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인 세계유산 등재 

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향유·전승하기 위한 

고품격의 역사문화 체험 등 활용 프로그램 마련

미디어 디지털 IT 기술을 세계유산에 접목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아트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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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지역공동체 자원, 문화 및 예술활동과 결합하여  

공연, 문화활동,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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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조선통신사 기록물 활용 프로그램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보존하고 관련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한 · 일 양국의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부각하여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확산

부산광역시 
전역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조선통신사 기록물

기록물 창작놀음 공연

일정	 7월~11월(혹서기 제외)(8회) 
장소	 부산내 주요관광지
대상	 		예술단체 2팀 시민 1,000여명(대면) 
내용	 		조선통신사와 기록물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창작 문화 · 예술 공연 프로그램

※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가능

 조선통신사 화원 전시 및 체험 

일정	 		전시 : 9월~11월(1회) 	
체험 : 6월~11월(상시, 정기 6회) 

장소	 조선통신사 역사관, 타 문화공간
대상	 		전시 : 관람객 500여명(대면)	

체험 : 참여자 300명(수시 : 1일 최대 10명, 정기 : 20명) 
내용	 	기록물 리뉴얼작품 및 시민공동작품 전시, 기록물 컬러링북 체험 

문의
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활용팀	
051-888-5091 
(재)부산문화재단	
051-660-0002

홈페이지
www.tongsi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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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강화고인돌 선사체험

세계유산 강화고인돌을 주제로 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체험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세계유산 고창 · 화순 · 강화고인돌유적 : 
강화고인돌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

문의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032-930-3894
우리문화재보호회	
032-934-1400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olbus

선사시대 제례의식 및 고인돌 축조체험 

일정	 4월~10월 매주 토요일(총 23회) 
장소	 		강화고인돌유적 일원
대상	 관람객 전원참여(대면)
내용	 	제례의식 및 천고무(天告舞) 전통공연

강화고인돌선사체험

외국어 고인돌탐방대
일정	 4월~10월 매주 일요일(총 22회)
장소	 		강화지석묘 및 고인돌탐방로
대상	 학생, 일반인 무제한(대면)

고인돌 사생, 글짓기, 사진콘테스트
일정	 일정미정 연중접수
장소	 		강화 지석묘 및 주변 고인돌 군
대상	 학생, 일반 무제한(대면, 비대면)

언택트 선사유물 관람 / 선사유물 전시
일정	 상시
장소	 		유튜브, 행사장 내
대상	 (대면, 비대면)

선사 움집체험 / 선사 어로체험 / 선사 토기체험 /  
선사 사냥체험 / 전통놀이체험
일정	 4월~10월 매주 일요일(총 47회)
장소	 		선사체험 행사장
대상	 학생, 일반인 무제한(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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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남한산성)

방문객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세계유산에 부합하는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경기도 
광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교육체험

일정	 4월~10월 주말(총 50회)
장소	 남한산성 행궁
대상	 		행궁방문객(대면)
내용	 		전통문화 체험교육

남한산성 이야기 속으로(순성체험)

일정	 4월~10월 평일 및 주말(총 40회)
장소	 남한산성 일원
대상	 		남한산성 방문객	

(대면 / 학생 및 가족단위 참가자)
내용	 	남한산성 순성체험을 통한 세계유산의 가치  

인식

군사경관 재현 프로그램

일정	 		4월~10월 주말(총 30회)
장소	 남한산성 일원
대상	 		남한산성 방문객(대면)
내용	 	군사경관으로서의 남한산성 체험

문의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031-8008-5156

홈페이지
https://www.gg.go.kr/
namhansansu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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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세계유산 수원화성 활용 프로그램

세계유산 수원화성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 공연 · 체험 · 교육이 
융복합된 테마형 프로그램 

경기도
수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화성(1997년 지정)
수원화성(사적 제3호)

문의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2413
(재)수원문화재단	
031-290-3573

홈페이지
https://www.swcf.or.kr

수원화성 낭만소풍 

일정	 		5월~6월, 9월~10월	
낮소풍 : 5월 8, 15, 22, 29일, 10월 2, 16, 23일 토요일	
밤소풍 : 6월 4, 11, 18, 25일, 9월 3, 10, 17일 금요일  

장소	 		수원화성 연무대 일원
대상	 수원시민 및 관광객(팀별 최소 2인~최대 6인)
내용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세계유산 수원화성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성곽길을 걷고, 

건축물 특별 개방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는 테마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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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계유산 영월 장릉 – 왕릉 스테이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단종을 소재로 영월 장릉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어 영월과 장릉에  
머물면서 그 우수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

강원도
영월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세계유산 조선왕릉 영월장릉	
(사적 제196호) 왕릉 아카데미

일정	 5월, 10월 14:00~18:00(총 2회)
장소	 영월 장릉 일원
대상	 		성인(회당 50~100명 / 대면)
내용	 		명사와 함께 조선시대 왕릉의 우수성과 비운의 왕 단종의 일생을 생생한 현장에

서 들어 보는체험형 강연 프로그램

단종과 함께하는 장릉산책

일정	 		5월~6월 14:00~19:30(총 2회)
장소	 영월 장릉 일원
대상	 		가족단위(초등학생 이상 자녀동반 회당 30~40명 / 대면)
내용	 	세계유산 장릉을 문화공연과 체험 중심의 색다른 방법을 통해 탐방해 보는 참여

형 답사 프로그램

영월의 선비가 되어 떠나는 단종 유배길

일정	 		9월~10월 14:00~18:00(총 2회)
장소	 영월 장릉 및 단종유적지
대상	 		누구나(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및 유아 제외 회당 30~50명 / 대면)
내용	 	조선시대 영월의 선비가 되어 단종과 함께 고단한 유배길을 체험하는 역사재현형 

답사 프로그램

문의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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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 법주사 산지승원 천년의 향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 승원 법주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만남을 4차 산업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이끌어 냄

충청북도
보은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보은 법주사

문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9
법주사	
043-543-3615

홈페이지
http://www.beopjusa.org/kor

법주사 산지승원에서 4차산업을 만나다 

일정	 		11월 6일(1회) 
장소	 		법주사
대상	 일반인(5인 / 20팀)(대면)
내용	 	산지승원 법주사 체험 / 3D스캔으로 만나는 석연지 / VR로 만나는 산지승원 / 팔

상전. 대웅전 모형 만들기 / 석련지. 팔상전 에코백 만들기 / 법주사 여행토퍼 만들
기 / 공연 활동 

법주사 세계유산 생생체험 

일정	 		4월~10월(6회)
장소	 		법주사
대상	 일반인 50명(대면)
내용	 	VR로 만나는 산지승원 / 팔상전. 대웅전 모형 만들기 / 석련지. 팔상전 에코백 만

들기 / 점찰로 세계유산 바라보기 

법주사에서 예술인과의 만남

일정	 		4월~10월(6회)
장소	 		법주사
대상	 유튜브방송(비대면)
내용	 	문화예술인과의 만남(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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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산성 달밤 이야기 & 콘서트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공산성에 명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전통국악 · 클래식 · 성악 등 음악을 가미 
달밤 성곽밟기체험 병행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산성 달밤 이야기 & 콘서트 

일정	 5월~8월 매주 토요일 18:30~21:30(16회) 
장소	 공산성 금서루
대상	 		학생 및 일반인 제한없음(대면)
내용	 		명사초청 달밤이야기 / 성곽밟기 / 작은음악회	

* 		역사 전문가만이 아닌 시인, 소설가, 음악인, 여행가, 인문학자 등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명사들의 이야기 판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사)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	
070-48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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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back to the 백제 ‘웅진탐험대’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위치기반 서비스 기본)을 활용하여 단계별 · 종류별 미션프로그램 추진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의 역사와 인물 관련 다양한 미션제공(온 · 오프라인 제공)
단계별 미션 완료 시 어플을 통하여 점수 부여 등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주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back to the 백제 ‘웅진탐험대’

일정	 		8월~9월(4회 예정)
장소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대상	 제한 없음
내용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에서 펼쳐지는 테마형 복합 경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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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마곡사 생태기행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곡사를 중심으로 한 산지승원의 생태를 기록, 아카이빙 중심의 인문학 
기행프로그램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산지승원 
공주 마곡사	
(충청남도 문화재 / 마곡사대웅보전)	
(보물 제801호) 등)

산사와 나무 

일정	 5월~6월, 9월~10월(총 4회)
장소	 마곡사 일원
대상	 		일반인 5인 그룹(대면)
내용	 		마곡사 숲, 나무 해설탐방 프로그램

생태드로잉 

일정	 5월~6월, 9월~10월(총 4회)
장소	 마곡사일원 / 온라인강의
대상	 		일반인 5인 그룹(대면), 강의(비대면) 
내용	 		시민들이 어반스케치방법을 수강한 후 직접 마곡사 일원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사단법인 산촌생태마을전국협의회	
041-841-8255

홈페이지
www.facebook.com/mev2016 	
instagram.com/mountainecovillage	
blog.naver.com/mev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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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 마곡을 느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지승원 7곳 중 하나인 천년 고찰 마곡사를 공주시민과 
학생들, 나아가 전 국민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곡사
의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마곡사	
(충청남도 문화재 / 	
마곡사대웅보전(보물 801호) 등)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041-841-6223

마곡사 보물찾기 미니축제

일정	 		5월~10월(총 4회)
장소	 		마곡사 ‘명부전 앞’
대상	 		가족단위 관광객(사전 신청자), 학교단체, 	

문화향유 소외계층(노인, 다문화가정 우선)(90명, 총 360명)
내용	 	미션 봉투 속에 담긴 미션지 정답을 채워라! 마곡사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 힌트

를 찾으면서 함께 숨겨진 코인들을 찾아낸다. 미션을 완성하면, 찾은 코인들로 다
양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미니 축제!

마곡사 ‘마당’ 다도 페스티벌

일정	 		11월(총 1회) 
장소	 		마곡사
대상	 		KDI연구원(외국인), 주한대사관 직원 및 관계자들, 7개 산사 다도 관련자들, 스님들

(총 120명)
내용	 	7개 산사의 다도페스티벌, 다례 공연, 예쁜 다식 경연대회, 찻잔받침 만들기체험 

등 아름다운 찻자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진행

마곡사의 병풍 태화산에서의 ‘마음쉬기’

일정	 		9월(총 2회) 
장소	 		마곡사
대상	 		도시의 직장인 대상(60명, 총 120명)
내용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사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보면서,  나에

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판 만들기 & 마당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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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조선통신사, 공주에 납시었네 

조선시대 마지막 통신사 죽리 김이교 유물과 공주지역에 조선통신사를 다녀온 인물(김인겸,  
신유), 그리고 그들의 유적과 유물 등을 활용한 남녀노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개 프로그램 15회)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조선통신사 기록물  
신미통신일록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 김이교 유물 일괄) 

집콕, 일동장유가 필사 챌린지 

일정	 4월~10월(5기)
장소	 각 가정
대상	 		기수당 신청자 50명(비대면)
내용	 		일동장유가 필사

조선통신사의 길, 평화를 걷다 

일정	 6월~11월(4회)
장소	 충남역사박물관, 공주관내
대상	 		회당 성인 20명(대면)
내용	 		조선통신사 관련 강의+답사+공연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82

홈페이지
http://museum.cihc.or.kr/museum



 18

일본 속 조선통신사,  
사진으로 만나다 

일정	 4월~10월(4회)
장소	 공산성, 충남역사박물관 등
대상	 		관광객 및 시민 30만명(대면)
내용	 		사진전

조선통신사 인문한마당 

일정	 10월(1회)
장소	 충남역사박물관
대상	 		가족 단위 1,000명(대면)
내용	 		조선통신사 관련 특강+체험+	

전시+공연

조선통신사 학술대회 

일정	 10월(1회)
장소	 아트센터 고마
대상	 		30명(대면)
내용	 		조선통신사 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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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백제 힐링 대축제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와 문화, 예술, 관광자원 등을 
통하여 유적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세계유산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7
(재)백제고도문화재단	
041-83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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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Great 백제 1박2일

일정	 		9월~10월 토, 일요일(1박2일)(2회)
장소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
대상	 		관광객, 일반인, 가족(각 회별 50여 명 모집)(대면)
내용	 	우수한 백제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천혜의 자연과 새로운 경험속에서 최고의 프로

그램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

5로라 대탐험 1박2일

일정	 9월~10월 토, 일요일(1박2일)(2회)
장소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
대상	 		관광객, 일반인, 가족(각 회별 2인~3인 기준  10팀 모집)(대면)
내용	 		버스로, 강으로, 산으로 백제로, 부여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내재된 역사적 의미

와 가치를 발견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친밀해지
는 추억의 힐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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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에서 특별한 하루

일정	 		7월~8월 토, 일요일(16회)
장소	 		관북리 유적 내 부여객사
대상	 		일반인, 관광객(대면)
내용	 	백제시대 유적인 관북리 유적 내 부여객사에서 주민과 관광객에게 전통 문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문화유산 이해 증대

Let’s go 부여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

일정	 		5월~12월 일요일(9회)
장소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
대상	 		관내 고등학생 40명(대면)
내용	 	백제역사유적지구 강좌와 현장학습을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세계유산 보

존의식 함양과 자부심 증대

검이불루 화이불치 made in 대백제

일정	 		7월~10월(축제, 행사 기간 3회 22일)
장소	 		정림사지, 서동공원, 구드래
대상	 		일반인, 관광객(대면)
내용	 	문화체험과 전시 설명을 통해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콘텐

츠의 상품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

백제 夜 마실가자 !

일정	 6월~11월 금요일 저녁(8회)
장소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등
대상	 		가족, 일반인, 학생, 단체(각 회별 50여 명 모집)(대면)
내용	 	 					전문가의 세계유산 해설과 백제문화 체험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이

해하고 문화 유산 아래에서 전통 공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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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1박2일 문화재 체험, 탐방 및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하여 문화유산 활용 및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전라북도
익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1박2일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대상	 		일반시민(청소년 포함 가족)(대면)
내용	 		세계유산 익산 왕궁리 유적을 활용

한 1박2일 숙박형 문화재 활용 체
험 프로그램

문의	 		길청소년활동연구소 070-7563-8834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

일정	 9월 20일 추석 전날(1회)
장소	 왕궁리유적
대상	 		일반시민(가족 단위 신청자)(대면)
내용	 		세계유산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소

원등 날리기를 진행함으로써 가족, 
연인, 친구 간의 소원을 기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제공

문의	 		마수리늘배움협회 063-837-0088

백제왕궁 달빛 공연

일정	 4월~11월(20회 정도)
장소	 왕궁리유적
대상	 		일반시민 국내외 관람객(대면)
내용	 		백제왕궁에서 펼쳐지는 전통음악, 

클래식, 가요, 팝스 등 다양한 장르
의 야간 공연 

문의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063-840-0040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일정	 4월~11월(15회 정도)
장소	 미륵사지
대상	 		일반시민 국내외 관람객(대면)
내용	 		익산 미륵사지에서 품격 있는 스토

리텔링 음악 공연 진행 / 미륵사지
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흥미롭게 
알리는 프로그램 

문의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63-833-2332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

일정	 4월~11월(20회)
장소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대상	 		초 · 중학생, 일반 시민(대면)
내용	 		특정 테마(4차 산업혁명)를 바탕으

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통문화
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 문화 
향유 콘텐츠

문의	 		두근두근메이킹발전소 063-836-3383

문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9
길청소년활동연구소	
070-7563-8834	
마수리늘배움협회 	
063-837-0088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063-840-0040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63-833-2332	
두근두근메이킹발전소 	
063-836-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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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고창고인돌유적 활용 프로그램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향유하고 보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운영과 
세계유산 가치 활용을 통한 경제 ·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전라북도
고창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사적 제391호)

문의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063-560-8672
고창문화연구회	
070-4307-9147	
호남문화재연구원	
061-383-3640	
고인돌마을공동체	
010-6727-120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gcdolmen

세계유산과 윤도가 함께하는 고인돌야행

일정	 		5월~9월(7회)
장소	 		고창 고인돌유적
대상	 		단체, 가족단위 개인 등 인원제한 없음(대면)
내용	 	고인돌공원 야경, 별자리 관찰, 버스킹, 탄생석 

꾸미기, 생태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종합예술 
프로그램

고인돌유적 상시체험 운영

일정	 5월~12월(31회)
장소	 		고창 고인돌유적
대상	 		단체, 가족단위 개인 등 인원제한 없음(대면)
내용	 	고인돌유적에서 청동기시대와 관련한 의식주

(衣食住)와 고인돌 축조 체험

죽림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

일정	 		3월~12월(200회)
장소	 		고창 고인돌유적
대상	 		단체, 가족단위 개인 등 인원제한 없음(대면)
내용	 	선사시대 유물인 돌화살촉, 반달돌칼 등을 실

제 제작해보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

일정	 		5월(4회)
장소	 		고창 고인돌유적
대상	 		단체, 가족단위 개인 등 인원제한 없음(대면)
내용	 		고인돌유적 1~5코스에 자연의 색을 활용하여 

고인돌 치유문화 공간으로 체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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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의 전설!

선암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산 활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선암사
의 전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고 즐기며 전통문화를 향유
하고자 함

전라남도
순천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순천 선암사(사적 제507호) 선암사를 듣다

일정	 		5월~10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총 7회)

장소	 선암사 강원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내용	 		강원에서 들려주는 선암사 이야기

(설화) 상월대사, 승선교와 배바위 
등 연극

선암사 자연음악회

일정	 		5월~10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총 7회)

장소	 선암사 일원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내용	 		선암사에서 전통악기로 즐기는 	

음악회

선암사를 만지다

일정	 		5월~10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총 14회)

장소	 차체험관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내용	 		승선교 스트링아트 / 산사문양 그리

기체험 / 선암사시계 만들기

선암사를 담다

일정	 		5월~10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총 14회)

장소	 승선교 및 선암사 일원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내용	 		선암사를 배경으로 사진촬영 및 현상

선암사 이색체험

선암사 사계(四季) 체험
일정	 5월~10월(1회)
장소	 		선암사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선암사 차따기체험
일정	 5월(1회)
장소	 		차체험관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대면)

문의
순천시청 문화예술과	
061-749-6813

홈페이지
www.sc-heri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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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인 4색, 깨어있는 영웅을 만난다

대흥사의 주요 인물(서산대사,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들이 남긴 세계유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내 · 외국인들에게 한국산사의 멋과 향기를 널리 알려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산사,  
산지승원이 즐거운 문화소통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전라남도 
해남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지정)	
해남 대흥사(사적 제508호)

문의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061-530-5250
대흥사	
061-535-5775

홈페이지
www.daeheungsa.org

4인 4색 주말체험마당

일정	 		6월, 10월 첫째주 토, 일요일
10:00~15:00(총 4회)

장소	 		대흥사 종각 앞마당
대상	 		학생단체, 사회적약자, 외국인단체, 

자유 관람객(대면)
내용	 	야외부스 프로그램 체험마당 / 세

계유산 워크북 만들기 / 인경체험 / 폴라
로이드 사진촬영 / 붓글씨 쓰기 / 초의차 
체험 및 다식 만들기 / 꽃살문양 한지등 
만들기

산지승원에서의 제다체험

일정	 		5월 1, 2, 8, 9일 토, 일요일(총 4회)
장소	 		대흥사 차밭
대상	 		해남군민 · 외국인 · 다문화가정 	

25명씩(대면)
내용	 	대흥사 녹차 밭에서 스님들과 제다

체험 진행 / 찻잎따기, 덖기, 차명상 
/ 덖은 차는 지통에 포장해서 참가
자들에게 선물로 나눠 줌

수행자와 함께 산지승원 명상체험

일정	 		6월 19일, 9월 4일, 10월 9일, 11월 
6일 토요일(총 4회)

장소	 		대흥사 일원
대상	 		학생, 사회적약자, 외국인 등 단체 

초청(1회 비대면 / 2~4회 대면)
내용	 	대흥사 수행스님과 함께 산지승원 

명상체험과 함께 초의차를 즐김

세계유산 해설사 양성교육Ⅱ

일정	 		9월 25일, 10월 2, 9, 16, 23일 	
토요일(총 5회)

장소	 대흥사 보현전
대상	 		해남군민 50명(2회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3회 대면)
내용	 		총 5주에 걸친 교육으로 대흥사 세

계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에 참여 / 해설실습 진행 및 수
료증 발급

영상콘텐츠제작 아카데미

일정	 		7월 매주 토요일(총 4회)
장소	 대흥사 성보박물관 세미나실
대상	 		해남군민 20명(대면)
내용	 		지역주민들의 세계문화자원 홍보콘

텐츠 발굴과 제작, 배포 역량 함양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
작, SNS를 통한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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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활용 프로그램

“이야기로 풀어내는 화순 고인돌유적”
화순 고인돌유적은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당시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 화순
고인돌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에 현대적 해석을 담아 소풍하듯 고인돌 마을체험 ·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문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전라남도
화순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지,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사적 제410호)

고인돌 마을재현 사전신청

일정	 4월~11월(총 4회)
장소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대상	 		일반인(대면 / 비대면)
내용	 		방문객 참여형 퍼포먼스 프로그램

화순 고인돌 시대 이야기

일정	 3월~11월 매주 수~일요일(총 200회)
장소	 화순 고인돌유적 일원 또는 온라인
대상	 		일반인, 교육기관 단체 사회배려계층, 외국인(대면 / 비대면)
내용	 		고인돌 선사체험장 상시운영 / 대신리 문화체험관 상시운영 / 고인돌 전시 / 화순 

고인돌유적 랜선 체험 / 고인돌 가족 캠핑(1회)

고인돌 마을 사람들 이야기 사전신청

일정	 		4월~11월(각 4회, 총 16회)
장소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내 체험시설 또는 온라인
대상	 		일반인(대면 / 비대면)
내용	 		고고(Go!古)버스킹 / 고인돌인형극 ‘돌구와 동식이’ / 고인돌 마을축제

문의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061-379-3515
(재)고대문화재연구원	
062-651-3701

홈페이지
www.god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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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경주역사유적지구_남산) 
‘오래된 미래’

신라 천년의 역사와 전설, 유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재의 보고 경주 남산을 스토리텔링 한 
융 · 복합형 콘텐츠로 경주 남산의 역사적 가치 부각과 문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경주역사유적지구_ 남산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2
(사)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	
054-773-2988

홈페이지
http://컬처메이커.com/

남산뷰(View) ‘역사의 비밀을 풀다’

공연 · 전시 · 해설 · 미디어의 융 · 복합 프로그램
일정	 5월~10월
장소	 남산일원
대상	 		직장인, 가족, 외국인
내용	 		남산의 문화재와 전설을 스토리텔링 한 	

시 · 공간적  연출과 심미적체험

문화유산여행 ‘오래된 미래’

토박이 해설사 양성 교육
일정	 5월~11월
장소	 남산일원
대상	 		지역민
내용	 		지역민의 사업주체자 양성 / 	

남산의 숨은 이야기 발굴 

문화유산여행 ‘오래된 미래’ 유료

일정	 5월~10월
장소	 남산일원
대상	 		직장인, 가족, 외국인
내용	 		골짜기와 지형 중심의 역사문화 탐방(마을 단위) 

/ 농촌체험과 문화해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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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년 세계유산 양동 역사마을  
활용 프로그램 

양동민속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 유산 활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동마을의 전통적 가치를 선양하고 전문화계승에 기여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2
양동마을운영위원회	
054-762-2633

홈페이지
http://yangdong.invil.org/index.html

전통예절숙박 체험

일정	 5월~11월(14회)
장소	 		마을 내 체험관 등
대상	 		초등이상 가족 800명
내용	 	양동마을만의 유교정신, 충효예절을 배우고 숙박을 하면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일정	 		5월~7월, 9월~11월 29일
장소	 		마을 내
대상	 		입장관람객 30,000명
내용	 	주말 양동마을 입장 관광객 중심으로 다양한 옛놀이와 전통문화체험

선비문예체험

일정	 		5월~11월(12회)
장소	 		마을 내 경산서당
대상	 		입장관람객 300명
내용	 	옛 선비가 지녀야했던 덕목을 기르면서 선비정신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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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서예 초대전

일정	 		7월~12월(상시전시)
장소	 		마을 내 전시관
대상	 		입장관람객 25,000명
내용	 		전국 서예 초대 작가 작품 전시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양동마
을 이미지 재고

양동에서 만나는 전통의례

일정	 		5월
장소	 		마을 내 정자
대상	 		입장관람객 1,000명
내용	 		전통관계례 시연을 통해 전통문

화 알림

고택 음악회

일정	 		5월, 10월(2회)
장소	 		마을 내 심수정
대상	 		지역주민, 입장관람객 200명
내용	 		마을 주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음악회, 볼거리와 문화나눔의 장

양동 선비학교

일정	 		5월, 10월(8회)
장소	 		마을 내, 외부
대상	 		지역주민 70명내외
내용	 		양동마을 역사를 세우고,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양동마을 
선비정신을 교육 계승

양좌 고을 학회

일정	 		10월(1회)
장소	 		마을 내
대상	 		관련전문가, 지역관계자
내용	 		전문가들을 통해 양동의 숨어있

는 역사를 찾아내고 자료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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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풍속 및 민속문화 활용 프로그램

일정	 4월~12월(2회)
장소	 		하회마을 일원
대상	 		전 관람객
내용	 	하회마을의 계절별 다양한 세시의례, 

민속놀이, 생활문화를 방문객들과 
공감하는 체험

민속마을 ‘마을장인’ 활용 및  
전통생활문화 재연 프로그램

일정	 4월~12월(70회)
장소	 		하회마을 일원
대상	 		전 관람객
내용	 	전통사회의 모습들을 재연하여 민

속마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함

세계유산특강

일정	 4월~12월(4회)
장소	 		하회마을 마을회관
대상	 		하회마을보존회원
내용	 	마을주민에게 양성교육을 통해 방문

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

유교문화 및 서원문화보존  
활용 프로그램

일정	 4월~12월(4회)
장소	 		하회마을 일원
대상	 		전 관람객
내용	 	한국의 서원이 지닌 유산적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선비들의 가치관과 
자연관을 이해함

종가문화 활용 프로그램

일정	 4월~12월(70회)
장소	 		하회마을 일원
대상	 		전 관람객
내용	 	하회마을의 종가문화와 예절교육

18 600년의 역사 ‘하회마을’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활용 및 홍보사업

경상북도
안동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하회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 	
지정 1984년 01월 10일)
유네스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 하회마을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054-880-3173
(사)하회마을보존회	
054-853-0103

홈페이지
http://www.haho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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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천년의 편지, 미래의 숨결 봉정사 

봉정사에 전해오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봉정사의 가치를 더욱 의미있게 
공감
현대 예술 장르를 가미하여 봉정사를 새롭게 창작하고, 예술인들과의 동행을 통해 지식과 감성 
콘텐츠를 사회적으로 확대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으로써의 봉정사의 가치 제고

경상북도
안동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봉정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 극락전, 대웅전, 영산암, 화
엄강당, 고금당, 만세루, 일주문 등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054-880-3173
경북미래문화재단	
054-841-2434

홈페이지
www.gbculture.org

다시 태어나는 봉정사  

일정	 6주간(장르별 2주)
장소	 봉정사 일주문 또는 주차장
대상	 		20,000여명
내용	 		사진, 미술, 그림동화, 웹툰으로 봉정사를 표현하고 전시로 확대

예술인과 느끼는 봉정사 토크 콘서트

일정	 5회(매월 1회)
장소	 봉정사 영산암
대상	 		2,400여명
내용	 		예술 장르별 명사와 함께 봉정사를 답사하며 나누는 이야기 

봉정사 단청, 현판, 목판 체험 

일정	 9월~10월 중 한달간
장소	 봉정사 안내소
대상	 		16,000여명
내용	 		봉정사 단청, 편액 등을 목판으로 만들고 체험 후 채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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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학생 영상 제작캠프 2박3일

일정	 7월, 10월(2회)
장소	 		한국국학진흥원 및 세계유산(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
대상	 		경북도 내 중고등학생 중 영상물 제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각 40명씩)(대면)
내용	 	2박3일 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2~3분 정도의 콘텐츠

를 제작하고 심사하여, 이를 방송 및 콘텐츠 등으로 송출

세계기록유산 이해를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 1박2일

일정	 6월~11월(2회)
장소	 		한국국학진흥원 및 세계유산(도산서원, 군자리, 하회마을 등)
대상	 		경북도 내 대학생 중 관련학과 대학생(각 35명씩)
내용	 	1박2일 일정을 통해 대학생에게 유교책판과 관련한 현장체험과 강의를 통해 유교

책판의 의의 및 활용방안 모색

20 <한국의 유교책판> 활용 프로그램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책판>을 활용한 학생 영상 제작캠프, 
세계기록유산 이해를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접근성을  
제고하며 안동과 경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

경상북도
안동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054-880-3173
한국국학진흥원	
054-851-0772

홈페이지
http://www.koreastudy.
or.kr/pubConts.do?menu_
seq=601&menu_type=C&board_
seq=&pub_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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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부석사(#부석사 #buseoksa)  

일정	 5월~11월(총 9회)
장소	 부석사 / 영주시 일원
대상	 		외국인 및 자유여행객 대상	

(회당 30명 내외 / 비대면 / 무료)
내용	 		외국인 및 자유여행객 프로그램 / 해시태그 미

션 수행 및 SNS 홍보 / 영주시 일원 스탬프 투어

그리운 부석사 야간기행 1박2일

1박2일, 야간기행, 강연, 체험, 답사 등
일정	 8월~10월 중(총 2회)
장소	 부석사, 국립산림치유원 등
대상	 		가족단위, 청년팀 우선대상	

(회당 40명 내외 / 대면 / 1박2일 / 무료)
내용	 		부석사 해설답사 / 사물타주, 저녁예불 참관 / 

법문(강연) 청취 / 풍경 만들기 체험 / 국립산림
치유원 연계 숙박‧숲치유 체험 

부석사 어울림 음악회 

일정	 9월~10월 중(총 1회)
장소	 부석사
대상	 		관광객, 영주시민(300명 내외 / 대면 / 비대면 

전환 가능)
내용	 		인류가 함께 어울리는 화엄사상의 세계관을 주제

로 한 음악회 / 주제곡 작곡, 음반제작, 공연 복합

문화유산 코디네이터 양성 아카데미

일정	 4월~6월
장소	 148아트스퀘어, 부석사, 소수서원 등
대상	 		영주시민(15명 내외 / 대면 / 비대면 전환 가능)
내용	 		세계유산 및 지역 문화유산의 해설, 안내, 상품

기획, 행사진행 등 지역 전문인력 양성

21부석사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은 한국불교의 교육, 수행, 생활적인 측면이 모두  
종합된 공간이며, 한국불교 발전 전 과정을 유 · 무형으로 담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임
부석사는 그중에서도 “우주만물이 대립을 초월하여 융합”한다는 화엄사상의 해동 종찰로서, 본
사업을 통해 부석사가 지닌 인류애와 화합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자 함

경상북도
영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_영주 부석사	
(국보 제 17, 18, 19, 45, 46호 / 	
보물 제 220, 249, 255, 735, 1562, 1636호)

문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영주세계유산센터	
054-635-4656

홈페이지
www.yw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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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도사 ‘빅게임 통도사’ 비대면 관람 
프로그램 및 ‘개산대재’ 불교문화체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불교문화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도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역사적 의의를 효과적으로 홍보

경상남도
양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지정번호 1562)
양산 통도사	
(경상남도 기념물 제289호, 	
세계유산지정번호 1562, 2018년 등재)

‘빅게임 통도사’ 비대면 관람 및 체험 가이드 프로그램 

일정	 9월 18일~10월 17일(기간 후 상시가동)
장소	 		통도사 일원
대상	 		일반시민, 무제한(비대면)
내용	 	코로나19 대응 개산대재 불교문화체험 비대면 가이드 콘텐츠 체험

‘개산대재’ 불교문화체험

찬탄의 장
일정	 		괘불대전 : 9월 18일~10월 17일) / 괘불이운, 부도헌다 : 10월 14일(1회)
장소	 		통도사 일원, 부도원
대상	 		일반시민, 10만명(대면)
내용	 	괘불대전, 괘불이운 및 괘불헌공, 부도헌다례 

나눔의 장
일정	 		9월 18일~10월 17일
장소	 		통도사 불이문
대상	 		일반시민, 10만명(대면)
내용	 	세계유산 속 문화재 알기 체험 / 컬러링 북 색칠하기 / 퍼즐 맞추기 / 세계유산 	

사진 공모전

장업의 장
일정	 		9월 18일~10월 17일
장소	 		통도사 일원
대상	 		일반시민, 10만명(대면)
내용	 	국화장엄, 장엄물 전시, 괘불탱특별전

문의
양산시청 문화관광과 	
055-392-2553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055-382-7182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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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일정	 		2021년 연중(63회) 
장소	 		거문오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만장굴, 성산일출봉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생(200명), 마을 주민 등
내용	 		어린이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영어캠프

세계자연유산마을 상생 프로그램  

일정	 		2021년 연중(52회)
장소	 		세계유산지구, 세계자연유산마을 등
대상	 		세계유산마을 주민, 도민, 관광객 등
내용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 / 세계유산마을 문화제 개최

23세계자연유산 인재양성 및  
지역주민 상생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마을 상생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064-710-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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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유산 공산성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미디어 디지털 IT기술을 접목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편적 
가치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콘텐츠 개발

충청남도
공주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사적 제12호) 프로젝션 맵핑 + 배우 퍼포먼스 

일정	 		1차 : 9월 18일~10월 3일(32회)	
2차 : 10월 8일~10월 30일(16회)

장소	 공산성 주출입구(금서루)
내용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백제의 미 · 환상으로의 

초대 / 백제시대 웅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
던 공산성, 웅진시대 백제의 재도약 기틀을 마
련해 준 백제인들의 정신과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인터랙티브 아트

일정	 9월 18일~10월 30일(상설)
장소	 공산성 내 야간 탐방로(산책로)
내용	 		백제의 미를 체험하는 공간 콘텐츠(인터랙티

브, AR체험 등) / 미디어 아트로 바라보는 아름
다운 백제로의 시간여행, 야간에 거니는 공산
성 탐방로에서 백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84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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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보은 법주사 빛 축제

부처님의 탄생 및 각성, 법주사의 창건, 역사적 특성 및 불교문화를 해석하여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

충청북도
보은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법주사(사적 제503호)

문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미디어 파사드 

일정	 8월 1일~8월 30일(30회) 20:00(일몰 후)
장소	 		법주사 경내
내용	 	① 팔상전을 그리다.

모든 번뇌와 억장이 소멸된 열반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 불멸의 부처가 영원히 머물
고 있는 곳, 속리산 산속에 자리한 거대한 목탑, 팔상전을 그리다(미디어 파사드)
② 천오백년고찰 속리산 법주사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선인들의 공간과의 조우할 수 있는 법주사를 물들이다(경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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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쇼
“탑의 노래 : 백제의 전륜성왕과 1400년의 기억”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설화를 주제로 프로젝션 맵핑과 예술적 요소를 결합한 20분 
내외 미디어아트 쇼 연출

전라북도
익산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미륵사지 석탑 2기(국보 제11호) 프로젝션 맵핑(미디어 아트 쇼) 

일정	 		8월(60회)
장소	 익산 미륵사지
내용	 		백제후기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설화

1. 사리장엄의 발견
2. 서동(무왕)의 탄생
3. 서동요 이야기
4. 무왕이 된 후 백제의 부흥
5. 미륵사 창건설화

문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08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063-28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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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쇼 
‘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여민동락(與民同樂)의 세상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 초대형 미디어아트 쇼

경기도
수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수원화성 화서문(보물 제403호)
서북공심돈(보물 제1710호)

문의
수원시청 관광과	
031-228-2367
(재)수원문화재단	
031-290-363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쇼 ‘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일정	 9월 17일~10월 17일 / 31일간
장소	 		수원화성 서북각루~화서문~서북공심돈~북포루(220m 구간)
내용	 	‘만천명월’은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을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 쇼로 만개의 천(川)을 비추는 군주의 달은 세상을 공평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빛
이 되고 정조대왕이 꿈꿨던 여민동락의 세상은 현대의 빛으로 다채롭게 변주된다.
- 		정조대왕이 꿈꾸던 여민동락의 세상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구현하고 레이저, 	

예술경관 조명, 3D사운드 등 첨단 기술을 더해 초대형 미디어아트 쇼 구성
- 		세계유산 ‘수원화성’ 및 문화재를 주제로 한 실감형 연계 프로그램 운영(디지털 

전시 및 체험, 신진작가 미디어아트 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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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림사지  
미디어아트 및 나이트워크 프로젝트

세계유산에 미디어 디지털  IT기술을 접목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야외 관람형 콘텐츠

충청남도
부여군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Walking Zone 백제의 숲   

일정	 		8월 6일~9월 5일
장소	 정림사지 오솔길
내용	 		백제의 자연과 역사를 프로젝트 맵핑한 	

‘백제의 숲’

Main Zone 01 백제의 정원 

일정	 		8월 6일~9월 5일
장소	 정림사지 연못
내용	 		백제의 신비를 담은 ‘빛의 정원’

Main Zone 02 백제의 부활 

일정	 		8월 6일~9월 5일
장소	 정림사지오층석탑 및 강당
내용	 		정림사지오층석탑 오우삼잡(탑돌이) 인터렉션

콘텐츠 / 사비백제의 사계절 / LED 미디어아트 
퓨전 전통문화공연

Main Zone 03 백제인의 등불 

일정	 		8월 6일~9월 5일
장소	 정림사지 잔디광장
내용	 		오악사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백제금

동대향로의 봉황, 코끼리, 악어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7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