일두 고택
대상	 		일반인, 청소년, 사회적약자(30명 내외) 
내용	 		종갓집 별미 음식 다식체험 / 다식 음식에 얽힌 

이야기 /  다례 체험 / 선조들의 삶 알기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 1박2일 

일정	 		6월 5~6일 / 8월 21~22일 / 4월 17일 / 5월 22일 
/ 9월 11일 / 10월 9일

장소	 		일두 고택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30명 내외) 
내용	 		전통혼례 재현 / 전통혼례 의미와 가치 / 전통 

부각 만들기 / 해설이 있는 전통 공연 관람

Knock! Knock! 정여창 생애 

일정	 		6월 26일 / 7월 17일 / 10월 23일 / 11월 6일
장소	 		함양박물관, 일두선생 문집책판, 함양일두고

택, 광풍루, 남계서원
대상	 		일반인, 청소년, 사회적약자(30명 내외) 
내용	 		정여창 시대 문화재를 보고 문화해설을 듣고 자

연스럽게 그 시대의 정여창의 생애를 폭넓게 이
해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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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의리대가 동계종가

‘義理大家’라 할 수 있는 동계종택에서 ‘동계종가 三씨’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종가의 맵씨(종
택의 입지‧불천위사당), 솜씨(종부의 밥상‧반상지교‧종가의 내림음식), 맘씨(‘올곧은 선비 동
계’라는 연극공연‧모리재)에 집중하여 종가의 전통문화를 진정성에 재미가 더해진 콘텐츠로 즐
겨보고자 함

경상남도
거창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거창 동계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모리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7호)
거창 당산리 당송	
(천연기념물 제410호)

문의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홈페이지
http://koreaheritage.or.kr/

동계종가 三씨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3회)
장소	 동계종택, 모리재, 당산리 당송, 수승대 
대상	 		일반인, 가족, 외국인(60명) ※ 50,000원

내용	 		참가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 / 종가 전통 고
추장 만들기 체험 / 모리재를 찾는 금원산 트레
킹과 인문학 산책    

동계종가 솜씨 유료  

일정	 		3월~12월(2회)
장소	 동계종택, 거창전통시장, 수승대
대상	 		일반인(40명) ※ 30,000원

내용	 		종부님과 장아찌 만들기, 유복으로 갈아입고, 
유교식예절을  익힌 후 사당인사, 옛 방식으로 
책 엮기    

동계종가 맵씨   

일정	 		3월~12월(8회)
장소	 동계종택
대상	 		관내 중 · 고등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정(360명) 
내용	 		전문극단의 동계정온 연극 감상 / 종부님과의 

다과즐기기 / 종가의 의례체험(회갑상, 돌상)    

동계종가 맘씨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2회)
장소	 동계종택, 모리재, 당산리 당송, 거창창포원
대상	 		일반인(40명) ※ 50,000원

내용	 		금원산 속 모리재에서 숙박하며 오롯이 즐기는 
동계 詩書畵 콘서트 및 백일장    



고택·종갓집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1 서울 도봉구 문화보국(文化保國), 함께 걷는 간송의 길 
도봉구청 문화관광과

02-2091-2262
유료 자유학기제

2

광주

남구 고원희 가옥 1592 의병 종가의 이야기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33
(사)대동문화재단

070-4496-5509
유료

3 광산구 광산사계몽-한날의 고전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4 울산 울주군 근재공 고택, 울산 근대를 걷다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주)이인

010-6360-8237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5 세종 세종시 전통의 향기에 머물다, 古宅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5
유료

6

경기

성남시 문화의 숲 휴식의 정원, 수내동가옥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031-729-3012

7 고양시 밤가시초가 마실가자 “초가에서 살아볼고양?”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070-4290-6967
자유학년제

8 양주시 슬기로운 고택생활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9 광명시
관감당과 오리 종택에서 배우고 즐기는  
청백리의 삶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02-2680-0761

10 안산시 청문당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보다
안산시청 문화예술과

031-481-2796
1박2일

11 용인시 기묘명현의 꿈, 음애고택에서 다시 피어나다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144
더봄봄

031-227-4043
유료 1박2일

12 강원 강릉시 300년 고택, ‘활래·열화’ 새롭게 꽃피는 종가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주)배다리문화원

033-648-2271

13

충북

괴산군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괴산군청 문화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유료 1박2일

14 제천시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웰컴투더 청풍명월’
제천시청 문화예술과

043-641-5522
제천문화재단

043-641-4870

15

충남

아산시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16 건재고택, 외암에서 好樂하다!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9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유료 자유학년제

17

논산시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제사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10-3016-5044
자유학년제

18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논산명재고택

041-735-1215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19 계룡시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042-840-2404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42-551-0555

20 부여군 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아키헤리스

0507-1457-4260
유료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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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남

서천군 이하복 고택에서 사랑 채우다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230
(주)에이치스토리

070-4152-1954
유료

22 예산군 2021년 예산 수당고택 활용사업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2
수당기념사업회

041-331-4401
1박2일

23

전북

정읍시 정읍 김명관고택의 건축이야기 20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10-7251-0063
유료 1박2일

24 남원시 종가고택과 함께하는 “남원 몽심재로 마실 가자!”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7

지리산섬진강 
문화재활용사업단

063-636-1855
유료 1박2일

25 임실군 혼불의 생명, 콩깍지 속의 콩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1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유료

26

전남

강진군

더 샵 252 영랑생가!
강진군청 시문학파기념관

061-430-3372
자유학년제

27 명발당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62

(사)전남종가회  
강진출장소

010-9328-9758
유료 1박2일

28 구례군 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운조루

010-9177-7705

29 나주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가 역사문화 배우기 20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남파고택

061-332-6100
유료 1박2일

30 영암군 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99
전남종가회 영암지부

010-9328-9758
유료 1박2일

31

경북

경주시 경주최부자 곳간을 열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054-774-0202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32 안동시 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1
안동문화지킴이

054-858-1705
유료 1박2일

33 구미시
슬로우-라이프 체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종갓집 
슬로우 푸드 Slow food 체험 여행 1박2일!!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5
협동조합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유료

34 영양군
문화놀이터에서 놀자!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꺼내먹자! - 선조의 삶 속에서)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422
(재)영양축제·관광재단

054-683-7300

35 영덕군 솟을 대문 연 갈암종가 20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7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36 고령군 죽유종가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배우다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054-950-6762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유료 1박2일

37

경남

성주군 파리장서를 품은 백세각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054-930-6792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38 밀양시 문화객가(文化客家), 전통을 잇고 미래를 품다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문화나눔

055-356-9655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39 함양군 고택아 놀자!!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함양문화원

055-963-2646
1박2일

40 거찬군 의리대가 동계종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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