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야행 8夜

문화재 야행

45선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관람(개방),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공연
이야기

밤에
걷는 거리

야경(夜景)

야사(夜史)

야설(夜說)

야로(夜路)

진상품
장사 이야기

밤에
보는 그림

음식
이야기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시(夜市)

야화(夜畵)

야식(夜食)

야숙(夜宿)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지역별 가이드

문화재 야행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특색 있는 야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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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세종마을 문화재 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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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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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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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아지, 밤길에 역사를 거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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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경주시 2022 경주 문화재 야행
032 고령군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고분에 걸린 달빛소리)
033 안동시 안동 문화재 야행(월영야행)
034 영덕군 영해 달빛 야행(잊혀진 역사에 등불을 비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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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강릉시 강릉 문화재 야행
(빛으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
012 춘천시 춘천 문화재 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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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창원시 진해 문화재 야행(진해군항, 100년의 흔적을 찾아서)
043 통영시 통영 문화재 야행(만하세병, 춤추는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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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015 충주시 충주 문화재 달달 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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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제주
045 서귀포시 서귀포 문화재 야행(신화와 전설의 고장, 서귀포!) 402

001
서울특별시

2022 동대문구 문화재 야행

동대문구

(월하홍릉)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명성황후 묘터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대문구 근 · 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문화재 야행을 통해 동대문구
지역 역사인식 강화 및 지역 브랜드 창출 도모

9월 16일(금)~9월 17일(토)
16:00~23:00

문화시설
국립산림과학원, 세종대왕기념관, 김희수 아트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문화재
서울 청계천 수표(보물)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보물)

홍릉 달빛초롱

홍릉 달빛산책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사적)

문화재 경관조명 / 포토존 / 체험 활동

문화해설사 투어 / 자율 탐방 투어

구영릉 석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장소

행사지 일대

장소

행사지 일대

문의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02-2127-5208
(재)동대문문화재단
02-3295-5562
홈페이지

https://www.ddmn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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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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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 夜史
홍릉 달빛이야기
골목이야기 전시 / 체험활동, 퀴즈대회
장소

세종대왕기념관,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김희수 아트센터, 청량리
홍릉주택

야설 夜說
홍릉 달빛노래
음악, 연극 공연
장소

김희수 아트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야식 夜食		
홍릉 달빛골목
먹거리 골목 재현
장소

홍릉로

야시 夜市
홍릉 달빛시장
아트상품 홍보, 판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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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기념관

315

002
서울특별시

2022 서대문 문화재 야행

서대문구

(별을 따라 걷는 길)

21년 첫 야행은 근현대사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만든 ‘청년’들을 조명하였다면, 22년부터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표 청년 1인을 선정하여
관련 콘텐츠 발굴 및 기획. 문학을 통해 시대와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대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윤동주’ 이야기를 온 · 오프라인
으로 경험하는 야행 콘텐츠 구현

9월 중(예정)

문화시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신촌 플레이버스

대상문화재
서울 독립문(사적)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사적)

야경 夜景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사적)

별 하나에 문화재 사전신청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사적)

문화재 야간 개장 / 별 헤는 길, 야행 포토존 조성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사적)

장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독립문 및 독립공원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구 신촌역사
(국가등록문화재)

야화 夜畵

영천시장(서울미래유산)

별을 이야기하는 시인들

홍익문고(서울미래유산)

윤동주, 이육사 등 독립을 노래한 시의 구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이포·캘리그라피
야간 전시
장소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문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8998
(주)필더필
070-7575-2351
홈페이지

http://www.sdmnightroad.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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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로 夜路 / 야사 夜史

야설 夜說

동주 따라 걷는 길

별 하나에 음악소리 사전신청

함께 별 헤는 길 사전신청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역사갈라콘서트
제작 공연, 서대문 지역의 예술단체
공연

오프라인 가이드 해설 투어
장소

서대문구 일대(온·오프라인)

서대문 나이트워크 사전신청
자주와 독립을 따라가는 언택트 미션
투어
장소

서대문구 일대(온·오프라인)

내가 만드는 별 헤는 길 사전신청
나만의 서대문 테마 코스 만들기
이벤트
장소

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 공간

야시 夜市
서대문을 비추는 야간 공방 사전신청
서대문 예술가 및 개인 공방 연계 운영
장소

개별 공방, 온라인

서대문구 일대(온·오프라인)

야식 夜食		
야숙 夜宿		

서대문료리집

숙박권 연계

2021년 나만의 코스 공모에서 추천된

SNS인증 이벤트 시 서대문 일대
숙박시설 숙박권 경품 연계
장소

온라인

서대문 맛집 소개, 상품권 연계 및 할인
이벤트 진행
장소

온라인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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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마을 문화재 야행

종로구

(궁의 서쪽, 별별 밤길 축제)

조선 중기 서촌(세종마을) 일대에서 거주 · 활동하던 중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닐고, 머물고, 작품활동을 하던 장소들에서 그들의 생활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재 활용 야행사업 진행

9월 30일(금)~10월 2일(일)
18:00~22:00
(예정)

문화시설
이상의 집, 송석원 터, 윤동주 집 터, 이상범 가옥, 홍건익 가옥, 상촌재

대상문화재

야경 夜景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인왕산, 별이 빛나는 밤에

옥인동 박노수 가옥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미디어아트 공연 / 거리의 벽화와 빔프로젝터·로고젝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쇼 및 하늘에
쏘는 별자리 레이저 또는 홀로그램쇼, 음악 공연

인왕산 수성동 계곡
(서울특별시 기념물)
서울 누하동 이상범 가옥과 화실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세종마을 골목 일대

야로 夜路
세종마을 골목을 누비다
위치기반 큐레이팅 어플리케이션 /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큐레이팅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종마을 방문객은 거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장소에 대해 큐레이팅,
퍼포먼스, 공연
장소

세종마을 골목 일대

문의
종로구청 문화과
02-2148-1823
홈페이지

https://www.jongn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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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전기수가 들려주는
‘예술로 읽는 역사’
전기수 복장의 이야기꾼이 관광객을
데리고 골목을 누비며 장소를 해설
(역사해설 연계) / 현대판 옥계시사
장소

이상의 집, 홍건익 가옥, 송석원
터, 박노수미술관, 윤동주 집 터,
수성동 계곡

야화 夜畵
그리다, 세종마을
먹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행사와 산
수화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
장소

수성동 계곡, 황학적, 이상범 가
옥, 홍건익 가옥

야설 夜說
노는 중인
야행 개막 공연 및 퍼포먼스 공연
장소

통인정자 앞 공터 등 세종마을
골목 일대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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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 2022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부산, 희망을 꽃피우다!)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의 심장부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발견과 피란수도 부산이 남긴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콘텐츠 향유

8월 19일(금)~8월 20일(토)
14:00~23:00
온라인 : 00:00~24:00

문화시설
40계단 문화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최민식 갤러리, 천마산 에코하우스, 부산항, 감천
문화마을 작은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세관박물
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동아대 석당미술관

대상문화재
부산 임시수도대통령관저(사적)

야경 夜景

야로 夜路

달빛 야행

AR미션 챌린지

부산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피란수도 관련 문화재 야간개방 및 미디
어 파사드 등 경관조성

AR 기기를 들고 피란문화유산 현장을 탐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부산에서 만나자

피란의 밤을 걷다

영도다리와 같은 피란시절 유명한 장소
등의 조형물 포토존 설치

체험이 어우러지는 피란수도 문화재 찾아
걷기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복병산배수지(국가등록문화재)

부산전차(국가등록문화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방하며 미션 수행
장소

장소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 온·오프라인

피란유산 유적지 / 온·오프라인

근대역사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부산광역시 기념물)
영도대교(부산광역시 기념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기념물)
재한유엔기념공원(국가등록문화재)
우암동 소막마을(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

문의
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과
051-888-5112
홈페이지

https://busan-heritage-night.
com/html/main/main.php
※ 2022. 7. 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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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화 夜畵

야사 夜史

야식 夜食

그날, 그곳의 우리들 이야기

1023 피란랜드

피란먹거리촌

피란시절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회 개최

피란유산 문화재 VR 제작

지역 단체와 연계, 피란시절 먹거리
소개, 퀴즈 등

장소

장소

임시수도기념관 / 온·오프라인

임시수도정부청사 등 / 온·오프
라인

장소

임시수도 기념거리

굳세어라 금순아 웹툰

피란 이바구스트

피란음식 급식소

피란시절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스토리

전문 이야기꾼을 통한 문화유산 이
야기

전쟁 당시 보급소 재현, 추억의 음식
시식

장소

석당미술관 / 온·오프라인

장소

부산시민공원 등 / 온·오프라인

장소

온라인

소설 속 피란수도를 화폭에 담다

아~ 옛날이여

피란의 맛

195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나는 부산

피란시절 천막학교 운영, 피란 꾸러
미 만들기

피란음식 밀키트 제공, 가이드 영상
보고 만들기

의 모습을 그린 회화 전시
장소

임시수도정부청사

장소

온라인

장소

온라인

야설 夜說
피란수도 댄스홀
1950년대 사교댄스 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등
장소

부산시민공원

나는 딴따라~
피란시절 노래자랑, 피란송 안무 대결
장소

임시수도정부청사

야시 夜市
국제야시장
국제시장 모티브 장터, 사진관 운영,
인력거 체험 등
장소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

진품명품 감별쇼
주민들이 가지고 온 골동품 감정쇼
장소

부산시민공원

야숙 夜宿
영화가 있는 하룻밤
문화재 야외 공간에서 영화 등 관람
장소

부산시민공원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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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인천광역시

중구

2022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개항장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야간 관광 명소화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인천 원도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9월 24일(토)~9월 25일(일)
10월 15일(토)~10월 16일(일)

문화시설
인천 중구청,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짜장면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대불호텔전시관 / 중구생활사전시관, 한중문화관 / 인천화교역사관, 이음

대상문화재
인천 선린동 공화춘(국가등록문화재)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구 인천부 청사(국가등록문화재)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국가등록문화재)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국가등록문화재)
구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구 일본제58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홍예문(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구 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송학동 옛 시장관사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인천광역시 기념물)
대금정악(대풍류·대금)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단청장(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지화장(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우수사업

1977, 청국영사관 터 및 회의청, 누들플랫폼, 해안성당

야경 夜景

야사 夜史

문화재 빛으로 물들다

1883, 개항장 시간여행

야간 경관조명 빛 조형물 설치 / 문화재
드론쇼

오리진 인천(최초·최고(古) 이야기) / 모던
인천(근대문물·문화 이야기)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21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32-760-6472
인천관광공사
032-899-7421
홈페이지

www.culturenight.co.kr

322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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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로 夜路

야식 夜食

빛나는 달밤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개항장도 식후경 유료

문화재 방문 미션형 스탬프 투어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한국 최초의 누들 체험 / 지역 상인
연계 먹거리 판매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야설 夜說

야시 夜市

개항장의 밤 이야기
밤의 개항장 이야기

밤하늘 야(夜)외 장터 유료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 문화재 토크
콘서트 / 달빛낭만 버스킹 공연 / 지
역대학교 연계 문화재 야행 패션쇼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역예술가 및 상인들과 함께하는 상
품 판매 및 전시, 체험 / 2021 ‘개항
장 메이커스 공모전’ 수상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야화 夜畵

야숙 夜宿

별별 야행, 함께 봐요 유료

개항스테이 유료 1박2일

개항장 내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무료 개방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람 현장 임시 조성 / 문화재 전통
공예 체험

개항장 주변 숙박시설 연계 패키지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진행

장소

장소

하버파크호텔 및 주변 숙박시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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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광주광역시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동구 달빛걸음)

밤이 되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동구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체험, 투어, 공연 등 8가지 테마로 만나는 야간문
화 향유형 역사체험 프로그램

6월 17일(금)~6월 18일(토)

문화시설

대상문화재

비움박물관, 은암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미로센터,

전남도청 회의실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전남도청 구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재명석등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광주읍성유허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문화재 달빛 정원
5·18민주광장 분수대 일원에 오월 광주정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광장을 방문객
포토존으로 운영
장소

5·18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본관, 별관, 체육관
(국가등록문화재)
오지호가(광주광역시 기념물)

야화 夜畵

지산동 오층석탑(보물)

문화재 교실, 달빛걸음송 버스킹, 문화재 별별극장, 달빛공방 등 문화재를 공연과 체험으로
만나는 문화예술 마당

허백련 춘설헌
(광주광역시 기념물)

장소

전남도청

악기장(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화류소목장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우수사업

20

문의
동구청 문화관광과
062-608-2403
홈페이지

www.gjn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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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夜路

야설 夜說

야식 夜食

동구 이야기꾼의 야(夜)한 탐방

스토리극 ‘광주 이야기’

밥집 야행

다섯가지 테마 투어

광주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
리극 / 문화재 투어와 함께 공연을 관
람하는 이동형 거리 공연

오월의 의미를 담은 한컵 주먹밥 / 전
통 먹거리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한걸음 ‘근대문화여행’ / 두걸음 ‘오월
시간여행’ / 세걸음 ‘이야기마당’ / 네
걸음 ‘동 밖에 마실길 투어’ / 다섯걸
음 ‘문화재 역사탐방’
장소

전남도청, 재명석등, 광주읍성유
허, 서석초등학교

무장애 광주 문화재 야행 투어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투어 / 무장
애 관광해설사 양성 및 안내(수어통
역사, 관광통역사)
장소

장소

전남도청, 광주읍성유허, 서석초
등학교

여는마당 ‘달빛차회’
광주의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구현한
여는마당 /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
련의 삼애사상과 춘설헌의 이야기를
담은 달빛차회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늘마당)

전남도청, 재명석등, 광주읍성유
허, 서석초등학교

장소

전남도청

야시 夜市
달달한 마을마켓
마을활동가, 청년상인이 셀러로 참여
하여 아트상품 체험 및 판매 / 독립출
판물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책방 운영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플라자브
릿지)

광주 문화재 야행 밤 마실
문화재와 문화시설 자유 관람
장소

문화재, 문화시설

야사 夜史
명불허전
무형문화재와의 특별한 만남
작품전시, 초청 공연, 토크콘서트
장소

전일빌딩245

4人 4色 문화재 톡톡
테마와 공연이 있는 명사 초청 인문
학 살롱
장소

전남도청

야숙 夜宿
코레일 야행 열차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 상품 운영
장소

한옥 게스트하우스

내일로 야행 홍보단
코레일 연계 내일로 여행객 대상 야행
홍보단 운영
장소

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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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재 야행

동구

(소제호 달밤 수다)

8야 프로그램을 통한 탐방, 체험, 기타 문화 향유 등

9월 2일(금)~9월 4일(일)

문화시설
전통나래관, 호국철도광장, 철도관사촌, 주민센터

대상문화재
구 조흥은행 대전지점
(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구 철도청 대전지역 사무소
보급창고 3호
(국가등록문화재)

소제 골목여행

빛나는 소제

근대문화재 야간 탐방 / 스탬프 투어

소제호에 불을 밝혀라!(조명) / 포토존

송자고택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장소

소제동 일원

장소

소제동 일원

야사 夜史

야화 夜畵

골목놀이터 유료

달밤 전시회

골목놀이 / 컬러링 북 / 호패 만들기 / 무형
문화재(악기장, 초고장) 만들기 체험

추억의 사진 전시회(소제호, 대전역) / 대전
무형문화재 인물전 등

※ 3,000~10,000원

장소

장소

소제동 일원, 호국철도광장 등

송자고택, 철도관사촌 일원

문의
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042-251-4202
홈페이지

https://www.do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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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야식 夜食

달밤 콘서트

추억은 먹어야행 유료

무형문화재 시연 및 공연, 골목콘서
트등

가락국수대첩, 세천막걸리술떡,
골목간식(띠기) ※ 3,000~10,000원

장소

전통나래관

장소

소제동 일원

야숙 夜宿

야시 夜市

소제동 야간장터 유료

머물며 즐기는 동구 유료

평상마켓

숙박패키지 ※ 20,000~30,000원

장소

철도관사마을

장소

동구 일원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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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문화재 야행

중구

(수령칠사(守令七事))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야간관람(개방),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6월 17일(금)~6월 19일(일)
13:00~23:00

문화시설
청년 디딤터, 중구음악창작소, 중구생활문화센터, 중구도시재생센터, 중구문화원, 중구평생
학습관, 중구도시관리공단, 이팔청춘마을공방, 큰애기하우스, 큰애기상점가, 플러그인, 쿨앳

대상문화재

핫, 수연이네 게스트하우스, 상일상회, 중앙전통골목시장, 태화강국가정원, 젊음의 거리

울산동헌 및 내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울산향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효자송도선생정려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해남사 신중도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야식 夜食 / 야시 夜市

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림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

동헌의 빛, 동헌전야제, 빛의 설계, 조형물
및 조명거리 조성

상인들 이야기와 전통놀이, 전통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장소

울산동헌

장소

울산 동헌 앞 새즈믄해거리

모필장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4
(주)우리같이
052-27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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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
야행에 대한 취지를 살린 성년식, 전
통혼례, 전통예절교실 체험 프로그램
장소

울산동헌 내아 및 울산향교

야설 夜說
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

울산 중구의 역사문화재와 관련된 인
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시대 사건을
재현(간활식)하는 페르소나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소통 공연
장소

울산동헌 및 원도심 일대

야숙 夜宿
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림
유료 1박2일

울산 중구 일대 숙박업소 연계한 울산
중구 문화재 야행 체류형 체험관광
여행상품 ※ 100,000원
장소

수연이네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중구 연계 숙박업소

야로 夜路
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도호부사
가 되어보고, 군을 이끌어 행차하는
체험과 교활하고 간사한 자를 처벌하
는 간활식 체험(곤장) 프로그램
장소

울산동헌 및 내아

야화 夜畵
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
하게 함

동헌 주변 문화의 거리 및 주변 문화
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재 및 예술인
들의 작품 전시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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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동헌 내아 및 지역문화시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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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경기도

2022 수원 문화재 야행

수원시

(기억의 문이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로 설계된 수원,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함

8월 12일(금)~8월 14일(일)
18:00~23:00

문화시설
수원문화재단, 수원전통문화관, 행궁길갤러리,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누리, 행궁사랑채, 수원
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 수원한옥기술전시관, 생태교통마을커뮤니티센터, 수원시립

대상문화재
수원 화성
(사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이파크미술관,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수원종로교회, 수원제일감리교회, 수원성지
북수동성당, 수원사, 팔달사, 남문로데오청소년문화공연장, 남문로데오아트홀

수원 화령전(사적)
수원 화성행궁(사적)
수원 팔달문(보물)
수원 화서문(보물)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
이안청(보물)

야경 夜景

야로 夜路

특별야간관람

수원, 야간여행

수원 화성행궁 인근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한 문화
해설사 여행

수원화성, 화성행궁 등

장소

소목장(가구)
(경기도 무형문화재)

야사 夜史

야화 夜畵

단청장(경기도 무형문화재)

수원의 일상

수원, 기억의 찰나

불화장(경기도 무형문화재)

수원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공연 및 재현배우 상황극

문화기술을 활용한 영상매체예술, LED
조명 등을 활용한 빛의 예술 구현

구 소화초등학교
(국가등록문화재)
수원 구 부국원
(국가등록문화재)

우수사업

장소

화성행궁, 공방거리 등

장소

화성행궁 일원

승무, 살풀이춤
(경기도 무형문화재)

장소

화성행궁, 공방거리 등

20

문의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3085
(재)수원문화재단
031-290-3572
홈페이지

www.sw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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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야숙 夜宿

수원풍류

수원화성에서 하룻밤

수원의 인물, 사건 등을 소재로 한 다
양한 야외 공연

수원화성 인근 숙박업소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장소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

장소

수원시 일원

야시 夜市

온라인

수원, 사통팔달

방구석에서 보는 수원 야행

지역공방, 예술인 중심의 예술장터
및 체험장터 운영

8야 주요 프로그램 사전녹화 및 라이
브 방송 프로그램

장소

공방거리, 생태교통마을 등

장소

「수원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야식 夜食
수원, 야식기행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먹거리 개
발 및 장터 운영
장소

공방거리, 남문로데오거리, 통닭
거리 등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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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경기도

양주 문화재 야행

양주시

(양주관아지, 밤길에 역사를 거닐다)

조선시대 양주목의 중심지였던 양주관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
사교육장이자 양주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9월 23일(금)~9월 25일(일)
18:00~22:00

문화시설
양주시 종합 관광안내센터,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양주별산대 놀이
소공연장

대상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국가무형문화재)
양주상여·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양주농악(경기도 무형문화재)
양주관아지(경기도 기념물)
어사대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야경 夜景
스토리 In 양주목
정조, 양주목사, 백성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길을 걸어보는 프로그램(별도 테마길 조성), 역
사적 내용의 스토리텔링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밤길을 관람, 스탬프 투어 연계
장소

양주관아지, 기당폭포, 양주별산대 놀이공연장

양주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문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5673
홈페이지

http://www.양주문화재야행.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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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로 夜路

야설 夜說

양주목, 그것이 알고 싶다

양주의 멋과 흥을 느끼다

양주관아, 어사대비, 송덕비군, 기당
폭포, 화계 등 양주관아 일대의 역사
문화유산과 양주별산대 공연장, 양주
향교, 천주교 순교성지 등 양주관아
지 일대의 역사탐방 코스를 양주목에
서 일어나는 사건(스토리텔링)과 연
계시켜 스토리텔러가 관람객들과 다
니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

멋과 흥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양주목의
자랑인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양주의
풍류와 멋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

양주관아지 일원, 양주별산대놀
이공연장, 양주향교

오감만족 양주목 유료
양주목의 역사, 양주관아, 무형문화재,
야간 등의 테마를 가지고 야간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

양주목 학당
과거 양주의 거점 교육기관인 양주향
교의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1792
년 정조 능행 시 양주향교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에서 착안 체험
프로그램과 과거시험을 연계하는 프
로그램 운영
장소

장소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 양주별
산대놀이 공연장 등

야사 夜史
정조, 관민동락을 꿈꾸다
1792년 능행시 양주관아를 방문한
정조의 어가행렬 재현
장소

양주관아지 일원

양주목 사람들
과거 양주목을 구성하였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공연
장소

양주관아지, 무형문화재 통합공
연장

양주향교

야식 夜食
버들찻집 유료
양주관아 내아공간을 활용한 카페운
영으로 전통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한옥의 풍광
과 어우러지게 제공
장소

양주관아지(내아)

야시 夜市
저잣거리 한마당 유료
양주시 관내 식당 및 로컬푸드 등과
연계한 저잣거리를 운영하고, 관람객
들이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장소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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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강원도

강릉 문화재 야행

강릉시

(빛으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

문화재가 밀집된 강릉대도호부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 · 체험 ·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
유산의 의미와 가치 향유를 통해 보존가치 증진

10월 27일(목)~10월 29일(토)
18:00~23:00
온라인 : 8~11월

문화시설
한국은행강릉본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KBS 강릉방송국, 강릉우체국(중앙동점), 강릉
야행 북카페, 명주예술센터, 명주예술마당, 작은공연장 단, 임당동 성당 역사박물관

대상문화재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야화 夜畵

강릉 오죽헌(보물)

강릉 장인(匠人) 숨결을 만나다

강릉대도호부 관아(사적)
강릉 칠사당(보물)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임당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강릉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작품 전시(방
짜수저, 전각, 자수)
장소

동대청, 전대청, 서헌

달밤 愛 버스킹

장소

임영관 삼문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강릉문화원 문화재활용팀
033-823-3205
홈페이지

http://www.gn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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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역

장소

공예품 설치 미술을 통한 문화재와 문화
예술 융화

공식주제가 지역화 프로그램
(온라인 병행)

장소

임영관 삼문

장소

전 구역

한국은행과 함께 떠나는 화폐여행
한국은행 강릉본부 화폐전시관 야간 개방
(전국 최초)

문의

청년 뮤지션의 테마가 있는 공연

강릉 문화재 야행 설치 미술전

강릉 문화재 야행 현장스케치 및 홍보 영
상 제작

21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문학, 미술을 소재로 지붕 없는 갤러리를 구성

찍어야행

19

장소

야로 夜路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우수사업

가장 흥미로운 강릉 문화재 야행 프로그
램에 투표

예술인의 거리

강릉 학산오독떼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방짜수저장(강원도 무형문화재)

강릉시 선관위와 함께하는
당신의 야행에 투표하세요

장소

강릉 문화재 야행 공식주제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경연 프로그램
장소

전 구역

야경 夜景
드론, 강릉문화재 그리다
문화재 소재 드론 군집비행 라이트쇼
장소

전 구역

한국은행 화폐전시관

세계문화 체험
강릉 문화재 야행에서 즐기는 세계전통
의상문화 체험
장소

임영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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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대도호부사 부임행차 등불전시

꿈꿔야행 :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강릉대도호부사 부임행렬 재현 등 전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꿈과
희망의 무대

장소

임영관 마당

강릉 문화재 야행 빛의 터널
강릉이 품은 유·무형문화재를 소재
로 빛 터널 거리 조성
장소

토성로

문화로 빚은 역사 빛으로 만나다
강릉이 역사문화를 스토리를 소재로
미디어 파사드 구현
장소

동헌

백년의 역사, 빛으로 만나다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라이트 아트를
통해 재조명
장소

임당동 성당

야설 夜說
강릉대도호부사 부임행차 거리
퍼레이드
강릉대도호부사 부임행렬을 실제로
재현하는 프로그램
장소

경강로

강릉풍류 : 강릉의 가락 · 음률 ·
몸짓을 만나다(온라인 병행)
강릉의 멋과 흥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특집 영상물 제작
장소

전 구역

강릉 문화재 야행 TV
강릉 문화재 야행 온라인 콘텐츠 제
작 및 송출
장소

전 구역

장소

메인 무대

창작연희극 강릉부사납시오Ⅱ
강릉대도호부가 관장했던 정무를 소
재로 한 지역 특성화 공연
장소

메인 무대

야사 夜史
강릉 문화재 야행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투어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강릉 문화재
투어
장소

전 구역

강릉대도호부를 수호하는 수문장 퍼
포먼스
장소

임영관 삼문

강릉 역사를 담은 사료 및 전시관 운영
장소

중대청

장소

전 구역

강릉 문화재 야행 달밤 스테이
유료 1박2일

문화재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숙박 체
험 프로그램
장소

오죽헌, 선교장

강릉 문화재 야행 특화여행상품
운영 유료
단기 버스여행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전 구역

야식 夜食
수제맥주거리
차별화 된 강릉식 수제맥주 체험
서부시장

푸드트럭
지역 음식 특화마을과 대학생들이 함
께하는 먹거리 체험
장소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재 감성
포토존 구성

쉬어야행 : 달빛의원

장소

강릉칠사당

야시 夜市

전 구역

방문객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안전관리 프로그램
장소

전 구역

저잣거리

받아야행 :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오직 강릉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화시장

관람 확대를 위한 스탬프 투어 및 기
념품 증정 프로그램

서부시장

서부주막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예술장르를
소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장소

강릉칠사당 달밤사진관

강릉 무형문화재 공연 프로그램

新문화유산 퍼포먼스

KTX 강릉역과 연계한 내일로 이벤트
프로그램

장소

달빛 따라 걷는 강릉대도호부

장소

전 구역

코레일 강릉역과 함께하는 야행
내일로 유료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수문장
교대식 퍼포먼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향연
장소

야숙 夜宿

장소

강릉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장소

서부시장

전 구역

반짝야행 : 반짝반짝 야행 쿠폰별
문화재 주변 상권과 연계한 할인 이
벤트 프로그램
장소

행사장 주변 상가

메인 무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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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강원도

춘천 문화재 야행

춘천시

(춘천으로 떠나는 낭만달빛산책 “월하자적(月下自適)”)

봄이 오는 시내라는 춘천의 순우리말인 ‘봄내’를 주제로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한 다양
한 야간문화 향유 콘텐츠를 발굴 및 운영함

10월 7일(금)~10월 8일(토)
17:00~22:00

문화시설
춘천시청, 강원도청, 춘천미술관, 국립춘천박물관, 붓이야기박물관

대상문화재
춘천 칠층석탑(보물)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위봉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야밤의 포토그래퍼

봄내 일기장

조양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춘천의 대표 문인 김유정의 소설을 주제로
한 포토존 설치 및 사진 콘테스트

문화재를 도화지 삼아 방문객들이 야행
방명록을 남기고 춘천의 밤과 야행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벽화
체험

춘천향교(강원도 유형문화재)
춘천필장(강원도 무형문화재)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장소

춘천시청

봄싸라기 줍기
춘천의 대표 문화재를 상징성을 지닌 꽃과
연결지어 춘천 문화재 야행만의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하고 문화상품으로 제작해
스탬프 투어에 활용
장소

대상문화재 5곳

문의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033-250-3086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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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식 夜食

춘천 알쓸신잡 사전신청

낭만 음악회 ‘이리오너라!’

야행도 식후경! 사전신청

스토리텔러와 함께 춘천 구도심 일원
에 위치한 문화재와 유적지, 기념지
등을 돌아보며 춘천의 알쓸신잡에
대해 알아보는 탐방 프로그램

춘천 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칠층석탑 앞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

과거 술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선조
들의 풍류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춘천
의 전통주를 시음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장소

칠층석탑 ~ 춘천향교

암행어사 출두요! 사전신청
참가자가 암행어사가 되어 조선시대
재판을 체험해 보는 참여형 관원 체험
프로그램
장소

위봉문, 조양루

장소

춘천 칠층석탑

특별한 밤, 봄내 전시회 유료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춘천
미술관, 춘천박물관과 협력해 춘천
문화재 야행기간 중 관람시간 연장
운영 기획
장소

춘천미술관, 국립춘천박물관, 붓
이야기박물관

장소

춘천시청

야시 夜市
밤마실 플리마켓
지역의 소상공인 및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야간 플리마켓 운영
장소

춘천시청

야화 夜畵
성당 예술의 꽃,
스테인드글라스 따라잡기 사전신청
성당 예술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고, 춘천
과 춘천의 역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기회 마련
장소

춘천시청

봄내의 밤, 그리고 낭만걷기 사전신청
밤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인 낭만초
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기회 마련
장소

춘천 칠층석탑

춘천필장과 함께 즐기는 문인의
풍류 사전신청
춘천필장과 함께 전통붓 만들기 체험
을 해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붓
으로 춘천을 주제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써보는 체험 기회 마련
장소

춘천시청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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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충청북도

보은군 + 문화재 야행

보은군

(피반령 도깨비와 떠나는 인산인해 회인 야행)
지역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은군 회인면에 위치한 유형문화재 3개소 및 보은군 관내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활성화하고 기존에 운영되어
온 보은 회인 사직제 등을 문화재 야행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타 지역과 구분되는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함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를 운영함으로서 추후 자체적인 문화재 경영과
활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9월~10월(예정)

문화시설

대상문화재

기 작은도서관, 회인다목적관, 회인면행정복지센터, 회인면주민복지센터, 회인면보건지소,

오장환 문학관, 대청댐효나눔노인복지관(K-water 나눔복지재단), 보은회인우체국, 해바라

보은 회인 인산객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회인중학교, 회인초등학교, 충북보은경찰서회인파출소

보은 회인 사직단
(충청북도 기념물)

야경 夜景

보은 회인동헌 내아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인산객사 손님 맞이하세 - 회인 사직제, 밤 도깨비 망궐례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길놀이 등 여는 공연, 사직제 봉행, 행사 마무리 공연
장소

인산객사, 사직단

보은 송로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야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목불조각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은 각자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야로 夜路
회인 현감의 밤 나들이
조선시대 회인현 밤거리를 돌아보는 관객참여형 행렬
장소

오장환문학관, 회인 우체국, 동헌 내아

문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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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설 夜說

보물 나와라 뚝딱!
피반령 도깨비와 말뚝박기

웃음 나와라 뚝딱!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회인의 문화재

도깨비와 내기(게임)하는 형식의 상설
프로그램
장소

25번 국도(중심가로)

보은군 문화재 및 설화를 이야기 할아
버지(할머니) 사업 형식으로 운영
장소

오장환문학관

야화 夜畵
어둑어둑 그림자로 만나는
보은 문화재
그림자극을 통해 보은 일대 문화재를
전시하고 해설
장소

회인다목적관

야식 夜食 / 야시 夜市
밤에만 열리는 피반령 도깨비 시장
무형문화재 전수자 시연과 상품 판매,
식음료 판매 등
장소

회인다목적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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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충청북도

2022 청주 문화재 야행

청주시

(달빛 항해, 희망을 향해)

용두사지철당간과 주성에 관한 전설을 기반으로 청주의 역사를 항해하듯 둘러보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8월 27일(토)~8월 28일(일)
18:00~23:00

문화시설
중앙공원, 청주시청 제2청사, 청주제일교회, 청주읍성전시관, 서문시장, 마을공동체지원센
터, 청년뜨락5959, 우리문고, 남주·남문로 도시재생허브센터, 청주읍성전시관 등

대상문화재
용두사지철당간(국보)
태평무(박재희)(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김영조)(국가무형문화재)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청녕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망선루(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조헌전장기적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반찬등속(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청주농악(청주농악보존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청주 신선주(박준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배첩장(홍종진)(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단청장(권현규)(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옹기장(박재환)(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목장(김광환)(충청북도 무형문화재)
궁시장(양태현)(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충청도 앉은굿(신명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석암제 시조창(이상래)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칠장(김성호)(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압각수(충청북도 기념물)
옥천 척화비(충청북도 기념물)
청주읍성(향토유적)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천오백년 달빛 항해

주성(舟城)의 뱃사공

주성(舟城)을 테마로 천오백년 청주의
역사를 달빛에 띄운 배를 타고 둘러보는
테마 거리 조성

뱃사공이 들려주는 청주 원도심 문화재
해설 및 투어

장소

원도심 일원(용두사지철당간, 중앙
공원 등)

장소

원도심 일원(용두사지철당간, 중앙
공원 등)

천오백년 항해일지
천오백년 청주를 둘러보는 미션 및 스탬
프 투어 운영
장소

원도심 일원(용두사지철당간, 중앙
공원 등)

늴리리 10,000보
원도심 속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꼼꼼히
둘러보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야행
10,000보 걷기 챌린지 운영
장소

원도심 일원(용두사지철당간, 중앙
공원 등)

문의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436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043-219-1020
홈페이지

https://cjculturenight.org/
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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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달빛 출항식
22년 청주 문화재 야행의 시작을 알
리는 출항 퍼포먼스 운영
장소

용두사지철당간

희망을 향해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공연을 통해
코로나19 종식과 청주의 희망찬 미래
(태평성대)를 기원
장소

용두사지철당간

괴(怪)의 가락지
청주 고유의 콘텐츠인 청주 아리랑을
기반으로 지역 전설에 대한 창작 공
연 진행
장소

용두사지철당간

주성을 지키다① : 청주성 탈환극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선시대 임진
왜란 청주의 모습을 연극(거리극)으
로 재현
장소

중앙공원

주성을 지키다② : 청주 스캔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청주 사람들의 저항정신이 담긴 공연
(거리극) 운영
장소

청주시청 제2청사

야사 夜史

야식 夜食

무형의 가치 명장과 같이

반찬등속과 찬선한상 유료

지역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반찬등속을 활
용한 다과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

성안길 빈점포

주성의 먹거리

비대면으로 문화재 야행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원도심 상인회 연계를 통한 지역 먹
거리 소개 및 할인 이벤트 운영

장소

성안길, 서문시장

야시 夜市
달빛 항해 아트마켓 유료
로데오거리, 소나무길 프리마켓과 지
역 예술가 중심의 중앙동 아트마켓을
연계하여 야행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

성안길 로데오거리, 소나무길

장소

성안길

네이버 ‘제페토’

주성의 영웅들

야숙 夜宿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및 역사 위인
을 소개하는 거리전시 운영

뭉쳐야 뜬다! 유료 1박2일

성안길

뱃놀이 유람단

장소

망선루

아바타야행(온라인)

장소

지역 공연 단체 연계를 통한 야행 분
위기에 맞는 거리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장소

야화 夜畵

청주 문화재 야행과 청주 관광을 연
계한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체류
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장소

청주시 일원

픽셀던전 찾아라 문화재 몬스터
(온라인)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
역 문화재 관련 텍스트게임 프로그램
운영
장소

온라인 및 모바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 유료
청주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
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장소

원도심 일원(용두사지철당간, 중
앙공원, 청주시청 제2청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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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문화재 달달 야행

충주시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 주제를 통하여 중앙탑을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근 문화재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충주의 역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구성

9월 22일(목)~9월 24일(토)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충주박물관,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국제조정경기장, 체험관광센터, 마리나센터, 풍류문화관,
충주고구려 천문학관, 입어볼까?(의상대여소), 청명주 양조장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국보)
충주 고구려비(국보)
택견(국가무형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야장(김명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아아 중원의 빛

야행이 뭐여?

사기장(이종성)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소망의 빛 / 중원 문화의 빛 / 탄금호에
비치는 중원 문화

스탬프 랠리 / 중원의 역사 이야기길 조성
/ 중원의 빛 / 야간 무지개길

충주 청명주(김영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장소

중앙탑 공원

장소

중앙탑 공원

문의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1
(재)충주중원문화재단
043-723-1350
홈페이지

http://www.cj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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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사 夜史
이것이 충주 문화재여?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문화재 이야기 /
박물관 고구려비 전시관 관람 / 고구
려 천문학관 / 충주 무형문화재 만남
장소

중앙탑 공원, 충주박물관, 고구려
천문학관, 고구려비 전시관

야설 夜說
놀아봐유
문화 총체극 / 문화재 버스킹 / 옛 택
견판 재현
장소

중앙탑 공원

야식 夜食
배불리 먹어볼까? 유료
사라진 장터 재현(내창장)
장소

중앙탑 공원

야숙 夜宿
자볼까 1박2일
문화재에서의 하룻밤(캠핑)
장소

중앙탑 공원

야시 夜市
무엇에 쓰는 물건이여 유료
사라진 장터 재현(목계장) / 플리 마켓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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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탑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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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2 공주 문화재 야행

공주시

(모던판타지)

2022 공주 문화재 야행(모던판타지) 개최를 통해 COVID-19로 인해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
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9월 2일(금)~9월 4일(일)
18:00~23:00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나태주풀꽃문학관, 영명역사관,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효심공원, 3.1중앙공원,
제민천, 공주 하숙마을

반죽동 당간지주(보물)
공주 금강철교(국가등록문화재)
구 공주읍사무소(국가등록문화재)
공주 제일교회(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야사 夜史

근대음악 쌀롱

아카이브 디지털 갤러리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판소리(국가무형문화재)

장소

포정사문루(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민천 판타지

공주 중동성당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장소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순교유적
(충청남도 기념물)
계룡백일주(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공주선학리지게놀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공주목소장(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민천 일원

근대 is back
장소

제민천 일원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대화합 퍼포
먼스인 동시에 근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드라마, 영화 등으로 구성

장소

반죽동 당간지주

근대~ 머선129
장소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제민천

랜선공주 톡톡
장소

온라인

공주 원도심의 근대 풍경 및 역사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맵핑을
제작하여 제민천에 디지털 전시

공주의당집터다지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앉은굿(공주앉은굿)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공주문화재단
041-852-1322
홈페이지

www.gongju-culturenigh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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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로 夜路
원도심 길잡이
장소

제민천 일원

모던보이 모던걸의 청춘
장소

반죽동 당간지주, 제민천

공주 문화재 야행 기간 중 원도심 및
제민천에 근대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아간 경관 조성

야화 夜畵
모던판타지
장소

공주우체국길

첩첩선중(疊疊線中)
장소

반죽동 당간지주

감각의 시대
장소

공주하숙마을갤러리

공주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문화 유산
을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

야설 夜說		
무형문화재 공연
장소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근대야담
장소

공주기독교박물관

애수의 소야곡
장소

야식 夜食
이밤(栗)을 함께 한다면(麵)!
장소

공주하숙마을 온라인

달달 끽다점
장소

제민천 일원

밤마실 야시장 유료
장소

산성시장, 문화공원

공주의 근대 문화도시의 성장을 보여
줄 수 있는 교육, 인물, 관공서 등과
관련된 아카이빙된 사진을 디지털
갤러리 전시

원도심 일원

일제강점기에 꽃 피웠던 젊은 세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재현하여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댄스 퍼포먼스

야숙 夜宿
감영길 전성시대 유료
장소

감영길 및 대통1길

야시 夜市

별별점방 유료

오늘밤 공주와 함께 유료 2박3일

장소

공주지역 명사와 온라인 랜선 채팅을
통해 공주의 근대 이야기를 나눔

원도심의 역사적 장소와 인물을 소재
로 뮤지컬 및 인형극을 하루에 2번씩
9분 동안 운영

장소

원도심 내 숙박시설

낭만147 거리, 제민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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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문화재 야행

논산시

(기억의 징검다리)

강경포구와 옥녀봉,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잇는 공간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와 향토유적 8곳을 야간에 개방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
람객들이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맘껏 즐기고, 강경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여 지역활성화를 추구

9월 2일(금)~9월 4일(일)

대상문화재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
(국가등록문화재)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국가등록문화재)
구 강경노동조합
(국가등록문화재)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강경 갑문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시설
강경젓갈전시관, 근대역사전시관, 옥녀봉공원, 강경젓갈공원, 강경구락부, 강경근대역사 문
화거리, 조선식산은행 강경지점장관사, 강경중앙장로교회. 강경제일감리교회, 강경중앙감리
교회, 강경성결교회, 강경침례교회,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 강경우체국, 강경주민자치센터

야경 夜景

야로 夜路

별빛이랑 달빛 담아

근대문화를 만나는 골목

옥녀봉과 근대거리를 밝히는 청사초롱과
야간조명

도슨트, 청소년 해설사 함께 걷는 강경골
목, 스탬프 투어 등

장소

옥녀봉 일원

장소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일원

강경성당
(국가등록문화재)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예배지
(논산시 향토유적)
해조문
(논산시 향토유적)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664
논산문화원
041-732-2395
홈페이지

http://www.culturenight-ns.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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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강경 괜찮쥬
강경출신의 고향방문 동창회, 강부자
의 그 시절이야기, 강경의 역사와 문
화 특강
장소

강경젓갈공원

야화 夜畵
금빛물결 강변 살자 유료
옛사진전시회, 추억사진관, 포토존
장소

강경갑문, 소금문학관

야설 夜說		
강경포구를 노래하다
강경이야기를 담은 공연, 팝페라,
대중가요 등 버스킹 공연
장소

강경구락부, 근대문화거리

야식 夜食
금강의 맛과 멋 유료
포구거리 조성을 통해 먹거리, 젓갈
체험 및 상품 판매
장소

대흥천변

야시 夜市
강경진상품 유료
조선시대 강경진상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
장소

근대문화거리

야숙 夜宿
강경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금강변 가족 캠핑
장소

강경금강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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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충청남도

당진 수리(水利) 문화재 야행

당진시

(천년 방죽 합덕제, 물꼬를 트다!)

당진 합덕제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즐길거
리, 볼거리 등의 야간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7월~8월 중
17:00~23:00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순교미술관, 합덕성당, 신리성지, 합덕유스호스텔, 합덕제 생태관광체험
센터, 합덕농촌테마공원, 버그내순례길

당진 합덕제(충청남도 기념물)
당진합덕성당(충청남도 기념물)
기지시줄다리기(국가무형문화재)
면천두견주(국가무형문화재)

야사 夜史
천년방죽, 수리(水利)공동체 유료
다양한 수리(水利)체험과 문화해설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과 역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야사 프로그램
장소

합덕제 일원

야경 夜景
천년방죽, 연지위의 물빛
합덕제와 주변 문화재 곳곳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천년방죽 합덕제만의 분위기로 밤에 비추
어 즐겨보는 야경 프로그램
장소

합덕제 일원

문의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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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로 夜路
천년방죽,
여름 농부의 물노릇 유료
해설사와 함께 합덕제 주변을 따라
걸으며 천년방죽 합덕제 이야기, 전
통 농경문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야로
프로그램
장소

합덕제 일원

야시 夜市
천년방죽 합덕
‘금개구리 시장’ 유료
저잣거리 보부상이 꾸린 천년방죽 합
덕의 먹거리와 특산품, 공예품, 시식
체험 등 전통명인들과 함께하는 야시
프로그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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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덕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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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충청남도

부여 문화재 야행

부여군

(백제달빛 아래 사비 밤마실)

사비백제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펼쳐지는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 예술을 접목한 야행 “스마트
콘텐츠와 접목한 풍부한 볼거리 제공”

7월~10월 중
18:00~22:00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부여문화원, 부소갤러리, 신동엽문
학관

국립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부여 부소산성(사적)
부여 정림사지(사적)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야경 夜景
빛으로 깨어난 정림사지
정림사지의 밤을 환하게 비출 미디어 아트
경관 연출
정림사지

부여 동헌(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장소

영일루(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영일루 판타지

삼충사(충청남도 문화재자료)

부소산 영일루에서 만나는 미디어 아트
장소

부소산

백제 등불 거리

야로 夜路

백제 전통등불을 밝혀 개방 문화시설을
연결한다

사비8밤 스탬프 투어

장소

정림사지 돌담길

장소

달빛이 머무는 부소산성
백제 달빛등으로 부소산성의 길을 환하게
비추다
장소

부소산성

하늘에서 본 세계유산 도시 부여

장소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6
홈페이지

http://www.buyeoyahae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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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북리 유적

문화재 개방시설

AR백제위인전 미션 투어
증강현실로 만나는 백제의 위인들과 문화
재 미션 투어
장소

문화재 개방시설

유료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 세계유산의
야경을 감상
문의

8개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돌담길 백제예인거리
거리곳곳에서 만나는 백제 예인들의 거리
퍼포먼스
장소

정림사지 돌담길

부소산 백제예인들의 마중
부소산성길에서 만나는 백제 예인들의 퍼
포먼스
장소

부소산성 산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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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화 夜畵

우리가족 백제 문화유산 답사기

백제 달빛 퍼레이드

사비백제 아카이브 전시

문화재 야행 가족단위 관람객과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문화유산 탐방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백제 예인들의
달빛 퍼레이드

사비백제의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 야
외전시

장소

문화재 개방시설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도전! 나도 백제 고고학자

무형문화유산 공연

국립부여 박물관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여에서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세도두레풍장, 산유화가 등)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삼충신이 들려주는 백제 역사이야기

명사가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전문 연기자를 통한 개방문화재 해설
및 체험

명사를 초청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
를 주제로 강연

장소

정림사지, 부소산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백제! 가상현실로 만나다

백제 명인전 ‘소리꾼들의 향연’

첨단기술로 체험해보는 백제의 문화
와 역사!

소리꾼들의 향연! 백제땅에 명인전이
펼쳐진다

장소

사비도성가상체험관, 정림사지
박물관

내손으로 만드는
백제의 문화유산 유료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백제의
유물, 유적지(3D입체퍼즐, 컬러링, 종
이아트 등)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백제의 문화, 백제의 놀이
백제의 문화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

정림사지 돌담길, 부소산성

캘리그라피 시화
신동엽 시인처럼 시를 지어 캘리그라
피 시화로 표현
장소

신동엽문학관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클래식 세계유산을 만나다
정통클래식 음악과 세계유산의 만남
을 테마로 감동의 음악을 선사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달빛이 머무는 뮤지엄 콘서트
국립부여박물관 특별공연 뮤지엄 콘
서트 프로그램 운영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사비감성 버스커
지역예술인들의 감성 넘치는 버스킹
공연
장소

장소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부여문화원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 전시전
유홍준 교수가 기증한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 감상하기
장소

부여문화원

김영학 조각관 전시
현대조각의 거성 김영학의 조각품과
미술품 전시
장소

부여문화원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시전
부여의 문화유산 국보를 야행을 통해
만나보는 특별전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야시 夜市
사비예술장터 유료
부여의 공예인들의 핸드메이드 및 전
통공예 상품 판매
장소

정림사지 돌담길, 관북리유적

백제특산품 진상전 유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여의 특
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조성
장소

정림사지 돌담길, 관북리유적

의열로~석탑로

야식 夜食
백제 한컵맛차 유료

야숙 夜宿
백제한옥에서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부여의 전통가옥과 연계하여 1박2일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장소

백제 상인들의 먹거리를 한컵에 담아
판매하는 한컵 맛차 운영
장소

이색창조거리, 구드래 음식특화
거리

부여군 한옥 일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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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충청남도

아산 문화재 야행

아산시

(선비의 숨결, 외암마을 야행)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민속마을이자,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고품격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6월 24일(금)~6월 25일(토)
10월 22일(토)

문화시설
온양민속박물관, 맹씨행단 기념관, 현충사, 저잣거리

대상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국가민속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야경 夜景
선비유등 유료
외암마을 민속관, 돌담길 경관조명, 전통등
만들기 체험
장소

민속관 돌담길

아산 연엽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야로 夜路
월광유람
마을 문화재 탐방
장소

외암마을, 참판댁, 건재고택 등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CN아트
010-4889-3581
홈페이지

http://www.asannight.kr
※ 2022. 4. 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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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夜食
월하소반 유료
연잎소반, 외암소반, 선비소반, 다과
소반
장소

민속마당

야미야미 유료
강정 만들기, 엿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장소

민속마당

야숙 夜宿
선비유숙 유료 1박2일
외암마을 고택 숙박 체험 이벤트
장소

고택 3~4곳

야사 夜史
선비야사
전기수가 들려주는 외암마을 이야기!
장소

외암마을 일대

토정비결
토정 이지함과 함께하는 MBTI
장소

느티나무 앞

야설 夜說		
온양별시
조선과거 체험 공연
장소

민속무대

삼일유가
풍물 공연
장소

외암마을 일대

외암풍류
국악 버스킹
장소

외암마을 일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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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전라북도

군산 문화재 야행

군산시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8야(夜) 테마, 50개 전시 · 공연 · 체험 프로그램 운영

6월 10일(금)~6월 11일(토)
9월 2일(금)~9월 3일(토)

문화시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이당미술관, 장미갤러리,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대상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밤에 비춰보는 아름다운 문화유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야행 빛의거리 점등식 / 군산 야행 포토 콘테스트 / 문화재 및 문화시설 경관 조명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도심 일원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부잔교)
(국가등록문화재)

야로 夜路

군산 내항 호안시설
(항만 석축구조물)(국가등록문화재)

밤에 걷는 문화유산의 빛의 거리

군산 내항 철도(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해망굴(국가등록문화재)

문화유산 청사초롱 빛의 거리를 거닐다 / 군산 문화재 야행 답사 / 문화유산 유등 조형물 /
AR로 보는 근대문화유산 / 근대문화거리 체험 / 군산 야행 길라잡이 동행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도심 일원

군산 빈해원(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국가등록문화재)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침선장(전통복식)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호남 넋풀이 굿(넋건지기굿)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문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2~3
홈페이지

www.culture-nightgun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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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문화재해설사(성인, 어린이)가 들려 주
는 역사이야기 / 100년의 시간을 넘
나드는 역사 체험(거리극) / 군산항쟁
관 AR체험 / 지역 청소년이 만드는
군산야행 /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
장소 홀로그램 체험(쌀 수탈의 역사) /
문화재 4D 증강현실 체험 / 문화재(구
군산세관본관, 어청도 등대 등) 만들
기 체험 / 근대문화유산 지도 만들기
/ 군산 역사 퀴즈짱 / 독도 목걸이 만
들기 / 그 시절 난 이렇게 살았네!(근
대 저잣거리 재현 프로그램) / 호남넋
풀이굿(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공연)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야화 夜畵
한 여름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무료개방 / 무
형문화재 침선장 임순옥선생 전통복식
전시회 / 군산의 전기역사 전시 / 군산
의 옛 신문기사 전시 / 군산의 근대 사
진 전시 / 문화시설(근대역사박물관 등)
특별 전시회 / 영화 속 군산이야기 상영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야시 夜市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군산아트 플리마켓(지역 작가들이 제
작한 작품 등 전시 및 판매) / 군산에
서 만들어보자!(군산 야행만의 특색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야설 夜說

야식 夜食

밤에 펼쳐지는 문화 공연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한여름밤에 즐기는 힐링음악회 / 군산
문화재 야행 스케치 / 군산시립예술단
특별 공연(시립교향악단) / 군산의 스
토리를 활용한 거리극 / 미술관 속 작
은 음악회 / 빅밴드와 함께하는 근대
가요 / 어린이 창작 동요 공연(동심찬
가) / 어린이 역사 연극 거리 공연 / 거
리 플래시몹 공연 / 거리 테마 공연(시
민참여 문화 공연) / 군산악극단의 해
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로컬푸드 향토음식체험관, 푸드트럭존
운영 / 군산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야숙 夜宿
군산의 역사이야기 속 하룻밤
근대역사문화체험공간에서의 하룻밤
/ 슬기로운 야행생활(숙박인증 이벤트)
장소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및 원
도심 일원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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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제 문화재 야행

김제시

(징게맹갱 밤마실 가자~!)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시, 야숙, 야설, 야식 등 8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9월 2일(금)~9월 4일(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김제 문화예술회관, 김제 생활문화예술 센터, 김제 문화원, 김제 현죽전시관, 김제군 관아와
향교, 김제성산, 벽성서원, 용암서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사적)
김제 동헌(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김제 내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야경 夜景

김제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청사초롱 길라잡이 / 구석구석 포토존
관아와 향교거리에 청사초롱, 역사문화공원에 전구장식을 설치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야로 夜路
밤마실 문화해설투어 / 김제야행 VR투어
전문해설사, VR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해설 프로그램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문의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홈페이지

www.김제문화재야행.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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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식 夜食

야화 夜畵

달빛놀이터 / 향교ㆍ관아 체험 /
꼼지락 문화재 / 한지등 만들기

김제 먹거리 장터 / 쌀강정 홈키트

조선을 만나다 / 문화재 바로알기
/ 문화재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와의 거
리를 좁히는 기회의 장 마련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김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주전부리
및 간식을 판매 / 특산품 키트 제작,
체험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양방향 프로젝션 전시 / 유·무형 문
화재 전시 / 문화재 사진전 구성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야설 夜說		

야시 夜市

야숙 夜宿

조선에서 온 정담 / 달빛 풍류마당
/ 이야기 할아버지

김제 아트 장터 / 김제 특산물 장터
/ 김제 야시장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유료

김제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낸
창작극 시연 / 김제 지역인이 참여하
는 설화 이야기, 공연

김제 수공예, 예술단체 플리마켓 /
특산물 체험, 장터 조성 / 전통시장
연계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장소

벽골제 전통가옥, 템플스테이 관아
향교 숙박 체험 연계 운영
장소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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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광한청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

조선시대 관아정원인 광한루는 인간이 신선이 되고픈 이상향으로 하늘의 옥황상제가 살던 궁전 광한청허부를 지상에 건설하여 얻어진 이름
으로 8가지 밤의 주제로 풀어내어 광한루의 진정한 본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함

8월 1일(월)~10월 15일(토)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고전소설 문학관, 남원다움관, 안숙선 명창의여정, 조갑녀 명무관, 황희초당, 예루원, 화인당,
예촌the이음, 예촌마당

광한루원(명승)
광한루(보물)
관서당 남성재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남원 농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야경 夜景
옥황상제 달나라 궁전! 광한청허부의 밤풍경 유료 사전신청
옥황상제 달나라 궁전 광한청허부 / 별빛 쏟아지는 광한청허부 / 광한루 달빛아래 / 달아,
소원을 이루어 줘
장소

광한루원, 예촌상가

야로 夜路
달빛따라, 남원 야행 유료 사전신청
옥황상제 길놀이 / 남원성 고지도 문화재 보물찾기 / 견우 직녀와 길을 걷다 / 옥황상제 저잣
거리 탐방 / 남원 문화재 온라인 탐방
장소

남원 문화재 및 문화시설

문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유)지리산섬진강문화재
활용사업단
063-636-1855
홈페이지

https://xn-q20b93rjji2kbq5apz7csi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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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숙 夜宿

고대정원 광한루를 만나다 사전신청

은하수아래 한옥에서의 하룻밤

고대정원 광한루를 만나다 / 남원 문
화재 골든벨 / 라디오방송 여기는 남
원 문화재 야행 / 이야기 들려주는 황
희정승 / 광한청허부 자라돌(오석) 만
든 석수 이야기 / 광한루 건축가를 만
나다 / 오작교 주인공 정인지를 만나
다 / 무형문화재와의 차담 / 달궁놀
이 체험

사전신청

장소

은하수아래 한옥에서의 하룻밤
장소

광한루원, 남원숙박시설

명창의여정, 광한루원, 관서당
남성재, 조갑녀 명무관

야화 夜畵
낭만정원 광한루 유료
광한루와 함께한 순간들 / 송강 정철
과 함께하는 광한루 시속으로
장소

예촌상가, 광한루

야설 夜說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유료
달빛 풍류 / 상한사 / 견우와 직녀 오
작교 사랑 / 견우와 직녀 전통혼례 /
조선에서 돌아 온 황희정승 / 남원사
랑춤 / 북소리를 울려라 달궁으로 가
자 / 힙한 농악 태평성대
장소

광한루원, 오작교, 예촌, 예루원

야식 夜食
옥황상제의 남원 맛보기 유료
남원 맛보기 / 옥황상제 진상품 한마
당 / 남원 야행 on라인 마켓
장소

광한루원, 예촌상가, 경외상가

야시 夜市
달빛 담장 달궁마켓 유료
달빛 쉼터 / 달빛 담장 달궁마켓
장소

광한루원남원, 예촌, 예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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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 - 風流)

무주人의 정신적 중심과 같은 무주 한풍루(보물)를 중심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유산과 자연문화유산을 ‘밤(夜)’테마로 낮에는 느낄
수 없는 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7월 29일(금)~7월 30일(토)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무주예체문화회관, 김환태 문학관, 최북 미술관, 무주 문화원,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무주군청, 무주관광안내소

무주 한풍루(보물)
무주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천연기념물)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문화재따라 밤길 산책 유료
무주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 무주 한풍루 야간개방 / 무주 적상산성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본 봉안행렬 디오라마 야간개방 / 다도 체험(차 마시기, 시음 행사) / 무주지질공원 팝
업북 만들기 체험 / 무주큐브, 적상산 3D퍼즐 만들기 체험 / 한풍루 3D퍼즐 만들기 체험 / 무
주 안성낙화놀이
장소

무주 한풍루, 무주군청, 김환태 문학관, 최북 미술관, 무주문화원

야로 夜路
邑 밤마실 길 유료
무주 문화재 야간모형(모형등) / 무주 포토존 스탬프 투어
장소

무주 남대천, 남대천 뚝방길, 무주문화원

문의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무주문화원
063-324-1300
홈페이지

http://www.muju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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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식 夜食

무주 이야기 보따리

味 따라 興 따라 유료

청소년 스토리텔러 / 한지무드등 만
들기 / 화가투, 저포놀이, 용호쌍육(대
상 : 청소년) / 이야기꾼 공연 / 태권도
시범단 공연(태권도의 유래)

무주활동 프리마켓 판매자 / 무주지
역 향토음식 판매(도리뱅뱅이 꼬치,
머루와인 아이스크림, 머루 슬러시,
천마 슬러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잼 만들기, 테이크아웃 어죽)

장소

무주 한풍루, 무주향교, 무주예체
문화회관

장소

무주 전간도로(일반통행길)

야화 夜畵

야숙 夜宿

별빛에 비추는 산수화 유료

양사재에서 하룻밤(宿) 유료 1박2일

무주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 나만의
책(아트북) 만들기 / 무주문화재 미니
캔버스 채색

양사재 일대 / 무주지역 게스트하우
스 연계

장소

장소

최북 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무주향교 일대 / 무주지역 게스
트하우스 연계

야설 夜說

야시 夜市

무주 樂(락) 풍류

아로또리 장터 유료

무주 아리랑 랩소디(음악극) / 한풍
루 풍류(국악, 클래식, 오케스트라, 국
악과 현대의 만남 – 무주아리랑) / 夜
談, 이야기꾼

한마당 벼룩시장 / 무주 도깨비 시장
(로컬푸드) / 무주 청년기업가 한마당
/ 무주자원봉사한마당 체험(무료재능
나눔, 문화재 연계 체험) / 무주지질
공원 팝업북 만들기 체험

장소

무주 한풍루

장소

무주 전간도로(일반통행길), 무주
군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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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문화재 야행

부안군

(서해바다를 품은 부안, 오대양을 향하다)

부안읍내의 당산을 비롯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6야를 체험하게 하므로 부안인으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하며 동시에 문화재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0월 21일(금)~10월 22일(토)

대상문화재
부안 유천리 요지(사적)

문화시설
부안군청,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 마실길 영화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안지역학습관,
토요 상설마당, 카이로스광장, 부안향교, 서문안당산, 동문안당산, 구 부안금융조합, 부안청
소년상담센터

부안 진서리 요지(사적)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사적)
부안 백산성(사적)
위도띠뱃놀이(국가무형문화재)
부안 서문안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야경 夜景
밤 바다 품은 부안
서해바다의 용, 부안 동문으로 들어오다

부안 동문안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한지로 만든 200미터 정도의 용기(龍旗) 안에 조명을 넣어 동문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안
군청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와 당산에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마감

이매창묘(전라북도 기념물)

장소

신석정고택(전라북도 기념물)
구 부안금융조합
(국가등록문화재)

동문안 당산

부안 관아 누각, 진석루! 부활을 꿈꾸다
진석루 자리에 진석루 그림을 투사하고 미디어파사드로 옛정취를 보여주며 동시에 복원을
위한 모금운동도 함
장소

부안군청 뒤 부안관아옛터

부안 진석루에 올라...
조선시대의 격쟁과 신문고의 제도를 현대에 맞게 인터넷에 ‘부안 신문고’를 개설하고 동영
상, 문자, 전화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게 하는 프로그램
장소

부안군청 뒤 부안관아옛터

문의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265
(사)오래된미래연구소
063-24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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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夜路

야시 夜市

밤 마실 길

부안부자 모두 지갑 열어~

하늘을 나는 오리

고려도공의 혼이 돌아오다

오리모양 헤어밴드, 핀 만들기

고려 상감청자 재현품 판매

장소

부안교육문화회관

장소

부안시장 및 골목

오리나무와 무리지은 오리 이야기

눈 감고도 만든 우리 작품

오리나무, 무리지은 오리 등 생태에
대한 이해

지역민의 공예품

장소

부안교육문화회관

장소

부안시장 및 골목

어? 시장에 왔네! 어시장
부안 어시장에서 해산물

야사 夜史

장소

부안시장 및 골목

밤에 듣는 부안 이야기
개양할미로부터의 연대기

야숙 夜宿

부안의 문화재를 통한 부안의 역사이
야기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감상

자~ 자!

장소

부안군청, 한국방송통신 대부안
캠퍼스

부안역사의 갓게임
과거시험 붓글씨로 써서 부안 역사문
제 맞추기 게임
장소

부안군청, 한국방송통신 대부안
캠퍼스

향교 스테이 유료
향교에 대한 여러 체험을 마치고 향교
기숙사였던 동재와 서재에서 숙박
장소

부안향교

캠핑 부안
서문안당산 주변, 부안 교육문화회관
옆에 캠핑터 마련
장소

부안향교

야식 夜食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유료
이순신장군의 브런치 ※ 참가비 : 2,000원
위도특산물인 바지락으로 죽 만들기
체험과 곁들인 빵소세지 도시락
장소

치맥거리 및 부안시장

홍길동의 방랑도시락 ※ 참가비 : 2,000원
도술 같이 위쪽에는 감자, 옥수수, 아
래쪽에는 돈까스를 넣은 도시락 만들
기 체험
장소

치맥거리 및 부안시장

해루질의 야한도시락 ※ 참가비 : 2,000원
북어포 보푸라기 주먹밥 만들기 체험
장소

치맥거리 및 부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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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문화재 야행(夜行)

익산시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및 그 일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공연, 전시 체험 등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8월 12일(금)~8월 14일(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백제왕궁박물관, 마한관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야경 夜景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백제왕궁에서 이루는 소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백제왕궁 달빛 기원 / 천년기원을 담은 탑돌이 / 백제고도 한지등 공예전 / 사리장엄구 무
드등 만들기 / 백제왕궁 소원연등 띄우기 / 야(夜)심한 밤별여행 / 구르미 그린 달빛 포토존
장소

왕궁리 유적

고도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이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이리향제줄풍류(국가무형문화재)

야로 夜路

익산목발노래(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천년의 길

익산기세배(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탱화장(탱화, 이삼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여산 호산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백제왕궁 후원 산책(문화해설) / 미션! 무왕을 따르라 / 백제서예관(가훈 써주기) / 문화유산
스템프 투어
장소

왕궁리 유적

익산성당포구농악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우수사업

19

문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3
익산문화관광재단
070-5176-1486
홈페이지

http://www.iksan-n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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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시 夜市

열려라, 백제의 문

왕궁으로의 초대

탑리장터

왕궁에서 즐기는 공방 체험 / 석불연
인의 사랑이야기 / 누가 여기에 똥 쌌
어?(화장실 유적) / 왕궁에서의 담소

금마저, 무왕의 시대를 열다 / 무형문
화재와 어울림 한마당 / 백제왕궁에
울리는 풍류 / 탑리 버스킹 공연

탑리 야시장(로컬푸드) / 청년무왕의
프리마켓

장소

왕궁리 유적

장소

장소

왕궁리 유적

왕궁리 유적

야화 夜畵

야식 夜食		

야숙 夜宿

왕궁의 달빛그림

백제의 미식

탑리장터

탱화장과 풀어보는 탱화의 비밀 / 왕
궁 갤러리 / 헤리티지 페이스페인팅
/ 별궁달궁 모래동화(샌드아트) / 왕
궁 켈리그라피

무왕의 야식 체험 / 어머니의 손맛(왕
궁주막) / 왕과 차(다도 체험) / 무형
문화재와 함께하는 전통주 체험

한옥에서의 하룻밤(금마, 함라한옥 연
계 체험) / KTX 연계 숙박 패키지

장소

장소

장소

금마한옥, 함라한옥

왕궁리 유적

왕궁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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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문화재 야행

전주시

(전주적 야행시점,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
전주(全州)는 천년 역사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의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유적을 가장 잘 보존
하고 있는 지역임
관광객이 전주 문화재 야행을 통해 선조들이 남긴 유 · 무형 문화유산을 벗처럼 만나 교감하며 선조들의 얼과 삶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유산
의 소중함으로 깨닫는 계기로 삼고자 함

6월 17일(금)~6월 18일(토)
9월 23일(금)~9월 24일(토)

대상문화재
조선왕조실록(국보)

문화시설
경기전, 전라감영, 전동성당, 풍남문, 풍패지관, 전주향교, 어진박물관, 전통술박물관, 고하문
학관, 한옥마을역사관, 동학혁명기념관, 강암서예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김치문
화관, 전주난장, 최명희문학관, 전주미술관, 전주현대미술관, 교동아트 미술관, 뜻밖의 미술
관, 전주한벽문화관, 전주 대사습청, 우리놀이터 마루달

조선태조어진(국보)
풍남문(보물)
풍패지관(보물)
경기전 정전(보물)
경기전(사적)

야경 夜景
빛의 술사들

전동성당(사적)

빛으로 문화재를 밝히다 / 치유의 경기전

전주향교(사적)

장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

조경묘(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경기전 하마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야로 夜路

조경단(전라북도 기념물)

문화재 술사들

오목대 이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전라감영지(전라북도 기념물)

왕과의 산책 / 경기전 좀비실록 / 뜻밖의
만남 / 슬기로운 집콕생활

예종대왕태실 및 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장소

경기전 경내, SNS채널

문의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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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이야기 술사들
이야기 버스킹 “담화” / 경기전사람들
/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 전통놀이
술사
장소

경기전 경내, 전라감영

야화 夜畵
그림 술사들 유료
거리의 화공 / 전주 야행 체험 놀이터
/ 사진으로 만나는 문화재의 밤
장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 태
조로

야설 夜說		
공연 술사들
청년예술가 무대 / 태조할아버지와
야행이가 간다 / 문화재 극장
장소

경기전 일원

야식 夜食		
음식 술사들
문화재 고물상 / 한밤의 “계”이득
장소

공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

야숙 夜宿

야시 夜市

여행 술사들

흥정 술사들 유료

문화재 여행가의 탄생 / 응답하라 전
주팔팔! / 여행자를 만나다 / 전주 문
화재 VR 건설 / 카카오톡 방 탈출 대
국민 O, X 퀴즈

경기단길 청년 프리마켓 / 추억의 야
행 문방구 / 아프리카TV, BJ탐방대 /
전주 야행 상품 굿즈 상품 개발

장소

전주 한옥마을, 웨딩의 거리, 공
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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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경기전 돌담길, 공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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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 문화재 야행

목포시

(목포 모던타임즈)

전국 최초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1930년대 문화와 경제가 번창했던 목포의 ‘모던타임’을 재현
하고, 개항도시 목포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콘텐츠화한 프로그램으로 역사와 문화재를 흥미롭게 알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9월 23일(금)~9월 25일(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목포근대역사관, 성옥기념관, 금속공예명품관,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가칭), 구 호남
은행목포지점 복합문화공간(가칭), 세계모자박물관, 경동성당

구 목포일본영사관(사적)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국가등록문화재)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경동성당(국가등록문화재)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문화재 야간유람 외

나는 夜 독립군 외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야사 夜史

야화 夜畵

문화재 퀴즈 골든벨 외

어닝아트 ‘하늘전시관’ 외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옥장(장주원)(국가무형문화재)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전라남도 기념물)
목포진지(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이훈동 정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판소리 춘향가(안부덕)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박방금)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김순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홈페이지

https://mokponightroad.
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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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명창을 말하다 외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야식 夜食
목포 9미관 외 유료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야시 夜市
목포 주전부리 판매 외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야숙 夜宿
시간여행자의 하룻밤 유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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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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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전라남도

순천 문화재 야행

순천시

(순천인물열전)

단순한 문화재 관람의 공간 개념에서, 야간 시간을 활용한 문화재의 이용 및 문화재와 문화예술의 복합적인 공간조성을 통해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8월 12일(금)~8월 14일(일)
10월 28일(금)~10월 30일(일)
18:00~23:00

문화시설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순천청소년수련관,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순천도심재생센터(영동

1번지), 김혜순스튜디오, 조강훈갤러리, 장안창작마당, 안력산의료문화센터, 순천부읍성

대상문화재
순천향교 대성전(보물)
순천팔마비(보물)
순천임청대(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순천향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옥천서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용강서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순천 문화재 탐방, 문화재 보물 찾기
행사 기간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야간 개방
시간 연장, 안내해설사 배치
장소

순천 코잇선교사 가옥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국가등록문화재)
구 순천선교부 외국인 어린이학교
(국가등록문화재)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기념관(국가등록문화재)
순천 옥천동 일본식가옥
(국가등록문화재)

팔마비, 순천향교, 옥천서원,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행동푸조나무, 한
옥글방, 서문안내소, 조지와츠 기념
관, 매산관, 프레스톤가옥, 기독교역
사박물관

순천 문화재 야간 빛거리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는 야간 빛거리
장소

순천 역사 인물터널(인물열전)
순천의 역사인물을 활용한 전시 및 영상
장소

야로 夜路
만화로 만나는 순천인물열전
순천의 역사인물을 만화로 전시하는 프로그램
장소

순천향교

팔마비, 순천향교, 옥천서원,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행동푸조나무, 한
옥글방, 서문안내소, 조지와츠 기념
관, 매산관, 프레스톤가옥, 기독교역
사박물관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순천 문화재 거리도서관
순천 관련 책 및 영상을 활용한 이동 도
서관
장소

한옥글방

옥천서원묘정비(향토문화유산)
순천 행동푸조나무(향토문화유산)
순천 옥천서원 옆 느티나무
(향토문화유산)
우수사업

20

21

문의
순천시청 문화유산과
061-749-6814
홈페이지

www.sc-heri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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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팔마비 최석부사 타각 체험 /
최석부사 캐릭터 주머니 만들기
체험 /
팔마비 가죽 키홀더 만들기 체험
팔마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팔마비

이수광의 승평지 만들기 체험 /
순천향교 습의 석전제 재현 /
순천향교 컬러링북 체험 /
명륜당 탁본 체험 /
순천향교 배치도 그리기 체험
순천향교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순천향교

옥천서원 사행시 대회 /
서원다도 체험 /
순천인물열전 십자퍼즐 체험 /
순천문화재 에코백 만들기 체험
옥천서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옥천서원

순천인물열전 엽서 체험 /
순천인물 호패 만들기 체험
순천의 인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순천 역사 사진관 /
근대의상 복식 체험 /
나만의 보틀 만들기 체험
조지와츠기념관을 활용한 체험 프로
그램
장소

조지와츠기념관

문화재 북아트 체험 /
매산관 도어벨 만들기 체험
매산관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프레스턴가 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프레스턴 가옥

야식 夜食
순천 야식(주전부리)

전통 다도 체험 병행

장소

야화 夜畵
순천 문화재 야행 사진전 /
그림으로 만나는 순천 문화재

문화의 거리

순천 야행 달빛 한모금
장소

순천향교

야숙 夜宿
야행 패키지
숙박 연계 프로그램
장소

순천시 일원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순천의 세계유산(선암사와 갯벌)
순천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장소

장소

기독교역사박물관

장소

서문안내소

순천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① 옥천서원 / ② 한옥글방 /
③ 서문안내소 /
④ 기독교역사박물관

기독교역사박물관을 활용한 체험 프
로그램

행동푸조나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순천 문화재 병풍 만들기 체험 /
장명석등 만들기 체험

장소

지역주민 음식 판매

순천인물을 활용한 전시회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지역의 전통문화공연

꽃 손거울 만들기 체험 /
야생화 팔찌 체험 /
라이트박스 야생화 그리기 체험

푸조나무 악세사리 체험
장소

① 옥천서원 공연 /
② 손억부사와 호호여인의 사랑
이야기 인형극, 한옥글방 음악회 /
③ 지봉 이수광 순천에서 다시
만나다, 순천부사 순시 /
④ 기독교역사박물관 공연

매산관

드림캐처 체험 /
프레스턴 가옥 컵받침 만들기 체험
장소

야설 夜說

야시 夜市
문화재 장시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장소

한옥글방 및 문화의 거리

서문안내소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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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전라남도

여수 문화재 야행

여수시

(1898년, 여수총쇄록에 담긴 명승고적)

전라좌수영 내 진남관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문화재와 1897년에서 1899년 사이에 초대군수 오횡묵이 쓴 『여수총쇄록』에 나타난
기록, 57점의 여수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8월 18일(목)~8월 21일(일)
10월 1일(토)~10월 3일(월)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진남관 가설덧집(현장공개 전시실), 진남관 임란유물전시관, 망해루, 충민사유물전시관, 여
수 제일교회, 천사벽화골목, 오포대, 김기수체육관, 달빛갤러리, 이순신전술신호연박물관,
꼬무락 커뮤니티센터, 서문지, 남문지, 고소대, 이순신광장, 여수 기상대

여수 진남관(국보)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여수 타루비(보물)
여수 충민사(사적)
여수 선소 유적(사적)
여수 석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여수 이량장군방왜축제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진남관 스페셜 투어(보수공사 공개)

1898년 총쇄록 속 여수풍경 길

행사 기간동안 진남관 보수공사 현장을
야간에 공개

1898년 여수총쇄록 속 여수의 명승고적

장소

여수시 진남관 일원

내용을 콘텐츠화, 야광 사각등 제작·전시
장소

여수시 진남관

여수 향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구 제일은행 여수지점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구 청년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061-659-4756
홈페이지

WWW.여수문화재야행.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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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단청문양 모스큐브 만들기 외
15가지 문화재 활용 체험
『여수총쇄록』과 여수의 문화재를 활
용한 체험 프로그램
장소

여수시 진남관 일원

야화 夜畵
무형문화재 ‘각자장’ 특별전
무형문화재 각자장 곽금원 선생님의
특별전 개최
장소

여수시 진남관 일원

야설 夜說		
타루비 클래식 음악회
고소대를 배경으로 퓨전음악 프로그램
장소

여수시 일원

야식 夜食
제철 먹거리 나누기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여수제
일교회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무
료로 먹거리 나눔
장소

여수시 진남관 일원

야숙 夜宿
여수 게스트 하우스
연계 프로그램
지역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프로모션 형태의 패키지 운영
장소

여수시 일원

야시 夜市
내례포 장터
조선시대에 현 이순신광장에서 펼쳐
졌던 내례포 장터 재현
장소

이순신광장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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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경상북도

2022 경주 문화재 야행

경주시

밤이 더 아름다운 ‘월정교’와 신화의 숲 ‘계림’, 인심 후한 경주최부자댁 이야기 등, 신라와 조선의 역사를 보듬고 있는 경주 교촌마을에서 펼
치는 야간 문화콘텐츠 향유

9월 16일(금)~9월 18일(일)
18:00~23:00

문화시설
경주교촌홍보관, 교촌 아카데미

대상문화재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경주향교 명륜당(보물)
경주계림(사적)
경주내물왕릉(사적)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사적)

야경 夜景

야로 夜路

밤에 빛나는 월정교

교촌 문화재 나들이

신라의 최고 호화 다리 월정교와 남천의
밤 풍광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교촌 문화재 답사

월정교

경주최부자댁(국가민속문화재)

장소

경주교동법주(국가무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밤을 품다
인근 문화재 경관조명, 야간 연장 개방
장소

우수사업

경주 일원 문화재

장소

교촌 일원

사랑의 징검다리
원효, 요석공주의 설화가 전하는 징검다리
건너기
장소

월정교 아래 징검다리

21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경주문화원
054-743-7182
홈페이지

http://www.gjnighttr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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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교촌 풍류마당
특설무대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연
장소

교촌 일원

경주 최부자의 품격
최부자 고택 개방, 최부자 이야기,
가훈 쓰기 등
장소

경주 최부자댁

신라놀이 문화 체험 사전신청
‘신라주령구등(燈)’, ‘주령구윷놀이’ 체험
장소

전국 예약자

십이지야 소원을 부탁해
십이지에 소원을 기원하는 체험
장소

교촌 일원

전통 민속놀이 체험
투호, 주령구윷놀이, 제기차기 등
장소

교촌 일원

오자미놀이 퀴즈대회
오자미를 던져 박을 터뜨려 퀴즈 풀기
장소

교촌 일원

야화 夜畵

야설 夜說		

교촌 아트 갤러리

코스프레, 신라인을 만나다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행사장에서 만나는 신라 인물 코스프레

야식 夜食

장소

교촌 야식

달 · 별 관측 체험

인형극 ‘성덕대왕신종 이야기’

교촌마을 상가 및 푸드트럭 먹거리

망원경으로 달과 별 관측 체험

아름다운 종소리 성덕대왕신종 이야기

장소

교촌 일원

장소

월정교

경주향교

장소

장소

교촌 일원

교촌 일원

한국의 명주 ‘교동법주’ 시음

야행 포토존

신화의 숲

우리나라 대표 가양주

경주문화재 야행 추억 남기기

계림에 얽힌 신라시조 탄생설화 이야기

장소

교촌 일원

야시 夜市
교촌 공예장터
경주 공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예장터
장소

교촌 일원

장소

교촌 일원

장소

계림

100년 전의 경주를 만나다

교촌 골목 버스킹

경주의 오늘과 100년 전 사진 전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

장소

교촌 일원

장소

교촌 일원

신라인의 멋!
신라복, 고전머리 전시
장소

교촌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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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

고령군

(고분에 걸린 달빛소리)

대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8夜)을 기획 및 운영하여 고령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야간 관광명소로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

9월 중
18:00~22:00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대가야문화누리,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체험캠프, 대가
야생활촌

주산성(사적)
지산동 고분군(사적)
지산리 당간지주(보물)
장기리 암각화(보물)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보물)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지산동고분군 夜景

달빛명상 & 고분산책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왕의 길 야간 트래킹(인물재현)

장소

지산동고분군

장소

대가야박물관 야간개방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별전』 유료

대가야 복장전

대가야박물관 야간 연장 개방

장소

장소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야간개방
장소

왕릉전시관

야간트래킹을 채워주는 공연
장소

지산동고분군

대가야 달빛카페 유료
가야금 선율이 퍼지는 찻집

초대형 금동관 제작 설치(포토존)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夜景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야간경관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종묘 夜景

(사)고령군관광협의회
054-950-6423

전체 행사장

보물금동관
장소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52

대가야인 스타일리스트 찾기

현의 노래
유료

왕릉전시관 야간 연장 개방

문의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종묘 야간경관
장소

대가야종묘

대가야문화누리

대가야 달빛스토리로(路)
대가야 이야기 들어보기(스토리 보드 설
치 + 이야기꾼 / 스토리텔러)
장소

지산동고분군

야사 夜史
가야금 소리마당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체험
장소

대가야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www.yahae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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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行 인생사진전

夜한 대가야의 밤

야숙 夜宿

복식 입고 인생사진 콘테스트

참여형 문화재 야행 콘서트

월하야숙(月下夜宿) 1박2일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장소

대가야문화누리

초가·기와·통나무집에서의 야숙

왜 순장을 했을꼬?

HIP한 가야금

장소

야행길에서 느껴보는 순장문화

가야금 선율 + 힙합 + K팝 + 댄스
콜라보레이션

별헤는 달빛캠핑 1박2일

장소

지산동고분군

달빛 열기구 비행

유료

열기구 야간 비행 체험 프로그램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블랙라이트 인형극
『시간(時間)의 문』
대가야역사를 탐험하는 이야기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장소

대가야문화누리

야행에서 즐기는 가족 캠핑
장소

달빛 사랑
고령의 문화재를 소재로 한 뮤지컬
장소

대가야문화누리

야행 참가를 위해 캠핑카 야숙
장소

김종직선생의 인문학과 야숙

야행도시락 유료

장소

야화 夜畵

장소

高靈 갤러리

감자39전

지역의 문화재를 소재로 한 그림 전
시·운영

개진감자를 삶고, 굽고, 부치기

대가야문화누리

세계유산등재기원 사진전
지산동 고분군의 사계 사진 전시
장소

왕릉전시관 주변

이동형 관광홍보관
이동형 홍보관 운영(영상, 자료)
장소

대가야박물관

달빛 초롱하모니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만드는 소원등
장소

지산동고분군

야설 夜說
퓨전 국악 공연
군립가야금연주단의 국악 공연
장소

대가야문화누리

달빛 환타지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야시 夜市
무형문화재 작품전
(온 · 오프라인) 유료
고령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판매

유료

장소

고령에서 먹는 소시지＆바비큐
장소

야행에서 찍은 사진인화 서비스

유료

장소

찹쌀떡, 소떡소떡, 감자고로케

고령군 관광기념품점 야간 운영
장소

고령거주 다문화가족의 음식대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夜시장 유료
플리마켓 조성과 야시장 운영

GO가야
마신 후 들고 가는 야행컵 제작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고관점 방문기 유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다문화음식대전 유료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夜한 포토샵 유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찹소감(Chapsogam)
장소

개실마을

유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고령소바

대가야체험캠프

점필재의 인문학캠프 1박2일

야식 夜食

장소

대가야체험캠프

캠핑카 夜밤도주 1박2일

고령옥미로 만든 야행 도시락

장소

대가야생활촌

장소
유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음식점 할인쿠폰 제작 유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랜선로컬샵 유료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야행 협력 음식점의
할인행사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문화재 야행에 어울리는 초청 공연
장소

지산동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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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월영야행)

우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문화재와 세계보편정서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뉴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춘 빛을 테마로 하는 프로
그램 운영

7월 27일(수)~7월 31일(일)
18:00~22:00

대상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시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물문화관, 월영공원, 월영교, 예움터마을, 개목
나루, 안동쪽빛체험관, 고택숙박체험 구름에, 호반나들이길,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전통 등간 전시 /
달달애 포토존

달빛 조각 스탬프 투어 /
해설사와 함께하는 이야기길

안동임청각(보물)

안동의 문화재를 형상화 한 전통등 전시 /
대형달을 비치하여 포토존 조성

각 거점 문화재에 스탬프 투어를 설치 / 해
설과 함께 문화재 관람

안동석빙고(보물)

장소

안동차전놀이(국가무형문화재)
안동놋다리밟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법흥사지칠층전탑(국보)

월영교 일대

장소

월영교 일대 문화재

월영대(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선성현 객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의촌동 초가도토마리집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안동사월동초가토담집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야사 夜史
달빛 아래 즐기는 시원한 여름밤 / 달빛 아래서 안동문화를 듣다
석빙고 특별개방을 통해 과학이 담긴 석빙고 해설 / 석주 이상룡선생, 종가이야기 거점 해설
장소

석빙고, 임청각 일원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재)한국정신문화재단
054-840-3421
홈페이지

https://www.tourandong.
com/public/sub2/sub1_2.
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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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화 夜畵
달빛 아래 피어난 안동의 얼굴 /
독립의 얼이 담긴 임청각 /
달빛 아래 월영교 유료 1박2일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야간특별개방 /
임청각의 과거 사진 및 이상룡 선생
의 유품 사진 전시 / 계절별 월영교
사진 전시
장소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임청각,
안동댐 원이엄마 테마길

야설 夜說
오픈라디오 / 문화 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오픈라디오 / 하회
별신굿탈놀이 공연 / 안동놋다리밟기
공연 / 지역 문화공연
장소

개목나루, 안동댐 원이엄마 테마길

야식 夜食
달빛 아래서 종가를 만나다 /
달빛 다례회
안동 종가음식 전시 및 시식 / 경복궁
다례 음악회를 모티브로 한 다례 체험
장소

안동댐 원이엄마 테마길, 월영정,
월영교 일대

야숙 夜宿
달빛 아래 고택에서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전통 고가의 고택 체험 / 한옥리조트
체험
장소

임청각, 구름에

야시 夜市
달빛 아래 펼쳐진 월영장터
플리마켓
예술작품 체험 및 구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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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원이엄마 테마길

379

034
경상북도

영해 달빛 야행

영덕군

(잊혀진 역사에 등불을 비추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간 듯, 그 시절 영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을 전시하고, 역사의 흔적이 묻어난 공연 및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함

8월 26일(금)~8월 28일(일)
(예정)

문화시설
영해면사무소, 예주문화예술회관

대상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

야설 夜說		

야식 夜食 / 야시 夜市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국가등록문화재)

개막식 + 테마 공연

만세장터의 밤

360도 야(夜)외 음악회

달빛 야시장

지역주민, 유입된 정착 청년이 함께하는
야(夜)외 음악회

원도심 주민과 유입된 청년들이 함께 만
든 근대풍 야시장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1
(국가등록문화재)

360도 근대 생활 마당극

저잣거리 한마당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2
(국가등록문화재)

면(面)단위 국가등록문화재 안에서 펼쳐
지는 1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연극

5060708090까지 전 연령층이 모두 만끽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3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영해면

영해면

장소

영해면

하며 즐길 수 있는 근대 문화 체험 한마당
장소

영해면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및 구 대구
매일신문 지국(국가등록문화재)
영덕 구 영해공소(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4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5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531
(주)메이드인피플
010-5854-9088
홈페이지

madein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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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야경 夜景

야로 夜路 / 야사 夜史

눈 떠보니 100년 전 밤

야행에서 배우는 영해 탐구 영역

일제 저항기 시절 영해의 모습을 나
타낸 조형물 설치 및 조명을 활용한
근대 거리 조성

오프라인 영해 탐구

가상의 영해 탐구

잊고 있던 영해의 근대문화거리를 도
보로 거닐며 전문 스토리텔러와 함께
근대 영해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영해
탐구’

온라인 관광객들을 위해 VR기술을
활용하여 360도 영해 거리를 구현,
근대 영해 거리의 밤을 가상 큐레이
터 서비스와 함께 거니는 콘텐츠

장소

영해면

장소

영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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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영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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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거제 문화재 야행

거제시

(포로수용소의 밤)

문화재 및 문화시설 등 고정된 공간에 방문객의 흥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동안 거제포로수용소를 상징하는 이미지(다크투어
리즘)에서 탈피하고 친숙하고 흥미있는 공간으로 문화재 가치 재창출

9월 2일(금)~9월 4일(일)

문화시설

대상문화재

포로사상대립관, 포로폭동체험관, 포로설득관, MㆍP다리

유적박물관, 탱크전시관, 디오라마관, 6ㆍ25역사관, 포로생활관, 포로생포관, 여자포로관,

거제포로수용소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평화의 길
동선을 따라 경관 조명이 설치된 조형물
설치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문의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055-639-3404
홈페이지

www.gj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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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夜路

야식 夜食

희망찬 거리

평화시장

문화재를 중심으로 유적공원 내 시설
물 야간 개방을 하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구성

포로수용소 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한 대형 가마솥을 사용, 이를 제
작ㆍ활용하여 음식 프로그램 구성 및
지역 음식점과 연계한 테이크 아웃형
음식 판매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야사 夜史
평화의 도시
사진 및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포로들의 생활모습을 체험으로 진행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야화 夜畵
평화를 보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야설 夜說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야숙 夜宿
거제에서 하룻밤
고현동 게스트하우스 및 호텔 등 숙박
업소 연계 프로그램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야시 夜市
평화상회
지역 특산품 및 아트마켓 참여 판매
부스 운영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고
현동 일원

그날의 밤
당시 포로들이 참여한 공연을 바탕으
로 진행한 재현형 프로그램과 지역문
화예술단체 참여 버스킹 공연
장소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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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문화재 야행

김해시

(김해에서 본 가야)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김해의 대표 문화재인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화 향유 및 소통의 장 마련

8월~10월
9월 30일(금)~10월 2일(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민속박물관, 봉황동유적패총전시관, 김해문화재단,
김해한옥체험관

수로왕릉(사적)

야경 夜景

야로 夜路

가야 하늘에 6개 달이 뜨다

가야 달빛 탐방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수로왕 탄생설화를 차용한 6개의 달 조형물

문화해설사와 문화재 답사

대성동고분군(사적)

장소

수로왕비릉(사적)
구산동고분군(사적)
김해구지봉(사적)

김해오광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김해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김해연화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파사석탑(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서상동지석묘(송공암)
(경상남도 기념물)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한옥체험관,
수릉원

장소

가야유적지 일원

수로왕릉 바로 알기

가야 초롱길

도슨트와 함께하는 수로왕릉 해설 투어

가야문양 초롱 산책길 조성

장소

장소

수로왕릉

수로왕릉

가야 빛으로 수놓다

비비단 별 헤는 밤

가야사를 주제로 한 로고라이트 산책길 조성

김해 밤하늘 별자리 관측

장소

장소

수로왕비릉

가야에서 이루다
소원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 전시
장소

수로왕릉

수로왕릉

R.lago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를 활용한 자율
탐방
장소

수로왕릉 등 가야유적지 일원

문의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팀
055-320-121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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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숙 夜宿

덩실덩실 김해오광대 배우기

가야랑 놀자

한옥에서 하룻밤 1박2일

무형문화재인 김해오광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배우는 체험 프
로그램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김해오광대 공연

김해 한옥 체험관 숙박 체험

장소

수릉원

가야의 선율 가야금 배우기
김해를 대표하는 국악기인 가야금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배우는 체험 프
로그램
장소

한옥체험관

장소

수릉원

장소

한옥체험관

가야를 듣다
가야의 대표 악기인 가야금 공연
장소

수로왕릉

가야 흥에 취하다
전통 공연 / 퓨전 전통 공연
장소

수로왕릉, 수릉원

야시 夜市
가야 한 판
가야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주사위 놀
이, 유물 조각 맞추기 등 놀이 체험
장소

수로왕릉 광장

내가 사는 김해 이야기

가야를 만나다

가야 장시

지역 역사와 시민의 삶을 연결 지은
이야기 강연

가야사를 주제로 한 지역 예술가 협업
공연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장터

장소

수로왕릉

야화 夜畵
가야를 보다

장소

수로왕릉

장소

수로왕릉 광장

가야 손끝에서 피어나다

가야는 살아있다

만들기 체험 마당(AR, VR 체험 포함)

가야사를 주제로 한 거리 프린지 공연

장소

장소

수로왕릉 광장

수로왕릉 등 행사장 일대

지역 예술가 혹은 김해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
장소

수로왕릉

김해를 담다
사진 포맷을 활용하여 문화재와 시민
의 삶, 변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
장소

수로왕릉

야식 夜食
가야 먹거리 장터
인근 전통시장, 청년몰 연계한 음식
체험
장소

수로왕릉~동상시장

가야 찻자리
장군차(茶) 시음 및 전통 다례 체험
장소

수로왕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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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남해 문화재 야행

남해군

(유배자처! 낭만객의 밤)

‘유배문화’를 주제로 문화재와 그에 따른 이야기 있는 공간 구성과 희망적이고 유익한 야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배의 과거 어두운 이미
지를 벗어나는 계기 마련 및 특성 있는 관광자원의 브랜드화

10월 8일(토)~10월 9일(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유배문학관, 노도문학관,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야외무대, 남해해양초등학교, 남해중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남해 바래길 1코스

남해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봉천사 묘정비
(남해군 보호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영모문
(남해군 보호문화재)

유배說경!

유배천리!路 가시다

닥종이 공예로 전하는 향교, 그리고 유배객,
유배문화 이야기

남해읍 문화조성거리인 ‘유배거리(2005
년)’ / 유배문학 생명의 빛을 품다 / 유배
천~리 퍼레이드

장소

남해향교 일원

화전設경!
대표적 유배객인 김구의 ‘花田別曲’ 속 풍
경을 시각화
장소

유배문학관

장소

유배거리

유배자처!路 오시다
유배자처를 통해 즐기며 일상 속의 긴장
을 해제함과 동시에 휴식을 통한 새로운
활력 충전 / 야간경관 조성
장소

남해바래길 1코스 바래오시다길 中

문의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34
남해 문화원
055-864-6969
홈페이지

http://nhyh.kr
※ 2022. 5. 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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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식 夜食

야(夜)~한 유배(객)! 이야기

프리덤! 창작뮤지컬 “김만중”
(개막 공연)

묵고노자! 장 보시다

장이, 책비가 들려주는 남해 유배 이
야기
장소

남해향교, 유배문학관, 유배거리

우국지사! 납시다
상소문 백일장 /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 / 주역으로 통하는 유배객 무릎
팍도사
장소

남해향교, 유배문학관

강철! 유배(자처) 부대
형별 체험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
그램
장소

남해 경찰서, 남해 해양초등학교

유배자처! 이야기 그리고 공감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고품격 토크
콘서트
장소

남해향교

유배자처! 쇠섬 그리고 여유
유배자처객 쇠섬으로의 일상 탈출 /
‘희망’을 주제로 현대 감각의 예술품
전시 및 야간 경관 조성
장소

남해바래길

남해 대표 유배객 서포김만중의 일대
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장소

유배문학관

남해읍장 및 먹자골목 야간 개장 / 남
해 향토음식 체험 및 지역민의 소득
증대
장소

남해읍 전통시장, 유배거리

프리덤! 힙합 자유를 외치다 사전신청

화전별미! 드시다

절망의 땅 유배지에서 탄생한 사회
비판적 문학과 저항 힙합을 결합 / 유
배문학의 우수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유배문학의 대중화 선도

부스 및 푸드트럭 주요 운영 / 유배문
학 화전별곡에 수록 음식 등 다양한
음식 재현 / 음식 판매 부스 및 푸드
트럭 엄선

장소

유배문학관

장소

프리덤! 힙 풍류를 논하다
유배객의 번민과 좌절, 현실안주, 극
복 등을 노래
장소

유배문학관

유배자처! 내일을 기약하다
드론을 활용한 희망의 이미지 쇼 / 유
배자처객의 내일을 기원
장소

유배거리, 유배문학관, 남해바
래길

야시 夜市
유배객! 괴나리봇짐 푸시다
남해읍장 야간개장 / 야행 코스 주변
부스 설치
장소

남해읍 전통시장, 유배거리

쇠섬 및 남해바래길

프리덤! 낭만이 흘러넘치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 버스킹
장소

유배거리 및 남해바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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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문화재 야행

밀양시

(천년의 얼을 만나다)

보물 영남루 외 유형문화재와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등 무형문화재를 접목, 연계한 밀양도호부 옛 길에서 펼쳐지는
역사 인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8월 19일(금)~8월 21일(일)
19:00~24:00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해천남문공연장, 청소년푸른쉼터, 밀양아리랑 전통시장,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미리미동국,
밀양 의열 기념관, 청학서점

영남루(보물)
천진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아랑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밀양 관아지(경상남도 기념물)
밀양읍성(경상남도 기념물)
밀양아리랑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천년의 기억

천년의 숨결

영남루 오감풍류 / 오색찬란 천진궁

청풍명월 달빛 걷기

장소

영남루, 천진궁

장소

밀양읍성길 일원

밀양백중놀이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감내게줄당기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밀양 문화재 야행추진위원회
055-356-9655
홈페이지

https://www.miryangnight.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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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천년의 지혜
영남루 시판 토크쇼 / 유정과 한판승 /
아랑의 한을 풀어라 / 사또께 아뢰오 /
읍성을 사수하라
장소

영남루, 읍성공원, 아랑각, 관아

야화 夜畵
천년의 풍경
밀양의 무형문화재展 / 장롱속 영남루
사진展
장소

박시춘생가지 일원

야설 夜說
천년의 인물
응천아리랑 / 밀양이 품은 천진궁 /
응천교방 / 풍류(風流)소
장소

영남루, 천진궁, 관아

야식 夜食
천년의 밥상 유료
진상품 도시락 / 영남루 차(茶) 겨루기 /
종갓집 주안상
장소

영남루, 관아

야숙 夜宿
주작대로 장시(場市)
진상품 프리마켓 / 아리랑 야시장 /
시민 난장
장소

주작대로

야시 夜市
하룻밤 묵어가소 유료 1박2일
교동 고가(古家)촌 야숙
장소

밀양 교동 손씨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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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문화재 야행

사천시

(삼천포의 밤을 밝히다)

각산 봉수대를 중심으로 과거 군수지역(대방진굴항, 군영숲)에서의 수군들의 전시(戰時) 일상을 재현
“각산 봉수대의 봉수군이 불을 밝히면 삼천포에 주둔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은 거북선을 이끌고 선진리성(사천해전)으로 출격한다.”

8월 5일(금)~8월 6일(토)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사천문화재단,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미술관,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군영숲, 삼천포대
교공원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마도갈방아소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야로 夜路
실안로드 유료 사전신청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과 케이블카 탑승 후 각산 투어
장소

실안해안길, 삼천포 대교공원, 군영숲, 대방진굴항, 각산봉수대

사천향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대방진굴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각산산성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각산봉수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야사 夜史
불멸의 이순신
지역민 주도로 대방진굴항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야외에서 상연
장소

대방진굴항

문의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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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야식 夜食

야시 夜市

야행악회

먹깨비 투어 유료

사천 난장 유료

지역의 무형문화재 및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 시연

사천의 고유음식 및 관내 거주 다문화
인들의 음식 소개와 판매

사천의 진상품 안내, 줄타기, 오광대
탈춤 등 장터문화 체험

장소

삼천포 대교공원

장소

삼천포 대교공원

장소

삼천포 대교공원, 대방진굴항

야숙 夜宿
나비잠 투어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사천향교와 전수교육관에서 숙박하
여 예절, 다례, 승마, 죽궁, 악기 등을
체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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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향교,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391

040
경상남도

진주 문화재 야행

진주시

(진주 쇄미록, 진주성 민초이야기)

천년고도 진주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8야(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를 주제로 진주성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체험형 야간 프로그램

8월 26일(금)~8월 28일(일)
18:00~23:00

문화시설
국립진주박물관, 진주문화원, 진주 청소년 수련관

대상문화재
진주성(사적)
김시민장군전공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쇄미록

야사 夜史

촉석정충단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나만의 야행기록

진주성을 즐기다

쌍충사적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김해김씨비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람 후 관광기록을
남기는 프로그램

의암사적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장소

진주의 문화재 및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호패 만들기, 유
등 만들기, 병영무기 타각 체험, 오침안정
법 체험, 문화재 발굴 체험 등)

진주시 일원

촉석루(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영남포정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북장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야경 夜景

창렬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진주성을 밝히다

서장대(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의암(경상남도 기념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진주성 야간개방 및
주요 문화재와 야행 공간에 경관조명 설치
(진주성으로 향하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다)

진주검무(국가무형문화재)

장소

의기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진주성 및 성내 문화재

장도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진주포구락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신관용류가야금산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진주오광대(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소목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두석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야로 夜路

진주성 일원

야화 夜畵
진주성을 바라보다
국립진주박물관 야간개방 및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구현(선비
의 미술관, 문화재 벽 캔버스, 민초의 삶을
바라보다)
장소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성을 거닐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 등을 거점으로 한 다
양한 투어 프로그램(스탬프 투어, 역사를
만나다, 스페셜 투어)
장소

문의

장소

진주성, 진주청소년수련관, 진주중
앙시장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055-749-8581
진주문화관광재단
055-795-3213~5
홈페이지

http://jj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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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夜說

야시 夜市

야숙 夜宿

진주성을 듣다

문전성시, 성문 밖 저잣거리

진주성 외성의 자리에서 하룻밤

진주의 인물, 설화, 기록을 소재로 한
강연 및 무형문화재 공연 등 진행(임
진승첩 이야기, 진주 예인을 만나다,
진주성 싸울애비, 야행 현장방송국)

조선시대 저잣거리 재현하여 진주의
특산품을 선보이는 장터 운영

진주성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한 야행
특별 할인 및 패키지 프로그램

장소

장소

진주청소년수련관

장소

진주시 일원

진주성, 진주청소년수련관

야식 夜食
산홍이의 진주 밥상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먹거리 개
발 및 장터 운영
장소

진주중앙시장, 진주로데오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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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가소(佳宵)로운 비사벌)

‘가소(佳宵 : 아름다운 밤)로운 비사벌(창녕의 옛지명)’을 주제로 한 문화유산 활용 야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 · 보급하여 문화재가 집적
된 창녕군 역사문화지구의 다양한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6월 중(3일)

대상문화재

문화시설
창녕문화예술회관, 창녕박물관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국보)
창녕 석빙고(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보물)
창녕 진양 하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가소(佳宵)로운 문화재

가소(佳宵)로운 예술로(路)

문화재 야간 개방

사업 대상 주 거리에 조명작품 설치

창녕읍 문화재 소재 일대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창녕 객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장소

창녕 퇴천리 삼층석탑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가소(佳宵)로운 맵핑

가소(佳宵)로운 디지털 풍경

창녕 교동 고분군(사적)

문화재에 영사기를 활용한 디지털 맵핑 쇼

홀로그램 & 미디어파사드 연출

장소

창녕읍 문화재 소재 일대

장소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가소(佳宵)로운 락(樂) 공연
창녕군 문화재 야행 길을 채우는 음악 공연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문의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055-530-1464
창녕예총
010-7461-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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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가소(佳宵)로운 문화재 이야기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는 해설 탐방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가소(佳宵)로운 역사 뒷담화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창녕의 역사 뒷
이야기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야화 夜畵

야설 夜說

야숙 夜宿

가소(佳宵)로운 찰칵

가소(佳宵)로운 유랑극단

가소(佳宵)로운 하룻밤 유료

창녕군 문화재 야행 포토존 및 인생
사진관 운영

역사 속 인물 재연 버스킹 연극

지역 숙박시설 할인행사

장소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장소

창녕읍 협력 숙박시설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가소(佳宵)로운 인증

야식 夜食

야시 夜市

문화재 야간 개방 방문 인증샷 이벤트
(비대면)

가소(佳宵)로운 맛집 유료

가소(佳宵)로운 감성장터

창녕군 협력 업소 메뉴 할인 행사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전시 및
판매

장소

창녕읍 문화재 소재 일대

장소

가소(佳宵)로운 관람
창녕군 미술관 & 박물관의 야간 연장
운영
장소

창녕문화예술회관, 창녕박물관

창녕읍 협력 식당

가소(佳宵)로운 식탐 유료
솜사탕, 달고나, 아이스케끼 등 군것
질거리 부스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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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가소(佳宵)로운 체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장소

창녕읍 젊음의 광장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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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문화재 야행

창원시

(진해군항, 100년의 흔적을 찾아서)

지역에 산재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색다른 문화의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원 진해지역 원도심 이미지 고취 및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0월 7일(금)~10월 10일(월)

문화시설
창원시립진해박물관,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진해문화원, 이순신리더십센터, 진해청소년전

대상문화재

당, 해군의 집

진해우체국(사적)
진해역(국가등록문화재)
구 진해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국가등록문화재)
구 진해요항부 사령부(국가등록문화재)
구 진해방비대 사령부(국가등록문화재)
구 진해방비대 사령부 별관
(국가등록문화재)

야경 夜景

야로 夜路

문화재를 그리다

달빛 예술 공연 행진

빛으로 수놓는 근대문화재와 문화시설 야
간 경관 조성

풍물패, 문화재 야행을 나타내는 원도심
곳곳을 누비는 행진 및 지역예술인과 함
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

장소

진해 원도심 일원

구 진해 요항부 병원(국가등록문화재)
백두산함 돛대(국가등록문화재)

여좌천에 달이 뜨다

창원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근현대문화시설을 불빛으로 형상화하여
진해역사를 표현하고 야경의 볼거리 제공

충무공 이순신 동상(창원시 근대건조물)
백범 김구선생 친필 시비
(창원시 근대건조물)
진해탑(창원시 근대건조물)
여좌천 제방(현, 로망스다리)
(창원시 근대건조물)
진해만요새사령부(창원시 근대건조물)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태백여인숙,
진해 보태가,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대흥동 근대상가주택, 송학동 근대
상가주택,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진해 일광세탁, 육각집, 황해당인판사)
(국가등록문화재)
흑백다방
(창원시 근대건조물, 국가등록문화재)

장소

여좌천

장소

군항마을 역사테마공원

해설사와 함께 야행 투어 유료
진해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을 해
설사와 함께하는 야간 투어
*도보 투어 **시티투어버스

진해탑 야경 투어
진해 근대문화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
에 들여다보고 진해탑이 지닌 역사적 의
미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소

진해탑 일원(시립박물관 포함)

장소

근대문화 역사길

100년의 흔적 스탬프 투어
문화재 시설 방문과 해설사의 해설을 듣
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방식
장소

진해구 일원

인력거 체험 유료
근대의 이동수단인 인력거를 재현해 행사
장 순환
장소

중원로터리

문의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055-225-3683
홈페이지

www.진해문화재야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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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설 夜說

야숙 夜宿

근대문화역사 창작 공연

길거리 공연

군항도시에서 하룻밤 유료 1박2일

원도심의 역사적 장소를 상황극과 퍼
포먼스 연출 및 팔거리의 유래를 담
은 공연

야경과 어우러지는 지역예술인과 예
술단체의 거리 공연

이순신리더십센터 및 충무동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하룻밤

장소

중원로터리

톡톡터지는
근대문화역사이야기를 듣다
동네어르신 이야기꾼과 문화해설사
에게 듣는 진해역사이야기와 역사퀴
즈쇼
장소

진해역 흑백다방

숨은역사를 만나다
진해 역사스토리 영상쇼
장소

군항마을 역사테마공원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창원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의미를 알
아보는 시간
장소

흑백다방 진해우체국

야화 夜畵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진해 도심속 숨겨진 근대역사이야기
와 6·25를 거친 진해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
장소

군항마을 역사테마공원

유택렬 화백 작품전

장소

근대문화 역사길

장소

진해지역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연도여자상여소리, 강강수월래, 진해
농악놀이 외 민속전통놀이 체험
장소

중원로터리

문화재 야행 학당 운영
문화재 이름 초성퀴즈, 색칠하기
장소

진해역

전통춤이 있는 인문학 강의
전통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장소

진해역

야식 夜食
추억의 먹거리 체험
이순신주먹밥 만들기, 진해엿, 진해
콩, 아이스케끼, 뻥튀기 등 옛날먹거
리를 추억하는 기회 제공
장소

장옥거리

밤마실 야시장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음식물 판매
등 특산물 레시피 따라하기
장소

중원광장

유택렬 화백 작품전
장소

흑백다방

야시 夜市

역사를 체험하다

부엉이 달빛 자유시장

옛 장군복, 해군복, 근대복식 체험과
포토존 운영

지역 상인들과 지역예술작가들이 함
께하는 부엉이 달빛프리마켓 운영 및
기증품 반짝 경매

장소

군항마을 역사테마공원

근대역사로의 시간여행

장소

진해 중앙시장

100년전 근대문화공간 재현으로 당

지역예술가를 만나다

시의 거리모습 등 재현으로 체험 기
회 제공

지역 작가들과 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 및 판매

장소

진해역

장소

중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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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만하세병, 춤추는 문화재)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본영을 시작으로 삼도수군통제영 300여년의 통제영 역사가 현재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되었음. 김춘수, 박경리, 유치환, 윤이상 등 쟁쟁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의 도시, 전통공예 도시의 모태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과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야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영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 향유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6월 3일(금)~6월 5일(일)

문화시설

대상문화재

통영VR존, 통영우체국, 통영시립박물관, 역사홍보관, 병영체험관, 통영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윤이상기념관

통영 세병관(국보)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사적)
갓일(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국가무형문화재)

야경 夜景
만하세병, 은하수를 찾아서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행사장 내 미디어아트 영상 투사, 야간경관 조명을 통한 행사장 분위기 조성, 연출

두석장(국가무형문화재)

장소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국가무형문화재)
염장(국가무형문화재)
통영 문화동 벅수
(국가민속문화재)
통영시립박물관(구 통영군청)
(국가등록문화재)
통영 해저터널(국가등록문화재)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우수사업

행사장 전체

승리의 바다 ‘통영 밤바다 해상 투어’
해상에서 문화유산 야간경관 조망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통영만의 차별화된 해상투어 프로
그램 운영
장소

통영항 일원 (승선지 : 도남관광단지)

타임머신, 통제영 VR 체험
통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VR로 체험
장소

통영VR존

19

문의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22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055-644-5222
홈페이지

https://tyhansan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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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夜路
통제사의 일기
ICT 기반 스마트 에듀테인먼트 프로
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흥미와 이해
도 증진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 파수꾼
조선시대 수군복을 입고, 통영 문화
재 야행과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관람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야화 夜畵
파루와 인정(통제영 개폐)
조선시대 성문을 닫고 열었던 의식행
사를 행사기간 반대의 의미인 ‘파루
(개방)와 인정(폐문)’으로 적용하여 통
제영 종루(망일루)에서 종과 북을 설
치하여 울리는 퍼포먼스 연출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을 지켜라
조선시대 순라꾼의 필수품인 조족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당시 조선수군의
삶을 간접 체험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야설 夜說		
특별기획 공연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취지 안내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와
활용방안 공유, 제안 프로그램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야사 夜史

야시 夜市

삼도수군 통제영 무과체험

도깨비난장 마당

통제영의 수군 훈련상 시연을 통해
관람하고, 당시 무과 과목을 재현하고
체험

통영도깨비(통영오광대) 분장 배우가
돌아다니며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초정아트 마켓

통영의 국가무형문화(기능) 작품전시
및 시연ㆍ체험 프로그램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구도심 빈 상
가에 문화예술단체를 입점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이충무공 해전승리 및 통제영
병영 체험마당
한산해전 및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13개 해전과 조선시대 조
선수군의 병영 체험을 보드게임화한
프로그램 체험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야숙 夜宿
통제영에서 하룻밤 1박2일

국가무형문화재(예능) 3개 종목 공연

통영 문화재 야행과 연계한 1박2일
투어 프로그램 운영

통영 착량묘

그날이 오면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근ㆍ현대의 통영 이야기를 각색하여
연출
장소

통영우체국

통제영 12공방 프로젝트

통영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장소

장소

통영시립박물관(구 통영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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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항남1번가

야식 夜食		
통제영, 다정(茶亭)
사서에 기록된 통영유과와 약과를
전통차와 함께 판매
장소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 곳간을 열어라
통영 문화재 야행 참여도에 따라 인근
상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평통보 지급
장소

행사장 내

통제영, 장시이야기
통영시와 업무협약을 통한 통영사랑
상품권 배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프로그램
장소

인근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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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문화재 야행

함안군

(무궁무진, 무진정 야(夜)들이)

함안 아라가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함안 무진정과, 대산리 석조삼존상, 성산산성 각각에 테마를 두고 연출하여 역사 · 풍류 · 신명이라는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발견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창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9월 23일(금)~9월 25일(일)
19:00~24:00

대상문화재
함안 무진정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함안 성산산성(사적)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보물)
함안낙화놀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문화시설
함안역 광장, 무진정, 괴산재, 성산산성 탐방로, 석조삼조상 정각, 함안 낙화놀이 전수관(체
험실, 전시실, 야외마당)

야사 夜史
소곤소곤 역사 이야기
무궁무진 무진정 이야기 / 석조삼존상 이야기
장소

무진정, 성산산성, 괴항마을, 대산리 석조삼존상 정각

함안화천농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야경 夜景
밤에 피는 함안 유료
밤에 피는 아라홍련 / 무진정의 光舞 / 함안의 낙화 ※ 일부 유료
장소

무진정 성산산성

문의
함안군청 가야사담당관
055-580-2554
(사)경상남도무형문화재
함안화천농악보존회
055-586-0979
홈페이지

www.haman-yahaeng.com
※ 2022. 4. 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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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夜路

야설 夜說

야식 夜食 / 야시 夜市

연인들의 두근두근 길 동행

예(藝)단법석

시끌벅적 저잣거리 유료

성산산성 하늘길 걷기

아라가야 잽이들의 야(夜)놀자 / 삽작
거리 버스킹

함안의 야시장 & 함안짬뽕

장소

무진정 성산산성, 괴항마을

장소

무진정, 성산산성, 괴항마을, 대
산리 석조삼존상 정각, 함안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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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무진정, 성산산성, 괴항마을, 대
산리 석조삼존상 정각, 함안역
광장

401

0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문화재 야행

서귀포시

(신화와 전설의 고장, 서귀포!)

신들의 고향 제주.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 서귀포를 재조명하며, 신화의 전설, 그리고 신들의 도시로 거듭날 서귀포 야행 2022년에도 진행
함으로서 서귀포 문화재 야행만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제주 고유의 신화문화를 지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함과 동시에 관광상품으로 발전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6월 3일(금)~6월 5일(일)
9월 24일(토)~9월 25일(일)

문화시설
칠십리야외공연장, 천지연공연장

대상문화재
탐라순력도(보물)

야로 夜路

천지연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신들의 정원 유료 1박2일 2박3일

천지연 담팥수 자생지
(천연기념물)

해양공원 입구부터 천지연 폭포까지 10장소 스팟에서 만나는 신들
장소

천지연폭포 및 해양공원 일원

천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서귀진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연기념물)

神과 함께! 제주신 퍼레이드 유료 1박2일 2박3일
1만8천 신들의 퍼레이드 진행
장소

천지연폭포 및 해양공원 일원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홈페이지

https://sgpculturenight.org/
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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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 夜史

야화 夜畵

야시 夜市

희망기원 퍼포먼스

빛 & 문화재

만덕객주 프리마켓 유료 1박2일 2박3일

희망기원 신 퍼포먼스(코로나 퇴치
굿과 제주도민 행복 염원)

탐라순력도 라이트패널 병풍 전시

문화재 프리마켓 진행

장소

천지연폭포 및 해양공원 일원

연등 소원빌기 및 야간조명 /
신화등 전시

장소

천지연폭포 일원

장소

천지연폭포

웹툰 & 제주신화
제주 신화 설화 만담 웹툰 전시
장소

천지연폭포 일원

천지연 폭포 연등 띄우기 행사 진행 등
조명 및 신화등 등 미디어 아트 전시
장소

천지연폭포 및 해양공원 일원

야설 夜說

제주여신 선발대회 유료 1박2일 2박3일

신과 함께 연희극

제주 12신 선발대회

창작 연희극 “신들의 대화” 공연

장소

천지연 야외공연장

장소

서귀포시립해양공원 및 천지연
폭포 일원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유료 1박2일 2박3일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진행
장소

천지연 야외공연장

문화재야 놀자
제주 전통 공연
장소

야식 夜食
길 위에 신들의 만찬 유료 1박2일 2박3일
포차, 푸드트럭 운영. 각 부스당 제주
향토음식, 특산물 활용 음식을 1개
이상 제공 / 야식과 함께 하는 제주
문화 관람
장소

천지연폭포 및 서귀포항 부두
일원

천지연 폭포 일원

야숙 夜宿
신화와 전설을 품은 야숙
유료 1박2일 2박3일

여행사와 연계, 야행 행사 참여 상품
기획
장소

서귀진지, 원도심, 칠십리시공
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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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문화재 야행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연번

지역

001

동대문구

002

서울 서대문구

003

종로구

사업명

자치단체

2022 동대문구 문화재 야행

주관단체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02-2127-5208

02-3295-5562

(별을 따라 걷는 길)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8998

070-7575-2351

종로구, 세종마을 문화재 야행
(궁의 서쪽, 별별 밤길 축제)

종로구청 문화과
02-2148-1823

-

(월하홍릉)

2022 서대문 문화재 야행

004

부산

전역

부산 + 2022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부산, 희망을 꽃피우다!)

부산광역시청 문화유산과
051-888-5112

005

인천

중구

2022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중구청 문화관광과
032-760-6472

006

광주

동구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007

대전

동구

008

울산

21

(재)동대문문화재단
(주)필더필

인천관광공사

032-899-7421

동구청 문화관광과
062-608-2403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재 야행
(소제호 달밤 수다)

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042-251-4202

-

중구

울산 중구 문화재 야행
(수령칠사(守令七事))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4

052-275-3014

수원시

2022 수원 문화재 야행
(기억의 문이 열리는)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3085

031-290-3572

010

양주시

양주 문화재 야행
(양주관아지, 밤길에 역사를 거닐다)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5673

011

강릉시

강릉 문화재 야행 19 21
(빛으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012

춘천시

춘천 문화재 야행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춘천으로 떠나는 낭만달빛산책 “월하자적(月下自適)”) 033-250-3086

013

보은군

보은군 + 문화재 야행
(피반령 도깨비와 떠나는 인산인해 회인 야행)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2022 청주 문화재 야행
(달빛 항해, 희망을 향해)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436

043-219-1020

충주 문화재 달달 야행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1

043-723-1350

2022 공주 문화재 야행
(모던판타지)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041-852-1322
041-732-2395

009
경기

강원

014

충북

청주시

20

20

비고

(주)우리같이

사전신청

유료 1박2일

유료

유료 1박2일

(재)수원문화재단

강릉문화원 문화재활용팀

033-823-3205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유료

유료 1박2일

유료 사전신청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유료 1박2일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유료 1박2일

공주문화재단

유료 2박3일

논산문화원

유료 1박2일

015

충주시

016

공주시

017

논산시

강경 문화재 야행
(기억의 징검다리)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664

당진시

당진 수리(水利) 문화재 야행
(천년 방죽 합덕제, 물꼬를 트다!)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4931

-

유료

019

부여군

부여 문화재 야행
(백제달빛 아래 사비 밤마실)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6

-

유료 1박2일

020

아산시

아산 문화재 야행
(선비의 숨결, 외암마을 야행)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CN아트
010-4889-3581

유료 1박2일

021

군산시

군산 문화재 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2~3

-

2022 김제 문화재 야행
(징게맹갱 밤마실 가자~!)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

남원 문화재 야행
(광한청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유)지리산섬진강문화재
활용사업단
063-636-1855

018

022
023

충남

전북

김제시

남원시

유료

유료 사전신청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무주문화원

비고

024

무주군

무주 문화재 야행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 - 風流)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063-324-1300

025

부안군

부안 문화재 야행
(서해바다를 품은 부안, 오대양을 향하다)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265

063-244-3177

026

익산시

익산 문화재 야행(夜行)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3

070-5176-1486

027

전주시

전주 문화재 야행
(전주적 야행시점,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139

-

유료

028

목포시

목포 문화재 야행
(목포 모던타임즈)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

유료

순천시

순천 문화재 야행
(순천인물열전)

순천시청 문화유산과
061-749-6814

-

030

여수시

여수 문화재 야행
(1898년, 여수총쇄록에 담긴 명승고적)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061-659-4756

-

031

경주시

2022 경주 문화재 야행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054-743-7182

032

고령군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
(고분에 걸린 달빛소리)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52

054-950-6423

033

안동시

안동 문화재 야행
(월영야행)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054-840-3421

034

영덕군

영해 달빛 야행
(잊혀진 역사에 등불을 비추다)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531

010-5854-9088

035

거제시

2022년 거제 문화재 야행
(포로수용소의 밤)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055-639-3404

036

김해시

김해 문화재 야행
(김해에서 본 가야)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055-320-1213

037

남해군

2022 남해 문화재 야행
(유배자처! 낭만객의 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34

055-864-6969

038

밀양시

밀양 문화재 야행
(천년의 얼을 만나다)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055-356-9655

039

사천시

사천 문화재 야행
(삼천포의 밤을 밝히다)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055-831-2716

040

진주시

진주 문화재 야행
(진주 쇄미록, 진주성 민초이야기)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055-749-8581

055-795-3213~5

041

창녕군

창녕 문화재 야행
(가소(佳宵)로운 비사벌)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055-530-1464

010-7461-7474

042

창원시

진해 문화재 야행
(진해군항, 100년의 흔적을 찾아서)

055-225-3683

043

통영시

통영 문화재 야행 19
(만하세병, 춤추는 문화재)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22

044

함안군

함안 문화재 야행
(무궁무진, 무진정 야(夜)들이)

함안군청 가야사담당관
055-580-2554

서귀포 문화재 야행
(신화와 전설의 고장,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64-710-6978
070-8990-9999

전북

029

전남

20

19

21

21

경북

경남

045

제주 서귀포시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사)오래된미래연구소

유료 1박2일

유료

익산문화관광재단

경주문화원

사전신청

(사)고령군관광협의회

유료 1박2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유료 1박2일

(주)메이드인피플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팀
남해 문화원

밀양 문화재 야행추진위원회

-

1박2일

사전신청

유료 1박2일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진주문화관광재단
창녕예총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055-644-5222

(사)경상남도무형문화재
함안화천농악보존회
055-586-0979

유료

유료 1박2일

1박2일

유료

유료 1박2일

2박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