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선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입니다. 

방방곡곡 365일,
생생한 즐거움이 가득 

생생문화재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지역별 가이드

생생문화재는 유형 ·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들을 활용한 

공연, 체험, 교육, 답사, 스테이를 통해 문화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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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1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독립의 그날로 시간여행 010

002 중구 엄마야, 누나야 정동가자! 011

003 중구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 012

004 동대문구 살아 숨 쉬는 선농단, 풍년을 기원하다 013

005 관악구 낙성대 별별극장 014

006 광진구 아차산 뫼아리 015

007 중랑구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016

008 송파구 ‘한류의 원천, 백제를 본다’ 017

009 동작구 충과 효가 생생(生生)한 역사 나들이 018

010 성북구 간송 컬렉션 시리즈 019

011 성북구 선잠단 이야기 마실 020

012 마포구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양화나루에서 만나게” 021

013 금천구 놀면 뭐하니? 호암산성 홍보맨 022

경기

034 양주시   생생 in 양주관아, 양주목의 역사를 찾아서 

 사람 In 양주관아

044
045

035 용인시 1232년, 처인성과 마주하다 046

036 김포시 조선의 관문 ‘덕포진’ 047

037 연천군 연천, ‘Corea’를 談다 048

038 하남시 최고(古)의 하남, 미사리 049

039 수원시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050

040 포천시 ‘용암이 빚은 예술품’ 포천 한탄강 생생체험 051

041 파주시 행 아웃 위드 방촌 052

042 파주시 파주 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053

043 평택시 숨쉬는 500년 객사 -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 054

044 화성시   화성3·1운동 시간 탐험  

- 여럿의 숨을 모아, 독립을 외치다 - 055

045 부천시 만화 문화재 탐험 056

부산

014 서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보낸데이(day)~! 023

015 동구 문화, 공감의 문을 열다 024

016 금정구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025

017 수영구 수영성 이야기 - 수영에 뜬 불멸의 별 026

018 기장군 기장 문화재 스토리텔링 027

대구

019 수성구   물따라 걷는 행복수성 역사여행 

 신통방통 인공지능 문화해설사

028
029

020 달서구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 030

021 동구 생생한 그 날로 고고(古古) Go! Go! 031

울산

030 남구 도심 속 이휴정, 울산 문화유산 꽃피우다 040

031 울주군   한민족 문화의 시원,  

반구대계곡의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041

032 중구 학이 날아든 동헌 042

세종

033 세종시 절재 김종서의 문무를 배우다 043

광주

022 동구 2022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032

023 서구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033

024 북구   무등의 의병장을 만나는 시간여행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Ⅳ> 034

025 광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035

인천

026 중구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036

027 미추홀구 문학산에 숨은 비류왕의 별빛 야행 037

028 서구   인천서구문화원 생생문화재  

‘서구의 마블 묘(墓)두해’ 038

029 계양구   生生 계양여행  

<다시 만난, 多色 매력 우리고을> 039

강원

046 춘천시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057

047 원주시   상상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절터,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058

048 원주시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 마을 만들기 059



충북

067 청주시 정북동토성 마한의 꿈 078

068 청주시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 079

069 충주시 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Talk-Tok) 080

070 보은군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081

071 보은군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082

072 옥천군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 083

073 진천군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084

074 괴산군 괴산 이음 도서관 085

충남

075 천안시 山溜穿石! 그래 석오처럼 086

076 천안시   청소년 실학여행, 천[天]·안[安]·지[地]·인[人] 087

077 공주시 수촌리, 웅진 천도의 베일을 벗기다 088

078 공주시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 

   공주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AR 실감콘텐츠 

090

091

079 아산시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092

080 아산시 둘러보‘공’ 놀아보‘세’ 093

081 아산시 온주아문 秀樂하다! 094

082 서산시 성벽에 새긴 역사 095

083 서산시 보원사지, 백제를 꿈꾸다 096

084 논산시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三道樂) 097

085 논산시 옛 강경포구의 영광을 재현하다 098

086 당진시 면천읍성 360도 투어 099

087 금산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순례길 따라 걷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진산 성지성당 탐방) 100

088 부여군 동헌에서 피우는 문화향기 101

089 부여군 생생와박사! 정암리 와요(瓦窯) 102

090 부여군 황금새 가림성에 내려앉다 103

091 서천군 모여봐요 동백의 숲! 104

092 청양군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105

093 홍성군 백년을 이어온 항일정신 106

094 예산군 룰루랄라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 놀아보자 107

095 예산군 황새 훨훨~ 사람 생생~ 108

전북

096 전주시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뫼시다 109

097 전주시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  

- 관풍찰속(觀風察俗) 승류선화(承流宣化) 110

098 군산시   근대군산 시간여행  

- 거리마다 이야기가 피어난다 111

099 군산시   기억의 창고 ‘군산항’  

-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 - 112

100 익산시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있지? 113

101 정읍시 다시 피는 녹두꽃 114

102 남원시 육룡이 황산에서 나르샤! 115

103 김제시 김제 사또 출두야 116

104 완주군 웅치·이치전투에서 3·1 독립 만세까지 117

105 진안군 진안고원 불사름, 섬진강 물사름과 조우 118

106 무주군 적상산성 生生(적상산성 同行) 119

107 장수군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120

108 임실군 비끼시오~ 임실 오수까지! 121

049 원주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060

050 강릉시   강릉에서 生生한 樂을 즐기다  

- 春夏秋冬 절기 농악 잔치! - 061

051 강릉시 명승에서 우리를 잇다 062

052 동해시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 063

053 동해시 동해의 신선, 「심동로」 064

054 태백시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065

055 태백시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066

056 속초시 生生문화재와 떠나는 속초여행 067

057 삼척시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068

058 삼척시 천년의 꿈을 품은 긴잎느티나무 069

059 홍천군 홍천에 史며들다! 070

060 홍천군 다시 꽃피우는 풍암리 동학농민혁명 071

061 영월군 영월부 관아, 문화의 場을 열다 072

062 영월군 영월 역사문화 공감 On 다함께 즐겨~you 073

063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074

064 정선군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075

065 철원군 평화의 꽃이 피는 생생 철원 076

066 고성군 꽃이 피는 나루에서 펼치는 그린나래! 077



109 순창군 7일의 왕비 단경왕후, 옥천지관에서 만나다 122

110 고창군   체찰사 이원익,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하는  

무장읍성 역사기행 123

111 고창군 모양성에 반하다 124

112 부안군 부안 우반동! 반계선생의 생각발전소 125

전남

113 목포시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 126

114 목포시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127

115 순천시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 128

116 나주시 기언(記言)! 말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 129

117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130

118 광양시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마로산성) 131

119 광양시 광양 生生 김 여행 132

120 담양군 생태도시 담양 - 문화재와 소통(疏通)하다! 133

121 담양군 역사의 빛, 의향문화재를 만나다 134

122 곡성군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135

123 보성군 문화를 가꾸고 누리다, 보성여관 136

124 강진군 조선 500년 병영성 번영을 쌓다 137

125 해남군 문화재 손 잡고 미래로~새앵 138

126 장성군 하늘감동 ‘엄동설한 청개구리’ 139

127 완도군 완도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140

128 진도군 2022 삼시세끼 농악마실 141

129 신안군 천사의 선물 천일염, 生生 소금밭체험 142

경북

130 포항시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다 143

131 포항시 생생 이야기가 살고 있는 문화재 144

132 포항시 포항은 알아, ‘뇌록’의 비밀을 ! 145

133 경주시 21C 글로벌 리더양성 新화랑풍류체험 146

134 경주시 경주읍성 생생 나들이 147

135 안동시 탈 쓰고 탈 막세 148

136 영주시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 149

137 영주시 골목따라 추억따라 관사골이야기 150

138 영천시 영천 Ycats 탐험대 151

139 문경시 문경새재에서 ‘사기장(沙器匠)’의 길을 걷다 152

140 경산시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 153

141 의성군 생생의 문 앞에서 서애 류성룡을 만나다 154

142 청송군 천혜의 자연과 역사를 품은 청송 生生여행 155

143 청도군 일록일청 도담도담 SINGSING♪ 라이프 156

144 고령군 생생(生生)한 대가야를 만나다 157

145 성주군   출산장려 / 성주군 여행상품 개발 프로젝트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2일! 158

146 봉화군 황금닭의 고운 품속 159

147 봉화군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사업 160

148 울릉군   문화재와 울릉도 근현대사와의 만남  

(누려보자 문화 울릉도) 161

경남

149 통영시 생생문화재 통영 이순신학교 162

150 통영시 통제영 생생문화재 - GOOD이로구나! 163

151 김해시 2022 Talk하면 通하는 생생 가야나들이 164

152 밀양시 2022 생생문화재 밀양의 ‘춘, 추’ 165

153 의령군 정암철교 역사에 문화를 더하다 166

154 함안군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生生마실’ 167

155 고성군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168

156 하동군   2022 천년 하동의 재발견, 세 번째 이야기  

<성돌의 귀환> 169

157 산청군 목화야 놀자 - 화도화(花桃花) 이야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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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서귀포시 코로나 치유 - 310광년 남극노인성, 별빛 나들이 172

160 제주시 신석기시대 첫 사람, 제주 선샤인 173

161 제주시   무아지경 신(神) 바람, 신나는 Good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미디어아트  

“풍신(風神) 영등할망 마주하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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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국내외 글로벌 청년 대상 맞춤형 온 · 오프라인 참여형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 / 역사 교류 및 투어를 통해 현장감 있게 경험하며 글로벌한

시선으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전통시장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서대문형무소,  
독립의 그날로 시간여행

대상문화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서울 독립문 

(사적)

문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1121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주) 

010-5669-9618

홈페이지  

https://fundaykorea.me

독립의 별을 따라 걷다

일정 6월~11월(4회)

장소 영천시장 →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

대상 60개국 주한 외국인(200명)

내용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를 재현극과 

콘서트, 체험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전통

시장 연계 다크 투어리즘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서대문형무소 글로벌 문화기획자 양성

일정 7월~8월

장소 서대문형무소

대상 외국인(30명) / 한국인(30명)

내용  한국의 근현대사와 외국의 유사한 역사 사례 공

유 및 서대문형무소 테마별 홍보 콘텐츠 기획 및 

미션투어, 콘텐츠를 제작 및 발표를 통해 세계로 

서대문형무소를 전 세계로 알리는 프로그램

Share-Escape 서대문형무소

일정 4월~5월

장소 온라인(유튜브)

대상 외국인(4,000명)

내용  서대문형무소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으로 독립투사의 탈출을 돕는 POV(1인칭 시점) 

영상으로 현실감 있게 관련 역사와 스토리를 간접 

체험하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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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엄마야, 누나야 정동가자!

‘정동’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의 역사지리적 중요성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의 고유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

들에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음악회, 강연, 체험 등)을 제공하여 문화 소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 “학생들,   

대한제국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가다

일정 5월~10월(4회)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대상 초등학생(회당 20명)

내용  근대교육과 애국계몽운동의 역사 및 교실 체험

찾아가는 배재, 근대음악의 발원지 ‘정동’

일정 4월~10월(3회)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중구역사문화시설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내용  특강 ‘대한제국시기의 음악에 얽힌 이야기’

배재학당 건축학교 자유학기제

일정 5월~10월(4회)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대상 중학생(회당 20명)

내용  근대건축물의 의미와 공간 설계 체험

음악을 통해 본 정동

일정 4월~10월(4회)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중구역사문화시설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정동에서 불렸던 근대음악의 복원음악회

대상문화재

서울 정동교회 

(사적)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국가등록문화재)

배재학당동관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03

배재학당역사박물관 

02-319-5578

서울특별시

중구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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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

우리의 보물이자 문화재인 옛 그림과 그 안에 숨겨진 중구 이야기를 들려주며, 옛 그림 수묵 애니메이션 영상과 창작국악이 융합된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해설이 있는 공연, 그리고 더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시조창과 청소년 대상 옛 그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국보)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보물)

강세황 자화상 

(보물)

한양도성 

(사적)

시조창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택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03

여민 

02-798-7242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yeominrak21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

일정 9월 3일 ① 15:00, ② 19:30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대상 ① 초·중·고등학생(480명), ② 일반인(480명)

옛 그림 이야기 학교 - 옛그림 톡톡

일정 5월~7월(월 1회, 총 3회)

장소 중구이로움센터

대상 초등학생 3~6학년(회당 20명)

나도 화통콘서트 주인공 - 시조로 노래하다

일정 5월~8월(주 1회, 총 12회)

장소 평화정

대상 시조창을 배우고 공연할 일반시민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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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살아 숨 쉬는 선농단, 풍년을 기원하다

서울 선농단(사적)과 서울 선농단 향나무(천연기념물)의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  

밀접형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내가 왕이로소이다! 선농제향체험

일정 6월~8월(7회)

장소 선농단역사문화관

대상 중학생(회당 12명, 총 84명)

내용  과거 왕이 행했던 선농제향에 대해 배우고 재현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탐험하라! 동쪽의 푸른 용사단

일정 9월~10월(7회)

장소 선농단역사문화관 및 제기동 일대

대상   초·중학생(회당 14명, 총 98명)  

※ 사회적약자 지원(회당 7명)

내용  과거 기우제를 지냈던 ‘동방청룡(푸른용사)단’이  

되어 동대문구를 탐험하는 지역문화 탐방프로그램

마을 속 선농단, 도시농부학교

일정 5월~7월(14회)

장소 선농단역사공원

대상 지역민(회당 100명, 총 168명)

내용  선농단의 얼을 이어받아 도시농업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서울 선농단 

(사적)

서울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

문의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02-2127-5208

(재)동대문문화재단 

02-3295-55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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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낙성대 별별극장

관악구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강감찬 생가 터와 낙성대 3층석탑을 활용하여 교육,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재에 관심을 높이도록 함

대상문화재

낙성대 3층석탑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강감찬 생가 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의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2-879-5618

문화동행 

031-205-3022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culturejigi

낙성대 별별마당 유료

일정 5월 28일, 9월 24일(총 2회)

장소 낙성대

대상   가족(회당 50명) ※ 가족당 10,000원

내용  고려의 큰별 강감찬 장군 인형극 관람 /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 매사냥 이해와 체험 / 낙성대 탐방

과 안국사 헌화

놀면 뭐하니, 낙성대 가자

일정   ①   6월 11, 12, 18, 19, 25, 26일,   

11월 5, 6, 12, 13일 토, 일요일

②   6월 21, 28일, 9월 21일

장소 낙성대

대상   ①   일반인(회당 50명), ② 자유학년제, 사회적약자 

내용  강감찬 스토리 인형극 관람, 체험활동 / 낙성대 

탐방 / 택견공연 관람과 택견동작 배우기 / 문화

재지킴이 홍보 활동

낙성대 활동가 양성교육

일정 6월 7, 14, 21일 화요일

장소 낙성대 / 줌

대상   성인(회당 10명)

내용  고려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 / 문화유산의 이해와 

활동가의 역할 / 낙성대, 강감찬 생가 터 탐방 / 

문화유산 활용 사례와 낙성대 프로그램 공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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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아차산 뫼아리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을 지켜주던 아차산성을 ‘뫼아리’라는 가상의 존재로 재탄생 시켜 아차산성에 얽힌 역사와 인물, 사건을 콘텐츠화하

고, 문화유산 체험 및 관광, 공연, 문화재 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차산성을 시민과 문화유산이 공

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아차산성 배움터

일정   6월~10월(5회)

장소   아차산성 일원

대상   지역민(성인)(총 20명 내외)

내용   활용사업 진행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짜 온달을 찾아라

일정   6월~10월(1회)

장소   나루아트센터

대상   관내 초등학생(온라인)(회당 25학급 

내외) ※ 사회적약자(회당 5학급)

내용   아차산성에서 전사한 ‘온달장군’과 

관련된 관객참여형 역사 연극

아차산 뫼아리 사전신청

일정   ① (공연) 7월~8월 중(2회), ② (탐방) 9월~11월 중(6회), ③ (체험) 10월 중(3회)

장소   ① 나루아트센터, ② 아차산성 일원, ③ 광진구 관내

대상   ① 가족(회당 300명 내외) ※ 사회적약자(100명 내외) 

② 연극 관람한 가족 중 신청자(회당 10명 내외) 

③ 가족(회당 100명 내외) ※ 현장접수

내용   ① (공연) 아차산성의 정령 ‘뫼아리’와 함께하는 관객 참여형 “문화재 보호와 보존” 연극 

② (탐방) 아차산성의 정령 ‘뫼아리’와 함께하는 아차산성 탐방 

③ (체험) 광진구 아차산성과 관내 문화유산 소개 및 어린이 고고학자 체험

대상문화재

아차산성 

(사적)

문의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7593

(재)한강문화재연구원 

070-4652-5360

서울특별시

광진구

006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16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문화유산의 활성화 및 가치전달로 보존적 효과 증대 / 직접적인 체험형식으로 비밀결사 조직과정, 활동과정 등을 생생

하게 이해 / 문화재를 친숙하게 하는 “헤리티지 스타트” 실현

대상문화재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서광조 묘소 

(국가등록문화재)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서동일 묘소 

(국가등록문화재)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재영 묘소 

(국가등록문화재)

아차산 봉수대 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의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02-2094-1818

중랑문화유산 

010-8465-1945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jnsangsang

특명! 비밀결사의 단원이 되어라! 유료 

일정   7월~10월(10회)

장소   오재영 묘소(망우리 공원)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30명) ※ 1,000원

내용   비밀결사 조직하기 / 암호해독 및 비밀장소 이동 

/ 감사엽서 작성 / 독립군 활동 보드게임

특명! 독립군밀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라! 유료 

일정   4월~5월(10회)

장소   아차산 봉수대 터(봉수대 공원)

대상   초등학생 저학년(30명) ※ 1,000원

내용   독립군 통신체계 및 전달방식 체험

망우 메모리얼 투어 유료 

일정   1월~12월(6회)

장소   서광조·서동일·오재영 묘소(망우리 공원)

대상   성인(20명) ※ 1,000원

내용   망우리 공원에 안장된 유·무명 독립운동가 묘역 

탐방

특명! 독립군 활동기반을 마련하라! 유료 

일정   7월~8월(4회)

장소   서동일 묘소(망우리 공원)

대상   청소년(20명) ※ 1,000원

내용   묘소탐방 / 업적 소개방안 마련 / 야외문화재 관

리 실습(관람환경개선-환경정화 등)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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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한류의 원천, 백제를 본다’

고대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한성백제 문화유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이미지화하여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송파

를 브랜드화 함

백제돌말극장

일정   10월 중

장소   석촌동고분군

대상   일반인

내용   공연 관람 및 체험부스 운영

기억의 향연 - 백제왕도

일정   10월 중

장소   풍납백제문화공원

대상   일반인

내용   여러 개의 문화체험 부스 운영

백제의 꿈, 별을 쏘다

일정   6월 중

장소   석촌동고분군

대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내용   체험의상 입기 등 비참여형·참여형 프로그램

비지트인 한성백제

일정   6월 및 9월 중

장소   풍납백제문화공원 / 석촌동고분군 / 몽촌토성

대상   일반인

내용   박물관, 공연 관람 등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풍납동토성(사적)

석촌동고분군(사적)

몽촌토성(사적)

문의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 

02-2147-2017

(사)문화살림 

02-3401-0660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olja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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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18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충과 효가 생생(生生)한 역사 나들이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체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동작구의 문화유산가치 재인식과 역사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용양봉저정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사육신 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문의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02-820-2946

동작문화원 

02-822-8500

홈페이지  

www.dongjaktv.net

토크콘서트 「충효」 한 걸음 더 동작 속으로

일정   9월~10월(3회)

장소   사육신역사관

대상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지역민(회당 30명)

내용   (강연) 역사 이야기 / 주민이 참여하는 역사  

스토리텔링 / 전통놀이 체험 및 전통문화공연

충효길 역사산책 「비밀 342, 암호 227」

일정   7월~10월(12회)

장소   사육신 묘, 용양봉저정

대상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지역민(회당 15명)

내용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및 부대사업

사진공모전 「눈을 크게 뜨고 동작봐라!」

일정   공모 : 6월~7월

장소   용양봉저정 등

대상   일반인

내용   지역 문화재 관련 사진 공모·전시

어울음악회

일정   7월~10월(12회)

장소   사육신 역사공원, 용양봉저정

대상   일반인

내용   문화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전문공연팀 및  

생활동아리 공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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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간송 컬렉션 시리즈

간송컬렉션 시리즈 세 번째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통 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박물관인 보화각의 

건축학적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국민에게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간송 유물 콘텐츠를 다각도로 보여

주며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효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대상문화재

서울 보화각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08

간송미술문화재단 

02-744-7830

홈페이지  

http://kansong.org

간송컬렉션 아카데미 - 보화각 사전신청

일정   9월 7일~10월 5일 수요일 14:00~15:40(5회)

장소   성북구청 성북아트홀

대상   지역민, 지역내 대학생 등(30여 명)  

※ 사회적약자 우선 신청(10명)

내용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

관인 보화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

간송컬렉션 -   

문화재,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자유학기제

일정   3월 1일~12월 31일(총 22회)

장소   성북구관내 중학교 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대상   지역내 중학생,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가치와 간송의 업적을 

알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험

보화각 전시 사전신청

일정   4월 중순~5월 초(예정)

장소   간송미술관

대상   일반인

내용   간송이 수집한 소장품 전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수집 보존하여 문화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간

송 전형필 선생의 유지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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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2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선잠단 이야기 마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관한 선잠제를 지냈던 장소이자 문화재인 ‘선잠단지’에 대해 알아보며 성북선잠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선잠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문화재 인식제고와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서울 선잠단지 

(사적)

문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744-0027

코리아헤리티지센터 

02-355-7990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
koreasharer

https://www.facebook.com/

hsekorea

Silk Road

일정   4월~12월

장소   서울 선잠단지, 성북선잠박물관

대상   일반인 및 취약계층(20명 내외)

Culture Road 유료 

일정   4월~7월

장소   서울 선잠단지, 성북선잠박물관

대상   일반인 및 외국인

선잠제 풍요를 느끼는 길

일정   9월~11월

장소   서울 선잠단지, 성북선잠박물관

대상   일반인,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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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양화나루에서 만나게”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을 중심으로 외국인선교사묘원, 절두산 순교성지 일대의 문화유산, 한강과 어우러진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제공

대상문화재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 

(사적)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국가등록문화재)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삼해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마포구청 관광과 

02-3153-8674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02-719-1495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sangsangyangwha

근대의 물결을 타다 유료

일정   4월~10월(21회)

장소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 일대

대상   일반인(30명 내외)

내용   한강 양화나루 일대 뱃길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관광적 가치를 다양한 테마의 답사로 운영

나루에서 수군수군

일정   2월~10월(4회)

장소   양화진 역사공원

대상   초등학생(20명 내외)

내용   양화진(군진)에서 임금, 군사와 관련한 루벽진(병영 

별자리), 나루 일대를 다닌 사공이 보던 별자리와 

관련한 교육 및 계절별 별자리 관측

양화진 나루잇기

일정   7월~12월(10회)

장소   양화진 역사공원, 광흥당

대상   초등학생 동반 가족(20명 내외)

내용   추정복원된 군진터에서 군사진영, 나루 관련  

교육, 놀이, 체험 프로그램

나루에서 만드는 삼해주와 시선배

일정   2월~9월(9회)

장소   양화진 역사공원, 광흥당

대상   초등학생, 65세 이상을 동반한 가족 / 학생단체 / 

일반인(20명 내외)

내용   마포의 전통주인 삼해주와 국가문화재인 막걸리  

빚기 진행 / 양화나루 일대에 다니던 시선배를  

복원하여 진수식을 진행

01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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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22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호암산성 홍보맨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서울 호암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주민 스스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호암산성이 금천구의 대표 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금천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의 확장 및 안정화를 기함

대상문화재

서울 호암산성 

(사적)

문의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02-2627-1453

교육나눔협동조합 

02-802-1101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
educoopgc

호암산성 생생축제

일정   10월(총 1회)

장소   호암산숲길 공원

대상   일반인(100명)

내용   호암산성을 주제로한 다양한 체험 행사, 인형극 

제작 및 공연 등 문화축제 진행

내가 알리는 호암산성 시즌2(작품공모전)

일정   3월~11월(총 1회)

장소   호암산성 및 호암늘솔길, 금천구 일원

대상   일반인(50명)

내용   서울 호암산성 스토리를 주제로 작품공모대회 개

최,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탐방객들과 공유

호암산성길 해피워킹

일정   5월~6월(총 2회)

장소   호암늘솔길 및 호암산성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내용   금천구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의 직접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며, 호암산성의 문

화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함

호암산성학교

① 생생해설사 강사양성 / ② 어린이 고고학 교실

일정   ① 4월~7월(15회차) / ② 7월~9월(총 3회)

장소   교육장, 호암산성 및 금천구 문화유산 소재지 일원

대상   일반인(15명) / 어린이(회당 15명)

내용   ① 호암산성의 의의와 역사, 금천구 문화역사 등 

교육, 이후 금천구 문화재 활용사업 강사 활동을 

목표 / ② 여름방학 캠프 형식으로 운영, 호암산성 

고고학 교실 및 발굴보존 체험·호암산성 탐방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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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보낸데이(day)~!

부산 서구의 대표 문화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교육, 공연, 전시, 강연, 답사를 통해 하루(Day) 동안 문화재 가치를 이해하고 흥미

롭게 다가가는 콘텐츠 향유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쌍자총통(보물)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보물)

지자총통(보물)

관북여지도(보물)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보물)

고려사(보물)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전차(국가등록문화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국가등록문화재)

대원군 초상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동아대학교 명현초상 일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이덕형 초상 초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정선 필 청풍계지각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홍현주 필 산수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휴대용 평면해시계(평면일영)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문의    

서구청 문화관광과 

051-240-4066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051-200-8499

홈페이지  

http://museum.donga.ac.kr

생생(生生)한 임시수도 정부청사 스쿨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 주중 상시 / 매달 셋째주 토요일

장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대상   초등학생·청소년·문화소외계층(20명 내외)

내용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속 대표 국가(시)지정·등록

문화재를 주제로 한 대상별 맞춤형 창의체험 교육

※ 주말 박물관 학교(초등학생 대상 월별 체험 콘텐츠)

※ 청소년 박물관 학교(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콘텐츠)

※ 나눔 박물관 학교(문화소외계층 대상 방문형 체험 콘텐츠)

신(新)소장품전(가제)X추(秋)향저격 콘서트

일정   10월~12월

장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대상   일반인

내용   보존처리 완료 또는 신규 지정·등록문화재를 주제

로 전시·공연·강연·체험 융합 콘텐츠 프로그램

임시수도 정부청사 문화예술아카데미

일정   4월~5월, 9월~10월 화요일

장소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 서구청

대상   지역민(50명 내외)

내용   문화재 및 예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지식을 

교류하는 고품격 강연·답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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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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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24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문화, 공감의 문을 열다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소재 문화재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대상문화재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064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공감 수정 

051-440-0740

홈페이지  

www.nationaltrustkorea.org

https://ntchmgsugung.
modoo.at/

문화공감 콘서트

일정   8월 27일, 9월 24일, 10월 22일, 

11월 26일(총 4회)

장소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외)

내용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의 야경과 

함께 즐기는 국악공연 

문화공감 민화체험

일정   10월 5, 12, 19, 26일,   

11월 2, 9일(총 6회) 

장소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용   전통 회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민화 그리기 체험 교육 및 전시

문화공감 꽃차체험

일정   7월 2, 9, 16, 23일(총 4회) 

장소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우리나라 토종 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꽃차 체험 프

로그램

전통문화 예술의 이해

일정   5월 27일, 7월 22일, 9월 16일,  

11월 18일(총 4회) 

장소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목적

으로 하는 인문학강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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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국내 최장(18,845m) 산성인 금정산성과 금정산성마을의 역사 · 문화 콘텐츠와 부산의 진산 금정산과 범어사의 생태 · 종교 콘텐츠를 융합

한 흥미로운 역사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확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대상문화재

금정산성 

(사적)

범어사 등나무군락 

(천연기념물)

금정산성부설비 

(부산광역시 기념물)

문의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051-519-4084

0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마을 한바퀴 유료

일정   3월 26, 27일 토, 일요일, 6월 4일 토요일(3회)

장소   금정산성마을, 금정산성광장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 1인 5,000원

내용   산성마을 역사 트레킹 / 산성마을 문화체험 / 금정

산 생태숲 체험, 대나무 물총전투, 마술공연

금정산성 별밤캠핑 유료 1박2일

일정   7월 16~17일 토~일요일

장소   금정산성광장, 금정산성 동문

대상   가족단위(100명) ※ 1인 10,000원

내용   가족캠핑, 역사·문화 공연, 이슬길 역사트레킹

금정산성 지도탐험 유료

일정   9월 17, 18일, 10월 15, 16, 22, 23일 토, 일요일(6회)

장소   금정산성광장, 금정산성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 1인 5,000원

내용   지도·나침반 활용교육, 보물지도 탐험, 보물  

지킴이 미션게임, 수호대 무예 공연, 금정비석 

이야기 투어

금정산성 워킹페스타 18845

일정   11월 12일 토요일(1회) ※ 온라인 10월 28일~11월 20일

장소   금정산성광장 → 동문 → 제4망루 → 금정산성광장

대상   오프라인 100명 / 온라인 1,000명

내용   산성길 걷기대회, 환경 정화 활동, 역사·문화 공연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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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수영성 이야기 - 수영에 뜬 불멸의 별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고 우수한 전통 민속예술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 체험교실 /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기는 전통 민속예술의 향연, 비용의 부담 없이 문화소외계층도 함께 즐기는 전통 민속예술 콘서트

대상문화재

수영야류 

(국가무형문화재)

좌수영어방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수영농청놀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수영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문의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067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051-752-2947

홈페이지  

www.suyeongminsok.or.kr

도담도담 전통 민속 체험교실 사전신청

일정   4월 1일~10월 30일(총 4회)

장소   수영민속예술관

대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내용   생생한 전통 민속 공연 관람 / 역사

탐방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 특별

한 전통 체험

하하하 전통 민속 콘서트

일정   6월 11일 토요일 14:00
장소   수영민속예술관

대상   일반인

내용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민속 공연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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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기장 문화재 스토리텔링

트레킹 · 탐방 · 체험을 통한 문화재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장의 역사를 재미있게 이해하며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재 향유 사업  

대상문화재

기장 장관청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기장읍성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 척화비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 죽성리왜성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 죽성리해송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 동부리 회화나무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 남산봉수대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문의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051-709-3972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051-505-2030

홈페이지  

http://www.storybusan.com/

html

도란도란 기장 문화재 트레킹 유료

일정  9월~10월(총 3회)

장소   황학대~대변항 트레킹 코스 

대상   일반인(60명) ※ 15,000원

내용   산길, 마을길, 해안길이 어우러진 문화재 탐방길

을 따라 걷는 힐링+역사 프로그램

여봐라, 기장 관리 오셨다! 자유학기제

일정   7월~10월(총 7회)

장소   기장읍성 일대 

대상   초·중학생, 사회적약자(105명) 

내용   기장에 부임한 관리가 되어 기장읍성 주변을 탐

방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기장 어린이기자 아카데미 유료

일정   8월~9월(총 5차시)

장소   기장도서관, 기장읍성 

대상   지역 초등학생(15명) ※ 30,000원

내용   기자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기장읍성을 취재해 

신문을 발행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018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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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물따라 걷는 행복수성 역사여행

우리 지역 문화재를 토대로 문화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는 높이고 문턱은 낮춰 미래세대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대상문화재

조각장 

(국가무형문화재)

상동지석묘군 

(대구광역시 기념물)

노변동사직단 

(대구광역시 기념물)

고산농악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욱수농악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문의    

수성구청 문화예술과 

053-666-2175

홈페이지  

https://www.suseong.kr

오 마이 god!(대표)

일정   4월~12월

장소   노변동사직단

대상   일반인(100여 명)

내용   노변동사직단 제례체험 및 공연관람

수성생생 문화의 달

일정   4월~12월

장소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상동지석묘군

대상   일반인(800여 명)

내용   농악공연 관람 및 체험, 청동기시대 체험

상감 꽃피다

일정   4월~12월

장소   천미사

대상   일반인(100여 명)

내용   조각장 상감입사 체험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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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성구청 문화예술과 

053-666-2175

019

신통방통 인공지능 문화해설사

문화해설사를 대신할 인공지능 해설사 앱 개발, 비대면 관광 수요와 관광객의 문화재 접근 편의성 및 흥미성 개선 

증강현실, AI 챗봇, AI 보이스

개발일정 : 5월~9월
운영일정 : 9월~12월

대상문화재

수성구 관내 문화재

[정보통신기술(ICT) 종류]

•증강현실(AR) 기술

-   문화재 현판 등에 카메라를 비추거나 지정된 GPS위치에 도착시 콘텐츠가 시작되어 문화재 

정보 제공 /   2D / 3D로 제작된 콘텐츠가 증강현실로 표현

•인공지능(AI) 챗봇 기술   

-   수성구 문화재 AI 전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관람객의 질문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변하는 

수성구 문화재 전용 챗봇 구축

•인공지능(AI) 보이스 활용   

-   전문 성우, 셀럽, 송선비(살아있는 캐릭터) 등 목소리를 인공지능 보이스 학습 기술을 통해 문

화재 설명에 활용 

•인공지능(AI) 영상 활용   

-   인공지능 영상 합성기술로 근현대 위인 또는 유형문화재 사진 등을 전문배우나 성우의 영상과 합

성하여, 실제 위인이나 유형문화재가 직접 설명하는 듯한 영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주제(컨셉)]

•  기존 문화해설사의 콘텐츠를 인공지능 기술에 담아 신기술과 기존 방식의 공존을 모색

[콘텐츠 이용방법]

•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AI 캐릭터’에게 질문을 하거나 QR코드, 특정 위치 등 촬영시 ‘AI 캐릭터’가 
등장하여 문화해설 진행

•  각각의 문화해설 콘텐츠는 ‘AI 캐릭터’ 대신 ‘수성구 으뜸 해결사’로 변경 가능

•  콘텐츠 교육을 마친 후 관련 미션 수행(OX, 객관식 퀴즈 등)

•  모든 미션 수행 후 모바일 수료증 제공

▼ 수성구 현존 송선비 해설사 ▼ AR 해설사 ▼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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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은 물론, 테마거리 등 탐방로 조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기획을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객에게 선사문화를 알리고 배우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대구 관광의 한축으로 

거듭나고자 함

대상문화재

진천동 입석 

(사적)

문의    

달서구청 문화관광과 

053-667-2194

달서구문화원 

053-554-4800

홈페이지  

https://dalseo.daegu.kr/
tour/index.do?menu_
id=01002607&servletPath= 
%2Ftour

가을밤의 도심 속 선사음악회

일정   9월 중

장소   선사유적공원

대상   지역민(500여 명)

달서구 비대면 시간여행 

일정   8월~10월

장소   선사유적공원 및 주요관광지

대상   일반인(200여 명)

달서구의 선사시대   

움 카페(Umm Cafe)

일정   10월~11월

장소   달서선사관

대상   지역민(100여 명)

선사시대로 랜드마크 조형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일정   연중

장소   상화로(거대 원시인 조형물)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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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생생한 그 날로 고고(古古) Go! Go!

신숭겸 장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뮤지컬 제작을 통해 신숭겸 장군의 순절과 충렬을 알리고 그의 업적을 영상콘텐츠화 

하여 세계적 콘텐츠로 제작하여 신숭겸 장군유적지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사업

대상문화재

신숭겸장군유적 

(대구광역시 기념물)

문의    

동구청 관광과 

053-662-4702

로아컴퍼니 

010-7774-4384

충의를 남기 Go 

일정   6월~7월

장소   아양아트센터

대상   일반인

내용   뮤지컬 신숭겸 공연

언제 어디서 Go

일정   8월~9월

장소   지역웹페이지 / 유튜브

대상   일반인

내용   웹 뮤지컬 신숭겸 시리즈

배우 Go 느끼고 Go

일정   3월~5월(3회)

장소   신숭겸 유적지 / 로아컴퍼니 연습실

대상   청소년(30명)

내용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021
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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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022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한국의 동양화가 의재 허백련이 작품 활동을 하던 ‘춘설헌’, 삼애사상, 허백련 작품 세계와의 만남 등 탐방,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광주

의 대표적 서양화가 오지호화백의 ‘오지호가’를 중심으로 그의 생과 그림, 초가집, 작업실에 대한 공연 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허백련춘설헌 

(광주광역시 기념물)

오지호가 

(광주광역시 기념물)

증심사 일원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문의    

동구청 문화관광과 

062-608-2403

홈페이지  

www.gjdgh.com

작은 우주 춘설헌

일정   3월 5일~4월 16일 토요일 14:00~16:00
장소   허백련춘설헌, 의재미술관 등

대상   일반인

내용   춘설헌 증심사 일원 탐방 / 샌드아트로 만나는 의재 허백련 / 의재미술관 허백련의 작

품감상 / 문화재 활용 체험 프로그램

꿈에서 본 오지호

일정   4월 23일~5월 7일 토요일 14:00~16:00
장소   오지호가, 시인 문병란의 집, 지산2동 마을사랑채 등

대상   일반인

내용   오지호 일생 공연 관람 / 오지호가 등 지산동 탐방 / 문화재 활용 체험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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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영산강이 베풀어놓은 너른 들녘에 남겨진 서창의 문화재들을 매개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힐링 공연, 감성 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재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가야금병창(이영애)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회재유집목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만귀정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문의    

서구청 문화예술과 

062-350-4988

(사)광주문화나루 

062-672-6966

홈페이지  

https://gjnaru.com

가야금과 벗하여

일정   4월~11월(4회)

장소   빛고을 국악전수관

대상   초등학생 가족 및 다문화가족(회당 20명)

내용   국악기 미션 체험 활동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체험 / 무형문화재 선생님과 함께하

는 이야기 콘서트

만귀정에 물들다

일정   4월~10월(2회)

장소   만귀정 및 동하마을 일대

대상   지역민 및 초·중학생 가족(회당 50명)

내용   동하마을 벚꽃축제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문

화재 축제 / 코로나19로 진행 불가 시 비대면 진행

스토리텔링으로 되살아나는 서창

서창나루 문화유산 축제

일정   9월~10월(1회)

장소   서창나루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서창의 중심 공간인 서창나루를 활용한 문화재 축제

서구 문화재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일정   4월~11월(4회)

장소   벽진서원

대상   초등학생 가족 및 단체(회당 20명)

내용   양성교육 수료생이 참여하는 문화재 활용 실습

023
광주광역시

서구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34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무등의 의병장을 만나는 시간여행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Ⅳ>

김덕령 장군 후손과 함께하는 문화재 하루여행 <김덕령 마을살이> / 김덕령 장군 일대기 창작마당극 <만고충신(萬古忠臣) 효자 김덕령> / 

유치원을 찾아가는 <김덕령 이야기 할머니>

대상문화재

김덕령 장군 의복 

(국가민속문화재)

충효동 정려비각 

(광주광역시 기념물)

취가정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환벽당 

(명승)

문의    

북구청 문화예술과  

062-410-8369

북구문화의집 

062-268-1420

홈페이지  

http://www.munhwahouse.or.kr

문화재 하루여행 <김덕령 마을살이> 유료

일정   3월~11월(총 3회)

장소   북구 충효마을 일대

대상   가족 45팀(180명) / 충효마을주민(30명) 

※ 가족당 10,000원 장애인 가족대상 1회 프로그램 진행

내용   김덕령 장군 후손과 함께하는 문화재 체험을  

‘여행’방식으로 진행

창작마당극 <만고충신(萬古忠臣) 효자 김덕령>

일정   3월~11월(총 2회)

장소   충효마을 왕버들 군

대상   공연팀(50명) / 일반인(600명)

내용   김덕령 장군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놀이패 신명과 

함께 재구성한 창작 마당극

유치원을 찾아가는 <김덕령 이야기 할머니>

일정   3월~11월(교육 5회, 구연 5회)

장소   북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이야기 할머니(5명) / 5세~7세 아동(100명)

내용   전라도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 개발한 유·아동대상 

‘놀이형 이야기 수업’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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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선사~역사시대 전환기의 모든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신창동 유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당시의 도구 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광주 신창동 유적 

(사적)

문의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홈페이지  

http://www.wolbong.org

타임캡슐 목수 공방 유료

일정   4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대상   회당 30명 내외(총 600명)

내용   신창동 유적의 대목, 소목, 칠기의 제작과정을 이

해하는 체험학습

타임캡슐 직조공방 유료

일정   4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대상   회당 30명 내외(총 600명)

내용   신창동 유적의 직조도구를 복원하여 옷감을 만드

는 프로그램

타임캡슐 신창동 사냥꾼 유료

일정   4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대상   회당 30명 내외(총 600명)

내용   철기시대 초기의 수렵에 이용되는 목궁을 이해하고 

화살을 쏘아보는 프로그램

타임캡슐 신창동 이야기꾼

일정   4월~10월(강좌 3회, 실습 2회)

장소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 학습관 및 신창동행정 복지센터

대상   회당 20명(총 80명)

내용   신창동 유적 전문 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신창

동 마을 해설사 양성

025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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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개항장의 숨결이 살아 있는 인천 중구의 유 ·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재조명하여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

대상문화재

구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구 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단청장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32-760-6473

인천중구문화원 

032-761-2778

홈페이지  

https://icjgcc.or.kr

독립자금을 마련하라 유료

일정   4월~6월, 10월~11월(총 8회)

장소   구 인천일본 제1은행지점 / 구 인천일본 제18은행지점 / 월드커뮤니티센터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내용   장소 미션 활동을 통해 근대 문화재와 친숙해질 수 있는 주도적 답사 프로그램 / 무형

문화재 체험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나도 미래의 독립운동가

일정   4월~6월, 9월~10월(총 4회)

장소   구 인천일본 제1은행지점 / 구 인천일본 제18은행지점 / 중구개항장 생활문화센터

대상   아동(회당 20명 내외)

내용   스토리텔링 문화해설을 통해 문화재와 친숙해질 수 있는 아동 대상 문화재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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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문학산에 숨은 비류왕의 별빛 야행

미추홀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미추홀구 문학산 권역의 문화유산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롭게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언제나 지역 문화유산의 향기를 향유하도록 하는 활용 사업

대상문화재

문학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인천도호부관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문의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 

032-880-7970

홈페이지  

http://michu.incheon.kr/

문학산에 숨은 비류왕의 별빛야행

일정   7월~9월(1회)

장소   문학산성(문학산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비류왕이 숨겨 놓은 문학산의 별빛(문학산의 주요 역사

사실)지점을 연결하는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일정   5월~6월, 9월~11월(4회)

장소   문학산성(문학산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비류와 미추홀의 이야기를 재조명 한 스토리텔링

형 트레킹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일정   7월~8월(2회)

장소   인천도호부관아(재현물)

대상   가족중심(회당 20명)

내용   조선시대의 관직체계를 승경도놀이를 통해 참가

자가 직접 관직체험 4D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

027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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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인천서구문화원 생생문화재  
‘서구의 마블 묘(墓)두해’

지역의 관심 밖 문화재를 놀이, 보드게임, 퀴즈, 탁본 체험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경서동 녹청자 요지 

(사적)

신현동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심즙신도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선문염송설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인천광역시 기념물)

김안정 묘 및 출토 묘비 

(인천광역시 기념물)

허암 정희량 유허지 

(인천광역시 기념물)

의령남씨 종중 묘역 

(인천광역시 기념물)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문의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32-560-4346

인천서구문화원 

070-8217-0241

홈페이지  

www.seogucul.or.kr

생생문화재주간 서구마블!

일정   5월 5일 ※ 신청기간 : 3월 28일~4월 22일 월~금요일

장소   인천서구 지정문화재 및 기념물 10곳

대상   일반인(개인, 단체 참가 가능)

내용   ①   하루동안 인천 서구의 문화재를 돌아다니고  

부루마블 형식으로 문화재를 흥미롭게 접근

②   참가자가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장소별 요원의 

미션을 해보며 지역의 문화재를 알아보는 사업

기묘한 황금열쇠로 문화재를 열다!

일정   4월 9일~17일 매주 토, 일요일

장소   심즙신도비, 의령남씨 종중 묘역, 김안정 묘역

대상   초등학생 3~6학년(회당 30명 / 총 120명)

내용   문화재에서 퀴즈와 게임을 통해 이야기와 가치를 

배움

콩닥콩닥 나의 꿈석문 유료

일정   7월~8월(예정)

장소   참가자 자택(비대면)

대상   초등학생 3학년~성인(총 60명) ※ 5,000원

내용   금석문을 꿈석문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꿈을 새겨 

탁본을 떠보는 경험 제공 *키트제작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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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生生 계양여행  
<다시 만난, 多色 매력 우리고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동북부지역 역사의 중심지인 계양구의 문화유산 계양산성, 부평도호부관아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

롭게 향유하고 나아가 내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계양산성 

(사적)

부평도호부관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욕은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어사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계산동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기념물)

문의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32-450-5824

계양문화원 

032-450-5753

홈페이지  

http://www.igycc.or.kr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일정   4월 중 09:00~12:00(총 3회)

장소   계양산성

대상   초등학생,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도의 

군사적 요충지로 산성에서 발굴된 중요 유물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며 계양산성의 의미와 중요

성에 대해 알아보기

부평도호부, 정조대왕의 휴식시간

일정   6월 중 14:00~17:00
장소   부평도호부관아

대상   일반인(100명 내외)

내용   현륭원 참배길에 부평도호부에 방문했던 정조대

왕 이야기와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 부평도호부

에 대해 알아가기

부평도호부, 사라진 관아를 찾아

일정   9월 중 09:00~12:00(총 3회)

장소   부평도호부관아

대상   초등학생,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과거 부평도호부가 어떤 모습과 기능을 하던 곳

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도호부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이해

달빛가득 계양산성

일정   11월 중 19:00~21:00
장소   계양산성

대상   일반인(200명 내외)

내용   계양산성에서 전통공연과 함께 체험마당을 진행

하여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향유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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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도심 속 이휴정, 울산 문화유산 꽃피우다

이휴정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

그램의 비전 및 문화재 상생의 길을 제시

대상문화재

이휴정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문의    

남구청 문화체육과  

052-226-5413

(주)이인 

053-657-0991

홈페이지  

https://eincompany.co.kr

프로그램 “학성청람” 이휴정

일정   4월~11월 중(총 4회)

장소   이휴정, 용연서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외)

내용   “우정”과 “자아성찰”이라는 2가지 주제의 인문학

토크콘서트와 라이브국악공연으로 만나는 고품

격 인문 교류 마당

나는 조선의 통신사로소이다

일정   4월~11월 중(총 6회)

장소   이휴정, 용연서원

대상   일반인(40명 내외)

내용   충숙공 이예선생의 이야기와 함께 조선통신사 

400년 문화교류의 시작,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

치를 현재에 다시 되살려 놀이·예술·교육을 결

합한 프로그램

이휴정 비정상외교단

일정   4월~11월 중(총 3회)

장소   이휴정, 용연서원

대상   지역내 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 지역내 거주 외

국인 등(20명 내외) ※ 온라인 생중계 : 100명 내외

내용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외국인 등이 

직접 참여하여 용연서원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

기를 나누고 이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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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한민족 문화의 시원,  
반구대계곡의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선 목록에 등재로 반구대계곡의 암각화에 대한 참여형 홍보 활동 /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대상문화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반고서원 유허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문의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반구대포럼 

052-247-2194

홈페이지  

www.bangudaelove.kr 

대곡천 거북이 마라톤 대회

일정   4월 23일 토요일 13:00~16:30
장소   대곡마을 일원

대상   가족단위 40팀(선착순 모집)

내용   1코스 : 집청정~천전리각석~집청정 회귀, 2코스 

: 집청정~대곡마을~반구대암각화 / 퀴즈왕 대회 

/ 다트, 투호, 묵찌바 게임

반구대 어린이 그림대회

일정   6월 4일 토요일 10:30~17:00
장소   집청정

대상   전국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반구대 선사 힐링 가족캠프 유료

일정   6월~10월(10회)

장소   집청정

대상   가족단위(회당 10팀)

내용   반구대 선사 힐링 캠프(선사패션 / 바위에 그림그

리기 체험 / 암각화트레킹, 활쏘기 등)

세계유산 등재기원 소망트리 점등식

일정   12월 23일~31일

장소   암각화 전망대

대상   일반인

내용   세계유산 등재기원 소망트리 점등식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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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학이 날아든 동헌

‘학(鶴)’과 인연이 깊은 울산과 동헌의 역사를 콘텐츠화 하여 예술, 문화 역사체험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울산 동헌 및 내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문의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4

감성놀이터 휴먼트 

010-4603-6566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hument7

학이 날아든 동헌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울산 동헌 및 내아

대상   가족(회당 50명)

내용   가족과 함께 역사를 놀이로 체험하

는 문화 프로그램

반학헌의 뜰

일정   6월~7월(총 1회)

장소   울산 동헌 및 내아

대상   지역민(회당 100명 내외)

내용   한 여름밤 반학헌 앞마당에 펼처지

는 음악 공연 프로그램

동헌! 특별수사대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총 5회)

장소   울산 동헌 및 내아

대상   청소년(회당 30명 내외)

내용   청소년들의 학교문제를 재판으로 

만들어보는 미디어 프로그램

길따라 걷는 읍성산책

일정   4월~11월(총 12회)

장소   울산 읍성길, 울산 동헌 및 내아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외)

내용   울산 읍성 인문학 투어 프로그램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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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절재 김종서의 문무를 배우다

충신이자 문무에서의 활약으로 조선의 기틀을 잡은 절재 김종서 장군의 묘소에서 장군의 문무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 문화 · 예술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김종서 장군 묘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4

(주)문화랑 

010-3445-9985

홈페이지  

munhwalang.co.kr

꿈을 키우는 절재문화학교 사전신청

일정   4월 1일~10월 31일(총 9회)

장소   김종서 장군 묘

대상   초등학생

내용   다양한 교육·체험을 통해 문무에서 활약한 김종

서 장군의 업적을 배우는 프로그램

김종서 장군, 세종에 깃들다

일정   4월 1일~10월 31일(총 10회)

장소   김종서 장군 묘 및 장군면 일원

대상   지역청년, 창업가, 예술가

내용   김종서 장군 묘와 생생문화재 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청년, 창업가, 예술가 등이 모여 브레인

스토밍 진행

세종사랑, 문화유산 캠페인 사전신청

일정   4월 1일~10월 31일(총 8회)

장소   김종서 장군 묘 등 문화재, 세종시내 일원

대상   중·고등학생

내용   세종시 관내 청소년이 문화재 지킴이가 되어 문

화재 점검 및 알리기 활동하기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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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 in 양주관아,  
양주목의 역사를 찾아서

양주관아지를 활용한 대상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양주관아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양주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양주관아지 

(경기도 기념물)

어사대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문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양주관아에서 놀자(Play)

일정   5월~10월 10:00~15:00(6회)

장소   양주관아지 일원

대상   가족(3명×5가족)

내용   양주신도시 이주민 및 정착민 가족을 대상으로 

애향심 고취 / 양주관아지 스토리텔링 게임 및 

VR 체험 등

양주관아에서 보자(See)

일정   5월~10월 13:30~14:30(6회)

장소   양주관아지 동헌 앞마당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양주관아지의 풍광과 어우러진 공연 운영 / 지역 

공연단체 섭외

양주관아에서 즐기자(Enjoy)

일정   5월~10월 10:00~16:00(6회)

장소   양주관아지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 프로그램 수료자 운영인력 채용

내용   양주관아 전각 공간 활용 체험 / 양주관아지 콘텐

츠 체험물 운영, 체류시간 증대 및 추억 제공

양주관아에서 느끼자(Feel)

일정   6월 10:00~12:00, 13:00~15:00(6회)

장소   양주관아지 관광안내센터 강의실

대상   지역민(회당 15명)

내용   문화재활용 기획가 양성과정 / 지역 청년, 경력단

절 여성, 문화재 단체 인원 등 대상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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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In 양주관아

과거 양주목을 구성하였던 사람들의 일상적 이야기를 주제로 한 실감형콘텐츠 

AR

7월~12월(6회) 

대상문화재

양주관아지 

(경기도 기념물)

양주목을 구성하였던 일원들의 일상을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 정조, 양주목사, 아전, 나

장, 양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별 하루를 구성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내 가족체험 

프로그램(6회 예정)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성된 운영공간에서 관

람객들이 상설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예정

문의    

양주시청 문화유산과 

031-80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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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1232년, 처인성과 마주하다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대표 유적지인 처인성을 용인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추

진 / 처인성의 인지도 상승과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보존 역량을 강화

대상문화재

처인성 

(경기도 기념물)

문의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159

처인성 Day & Night 야전캠프 유료 1박2일

일정   6월 11일~12일, 9월 3일~4일(총 2회)

장소   처인성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처인성 일원에서 역사문화체험, 인형극체험, 작은

영화제 등이 어우러진 1박2일 캠핑 프로그램

생생 처인성! 활활 처인성!

일정   4월~11월(총 12회) ※ 참가신청에 따라 일정변경

장소   처인성 일원, 관내 초등학교

대상   초등학생(회당 25명)

내용   고려 대몽항쟁 역사 강좌 & 인형극체험, 모둠별 

토론수업, 처인성 답사

시시콜콜 처인성 히스토리!

일정   8월 31일, 9월 28일, 10월 26일(총 3회)

장소   처인성 역사교육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용인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용인 역사 스토리

텔링 샌드아트 공연 및 샌드아트 체험

1232년, 내가 만난 처인성

일정   10월 22일(1회)

장소   처인성 일원

대상   초등학생(50명) ※ 가족동반 최대 100명

내용   1232년 처인성 전투에 대한 역사 강좌, 버스킨 

공연, 역사 상상화 그림그리기 대회

경기도

용인시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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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조선의 관문 ‘덕포진’

김포의 대표 역사유적인 사적 덕포진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예술 교육요소들을 융합하고, 현장감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덕포진 

(사적)

문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문화공감미쁨 

031-699-8018

작전명 ‘돈대’

일정   4월 27, 28, 29일, 10월 12, 13, 14일(총 6회)

장소   덕포진 일대

대상   지역내 초등학생 4~6학년(회당 60명)

내용   조선의 병사가 되어 침입하는 외적에 대항하는 

작전수행 체험 / 덕포진 전시관 관람 / 체험 인증

샷으로 나만의 달력 만들기

한양의 길목에서 ‘평화를 쏘다’

일정   4월 30일, 10월 15일(총 2회)

장소   덕포진 일대

대상   학생 동반 가족(회당 40명)

내용   덕포진 역사유적 일대를 미션을 해결하며 탐방 / 

전통무예 관람 및 체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덕포진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

찾아가는 ‘덕포진’

일정   7월 26, 27, 28, 29일, 8월 9, 10, 11, 12일(8회)

장소   관내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대상   다문화가정, 방과후돌봄시설 이용학생들  

초·중학생(회당 20명)

내용   자료 보며 덕포진 개요 알기 / 3D 펜을 활용하여 

화포 만들기 / 교과목송으로 정해진 ‘병인양요 신

미양요’ 노래 배워보기

036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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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연천, ‘Corea’를 談다

마을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을 생생문화재 사업의 운영자로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문화재 활용사업의 계기를 만들고, 참여자 모

두에게 문화재란 ‘쉽고 유익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연천 전곡리 유적 

(사적)

연천 숭의전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사적)

문의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031-839-2144

CO리에 꼬리를 무는   

원시인 이야기 유료

일정   5월 1일~10월 31일(8회)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대상   회당 40명 ※ 50,000원

RE알 꿀 · 잼,   

묻어놨다 숭의전에 유료

일정   5월 1일~10월 31일(8회)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숭의전지

대상   회당 40명 ※ 50,000원

A직 안 끝났어,   

이번엔 전쟁이다! 유료

일정   5월 1일~10월 31일(8회)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호로고루

대상   회당 40명 ※ 50,000원

우리마을 생생전문가

일정   4월 1일~4월 30일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숭의전지, 

연천 호로고루

대상   지역민(20명 내외)

경기도

연천군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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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최고(古)의 하남, 미사리

선사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의 역사문화적 지층을 갖고 있는 미사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청정하남의 도시 브랜드에 맞

게 역사관광지와 문화유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

대상문화재

하남 미사리유적 

(사적)

참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문의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031-790-5282

최고(古)의 하남, 미사리

일정   5월 9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총 6회)

장소   하남 미사유적지 일대 & 나무고아원

대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체(회당 30명 이내)

내용   역사, 인문, 환경, 생태의 중요성을 협동을 통해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의 즐거움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의식 증대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미사리 힐링여행

일정   6월 5일~11월 5일(총 3회)

장소   하남 미사유적지 일대 & 나무고아원

대상   장애인돌봄가족, 다문화가족

내용   미사리 역사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동 교육, 하남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대공감 문화체험 실시, 추억만들기

미사리 국궁 체험과 국궁대회 유료

일정   10월(총 1회)

장소   하남 미사유적지 일대 & 나무고아원

대상   가족

내용   지속가능한 하남시의 대표 관광사업으로 부각, 지역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

을 통해 문화재를 배우며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화감수성 제고

038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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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달달한 행궁로망스 - 화성행궁 역사 투어, 화성행궁 배경 한복 스냅 사진 촬영, 전통공연 관람 등 역사체험 프로그램  

생생 정조실록 - 야간 개장 중 화성행궁에서 듣는 정조실록 인문학 강의와 전통공연 관람

대상문화재

수원 화성행궁 

(사적)

수원 화령전 

(사적)

수원 화령전 운한각· 

복도각·이안청 

(보물)

문의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2413

수원문화재단 

031-290-3574

홈페이지  

https://www.swcf.or.kr

달달한 행궁로망스 유료

일정   5월 5, 7, 14, 21, 28일 / 9월 17, 24일 13:00~16:30(총 7회)

장소   화성행궁 일원

대상   회당 2~4명씩 12팀 ※ 팀별 40,000~60,000원

내용   달달한 행궁이야기 : 해설사에게 듣는 정조, 화성행궁 역사해설 / 달달한 행궁사진관 

한복스냅사진 촬영 / 달달한 행궁살롱 : 전통공연 등 풍류체험 프로그램

생생정조실록 유료

일정   6월 9, 16, 23, 30일 19:00~20:30(총 4회)

장소   화성행궁 집사청

대상   회당 40명 ※ 1인 3,000원

내용   화성행궁, 정조대왕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역사 인문학 강의 및 전통공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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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용암이 빚은 예술품’  
포천 한탄강 생생체험

포천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한탄강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지역의 다양

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문화재

포천 한탄강 현무암과   

비둘기낭 폭포 

(천연기념물)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명승)

포천 화적연 

(명승)

문의    

포천시청 한탄강사업소 

031-538-3131

홈페이지  

geoparkcenter.kr

한탄강 자연유산 지오투어링

일정   7월~10월(총 30회)

장소   비둘기낭 폭포, 멍우리 협곡, 화적연

대상   일반인(2,500명)

내용   지오투어링 : 해설사와 대표 지질명소 버스투어 / 

지오트래킹 : 해설사와 도보길을 걸으면서 한탄

강 비경 관람 / 비둘기낭의 문이 열리다 : 비둘기

낭 폭포 비공개구간 탐사

한탄강 지질탐험대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총 30회)

장소   한탄강 자연유산 일원

대상   중·고등학생(800명)

내용   현직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교과과정과 연계한 지

구과학 체험학습 / 구조화된 교재를 통한 전문적

인 탐방교육

한탄강 청소년 해설사 양성

일정   7월~8월(2회)

장소   지질공원센터 및 비둘기낭 폭포

대상   지역내 중학생(40명)

내용   한탄강의 지질과 문화유산에 관한 청소년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한탄강 스테이 1박2일

일정   7월~10월(4회)

장소   화적연, 비둘기낭 일원

대상   80명

내용   한탄강에서 즐기는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 지질체험과 

명소탐방 등 자연유산 체험 / 일반참가자, 소외계층

040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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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행 아웃 위드 방촌

fun한 교육과 helpful한 놀이를 하나의 스토리 속에서 전체를 연결하는 과정 중심의 융 · 복합 프로그램과 가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족

캠프로 절제(節制), 절약(節約), 절개(節介)의 정신을 배우는 문화재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반구정 

(경기도 문화재자료)

황희선생영당지 

(경기도 기념물)

문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3

홈페이지  

paju.go.kr

행아웃 위드 방촌

일정   5월 13일~15일, 9월 9일~11일

장소   황희선생 유적지

대상   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40명)

내용   fun한 교육과 helpful한 놀이 중심의 융·복합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헤리티지 캠핑 유료 1박2일

일정   7월 16일~17일, 7월 23일~24일

장소   황희선생 유적지

대상   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40명) ※ 가족당 100,000원

내용   가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캠프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방촌학당 자유학기제

일정   10월 5일~9일

장소   온라인상의 메타버스

대상   청소년 대상(회당 30명)

내용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문화유산교육

황희의 뜨락

일정   10월 15일

장소   황희선생 유적지

대상   일반인(120명)

내용   임진강변의 누정(樓亭)문화의 향수를 누리는 다

채로운 공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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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파주 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파주 혜음원지는 고려시대 ‘관영숙박’ 및 ‘사찰’ · ‘행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던 특수한 유적으로, 조사 이후 정비사업 및 방문자센터 건립

하여 혜음원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체험 · 탐방형 교육사업

대상문화재

파주 혜음원지 

(사적)

문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3

혜음원지 새 옷을 입히다! 

일정   4월~9월(총 6회)

장소   혜음원지(방문자센터)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문화유산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재

를 직접 가꾸고 지키는 교육 및 공연 관람 문화 

교육 프로그램

긴 잠에서 깨어난 혜음원, 부활을 꿈꾸다!

일정   6월~9월(총 4회)

장소   혜음원지 일원

대상   가족중심(회당 40명)

내용   파주 혜음원지를 활용한 미션체험과 참여형 연극

을 진행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고려의 손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다!

일정   9월~10월

장소   혜음원지 및 파주시 문화유산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혜음원지를 포함한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고려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둘러보고 고려의 역사, 문

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

042
경주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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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숨쉬는 500년 객사  
-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

지역과 문화재의 본질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공동체형]으로 진행하며 평택 k6 주한미군 가족들과  

함께하고, 사업별 주민 담당제를 두어 지속성 유지를 통한 사업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함

대상문화재

팽성읍 객사  

(경기도 유형문화재)

문의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031-8024-3247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일정   11월 11일~12일 금~토요일

장소   예술인광장~팽성읍 객사

대상   일반인

내용   현감행렬 & 망궐례 재현과 전통문화 공연, 체험 

진행

망궐례 상설체험마당

일정   4월 29일, 10월 28일 금요일 

장소   팽성읍 객사

대상   일반인

내용   망궐례 재현 상설체험과 전통공연 및 자율 민속

놀이 등

사신을 찾아라 자유학년제

일정   6월 18일 토요일

장소   미군부대 앞~팽성읍 객사 및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미군부대 앞부터 주요거점을 통과하며 사신을 찾

는 게임

바느질 부대

일정   4월 30일~10월 29일 토요일(월 1회)

장소   팽성예술창작공간 & 예술인광장

대상   일반인

내용   봉제기술을 전수하고 우리가족의 특별한 의복 제작

경기도

평택시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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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화성3·1운동 시간 탐험 
- 여럿의 숨을 모아, 독립을 외치다 -

제암리 · 고주리를 비롯하여 우정 · 장안 등 화성의 3 · 1운동을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의미 확산 및 역사문화 플랫폼 구축

대상문화재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문의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031-5189-3616

화성시문화재단 

070-7775-7517

홈페이지  

https://www.jeam.or.kr

걷기 좋은 날, 만세길에서 만나

일정   9월~11월

장소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및   

화성 3·1운동 만세길

대상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회당 30명)

내용   전문해설사와 동행하는 만세길 역사탐방 해설 프

로그램

독립의 함성 따라, 만세길 시간 탐험

일정   10월~11월(5회)

장소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및   

화성 3·1운동 만세길

대상   초·중학생(회당 30명)

내용   지역예술인 및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놀이극을 활

용한 만세길 탐방 프로그램

만세! 숲에서 외치자

일정   4월~5월(5회)

장소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및   

화성 3·1운동 만세길

대상   화성시민 및 지역아동센터(회당 30명)

내용   만세길 유허지 고유의 환경을 살린 역사 생태 체

험 프로그램

044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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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만화 문화재 탐험

만화 문화재를 소개하며 만화 문화재의 역사적, 문학적, 문화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자신만의 만화적 상

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체험 및 행사 제공

대상문화재

토끼와 원숭이 

(국가등록문화재)

엄마 찾아 삼만리 원화 

(국가등록문화재)

만화 코주부 삼국지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032-625-313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032-310-3043

홈페이지  

www.komacon.kr/
comicsmuseum

생생! 만화 백일장

일정   5월~11월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대상   초·중·고등학생, 일반(250명 내외)

내용   만화 문화재와 한국 만화 역사를 알아보고, 만화 문화재 중 한 가지 작품을 골라 자신

만의 스토리를 창작하는 만화 그리기 백일장 

나를 찾아 삼만리

일정   6월~9월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대상   시니어 층(20명 내외)

내용   시니어 층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만화 

그리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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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숭겸장군묘역의 가치와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신숭겸장군의 일화를 스토리텔링하여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춘천 장절공 신숭겸 신도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신장절공묘역 

(강원도 기념물)

문의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033-250-3097

(주)한국문화유산센터 

02-2038-8938

영웅 아카데미 1박2일

일정   5~6월(총 1회)

장소   신장절공묘역 및 춘천 관내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30명)

내용   신숭겸 장군이 보여준 영웅적인 면모를 모티브로 

하여 문과 무를 수련하는 체험교육프로그램

골드 미스터의 비밀

일정   4월~10월(총 5회)

장소   신장절공묘역 일원

대상   초등학생 고학년(30명)

내용   신숭겸 장군의 일화를 고증하고 스토리텔링화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고려, 대업을 이루다!

일정   9월~10월(총 4회)

장소   신장절공묘역 일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고려와 고려역사를 배워보고, 미션게임을 통해 참

가자가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어보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046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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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상상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절터,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라는 ‘폐사지’의 공간 속 문화재와 역사를 기반으로 공연과 체험, 캠프, 교육 등을 연계해 폐사지를 새로운 문화예술공

간으로 전환함은 물론, 마을과 연계한 큰 축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원주의 대표 문화콘텐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함

대상문화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국보)

원주 법천사지 

(사적)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비 

(보물)

원주 거돈사지  

(사적)

문의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홈페이지  

https://whm.wonju.go.kr

상상의 공간으로 떠나는 별빛 음악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8월~10월(총 2회)

장소   흥원창, 법천사지, 거돈사지

대상   일반인, 가족(50명)

내용   시간이 축적된 역사공간, 폐사지 안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과 낭만이 있는 1박2일 별빛캠프

고려의 보물창고 법천사지, 탑의복원 자유학기제

일정   4월~6월(총 4회)

장소   법천사지 

대상   초, 중학생(125명)

내용   실크스크린 체험활동으로 만나는 지광국사현묘탑

고려사찰, 거돈사를 상상하라!

일정   9월~11월(총 5회)

장소   거돈사지

대상   초등학생(80명) ※ 산간벽지학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어린이

내용   거돈사의 모습을 상상해 팝업북으로 만들어보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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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 마을 만들기

원주매지농악을 활용한 상설공연 및 사계절 세시풍속 전통문화놀이마당, 문화재가 위치한 마을과 연계한 계절 장날 프로그램을 운용

대상문화재

원주매지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문의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사)원주매지농악보존회 

033-763-6622

홈페이지  

www.maeji.co.kr

생기복덕 사계절 축제 놀이마당

일정   6월 1일~9월 30일

장소   원주매지 농악전수관, 원주시 관내

대상   일반인(500명 내외)

내용   세시풍속 전통문화축제 놀이마당과 전통예술  

국내외 교류 축제 등의 축제 프로그램

생기발랄 쌩쌩공연 및 체험

일정   3월 1일~11월 30일

장소   원주매지 농악전수관

대상   일반인(30명 내외)

내용   원주매지농악을 활용한 상설공연으로 원주매지

농악 시연, 창작 연희극, 국악콘서트, 창작 판굿 등

의 공연 프로그램

생생계절장날

일정   (옥수수장날) 7월 17일, (김장장날) 11월 12일

장소   원주매지 농악전수관, 회촌마을

대상   일반인(500명 내외)

내용   원주매지농악과 전수교육관 소재 마을 조직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농가 소득창출 장날 프로그램

회촌마을에서 이틀살기 1박2일

일정   5월 28일~29일, 7월 16일~17일

장소   원주매지 농악전수관, 회촌마을

대상   30명 내외

내용   원주매지농악과 전수교육관 소재 마을 조직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농가 부산물 장날 프로그램

048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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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Covid-19 유행 이후 지속가능한 문화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친환경 문화교육프로그램)및 기획전시, 학술행사를 

마련 / 세계유일의 원주세계고판화문화제와 전통판화공모전을 통해 학생, 시민들에게 전통 고인쇄문화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생활 예술인 

육성 / 전통판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전통 고인쇄문화 체험교육의 활성화

대상문화재

안심사판 제진언집 

(강원도 유형문화재)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안심사판옥추보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문의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치악산고판화박물관 

033-761-7885

홈페이지  

www.gopanhwa.com

전통판화교육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에코판화학교 

일정   (에코판화학교) 3월~12월(1일 2시간, 총 25회)  

(에코판화여행) 3월~12월(매월 2회, 총 20회)

장소   고판화박물관 ※ 이동판화학교는 다양한 문화행사장

대상   (학교) 유아, 초, 중, 고, 일반인(2,000명)  

(여행) 가족, 다문화, 외국인, 문화재 지킴이(500명) ※ 30,000원

내용   (1일 에코판화학교) 학생, 시민, 이동 에코판화학교  

(1박2일 에코판화여행)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가족, 전문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에코판화여행

제13회 원주세계 고판화 문화제

일정   6월~9월 준비 / 9월 개최

장소   고판화박물관

대상   일반인(1,000명)

내용   고판화특별전 / 국제학술대회 / 전통판화명인시

연회 / 아시아전통판화체험 / 아시아전통음악공

연 / 지역문화상품홍보

제9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일정   8월~9월 접수 / 9월 개최

장소   고판화박물관

대상   일반인

내용   전통판화공모전 / 전통판화 인출 / 경연대회

전통판화문양 아카이브

일정   연중

장소   고판화박물관

대상   전문가(10명)

내용   전통판화문양 발굴 및 보급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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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강릉에서 生生한 樂을 즐기다  
- 春夏秋冬 절기 농악 잔치! -

강릉농악 전수관, 강릉오죽헌, 강릉 경포대를 중심으로 24절기마다 행해졌던 농악의 절기 농악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 다양한 절

기 농악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8월의 백중날에 펼쳐지는 머슴날 농악놀이, 10월의 풍년 농악놀이 12월의 동짓농악놀이, 9월의 지신밟기 

농악놀이를 진행하는 융복합 문화재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강릉농악 

(국가무형문화재)

강릉오죽헌 

(보물)

강릉 경포대  

(보물)

문의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5

(사)강릉농악보존회 

033-642-4470

홈페이지  

www.gnnongak.or.kr

www.facebook.com›gnnongak

instagram.com/gnnongak.or.kr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일정   ① 8월 6일 토요일 14:00 / ② 10월 22일 토요일 14:00 / ③ 12월 22일 목요일 11:00
장소   ① 강릉농악 전수관 / ② 강릉농악 전수관 / ③ 강릉 경포대

대상   일반인

내용   ① 머슴날 농악 잔치 / ② 풍년농악 잔치 / ③ 동짓날 농악 잔치

新지신밟기

일정   9월 3일 토요일 14:00
장소   강릉오죽헌 및 죽헌동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죽헌동 지신밟기(지역민 협력프로그램)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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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명승에서 우리를 잇다

명승에 대한 인식 제고, 자연유산을 활용한 지역민과의 소통 /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 제고, 전통문화체험 확대 / 

wellness 관광산업 활성화

대상문화재

용연계곡 일원 

(명승)

용연사 석탑 

(강원도 문화재자료)

석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 자료)

문의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0

용연계곡보존회 

033-647-1234

홈페이지  

https://yongyeontemple.com

용연 계곡 연화제

연화제례

일정   9월 23일~24일 13:00~16:00
장소   용연계곡 일원

대상   일반인 ※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내용   지역 설화 연계 관광상품

용연계곡 생성 설화 1박2일

일정   9월 24일~25일 ※ 모금운동(다문화, 결손가정 후원)

장소   용연계곡 일원

대상   일반인 ※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내용   마고 할매 탈놀이 한마당(탈제작 및 놀이극 한마당)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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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

동해 구 상수시설의 본래 기능적 특성과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현대적 기능을 결합하고,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화 콘텐

츠를 활용한 복합형 체험교육 사업

대상문화재

동해 구 상수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홈페이지  

https://www.dh.go.kr

아리울 한마당

일정   8월

장소   동해 구 상수시설 일원

대상   일반인(100명)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조정

내용   물로 즐기는 힐링 체험과 공연의 대규모 오감놀이 

축제 프로그램

수리왕 선발대회

일정   4월~5월

장소   동해 구 상수시설 일원

대상   가족단위(회당 50명)

내용   다양한 미션을 통해 물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물빛으로 물든 아리울

일정   5월~10월

장소   동해 구 상수시설 일원

대상   일반인(100명)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조정

내용   지역의 근대문화유산들을 소개하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강연 & 공연 프로그램

생생블루오션 1박2일

일정   4월~10월

장소   동해 구 상수시설 및 동해시 문화유산

대상   가족단위(회당 30명)

내용   동해 구 상수시설을 비롯한 문화자원을 탐방하며 동

해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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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동해의 신선, 「심동로」

심동로 관련 콘텐츠로 동해시 문화재를 재인식하고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확장성 있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도입 / 

문화재 해암정과 창건 인물 심동로 배경 콘텐츠로 다양한 수익창출 기반마련 / 사회적기업 ·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시너지 콘텐츠 발굴

대상문화재

동해 해암정 

(강원도 유형문화재)

동해 신재공 심동로 신도비  

(강원도 문화재자료)

문의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동해문화원 

033-531-3298

홈페이지  

www.dh.go.kr

www.donghaecc.co.kr

해암정 마스터 클래스

일정   4월~5월(5회 운영)

장소   동해문화원

대상   다문화가족 / 일반인(15명)

뮤지컬 심동로 학교(DRAMA_C)

일정   6월~9월(20회 운영)

장소   동해문화원

대상   다문화가족 / 일반인(15명)

뮤지컬 심동로 콘서트

일정   10월~11월(4회 운영)

장소   해암정 광장

대상   장애인단체, 일반인, 다문화(150명)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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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발원지’, ‘지층’을 모티브로 스토리텔링하여 체험 · 탐방 · 공연 등의 복합적인 구성을 통해 주변의 다양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답사(탐방)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태백 검룡소 

(명승)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천연기념물)

문의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550-3789

홈페이지  

www.taebaek.go.kr

생명의 물줄기, 태백을 만나다! 유료 1박2일

일정   7월~8월(총 1회)

장소   태백 검룡소 및 구문소, 태백시 일원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30명)

내용   한강·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태백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체험 중심의 답사를 통해 물과 땅, 더 

나아가 가족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참여형 탐방

프로그램

검룡을 만나다!

일정   4월~6월(총 2회)

장소   태백 검룡소 일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검룡소의 자연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

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구문소의 전설을 마주하다!

일정   9월~10월(총 4회)

장소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일원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 지

형을 직접 생생하게 탐방하고, 관련 아이템을 만

들어보며 지층과 화석 형성의 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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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석탄산업과 산업일꾼이었던 광부의 삶, 에너지 생산거점으로서의 태백을 재조명해보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답사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550-3789

홈페이지  

www.taebaek.go.kr

광부의 흔적을 찾아서!

일정   7월~8월(총 2회)

장소   철암역두 선탄시설 / 철암탄광역사촌 /  

365 세이프타운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30명)

내용   광부들의 공간이었던 철암탄광역사촌 일대를 탐

방하며, 광부들의 애환과 산업안전에 대해 배우

고,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씨컴스와 석탄공장

일정   4월~6월(총 2회)

장소   철암역두 선탄시설 / 태백석탄박물관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30명)

내용   근대 석탄 산업사의 상징인 철암역두 선탄시설을 

탐방하며, 석탄의 채굴과정부터 선별, 가공처리 

과정을 배워보는 체험 프로그램

검은 노다지(석탄), 새로운 시대를 만나다!

일정   9월~10월(총 2회)

장소   철암역두 선탄시설 / 철암탄광역사촌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30명)

내용   60~70년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의 

변천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재

생에너지에 대해 학습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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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生生문화재와 떠나는 속초여행

속초의 대표 문화재를 중심으로 마을과 주민, 체험과 관광객을 잇는 문화융합형 문화재 활용 사업

대상문화재

속초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초 도문농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초 사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문의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033-639-2958

속초사자놀이보존회 

010-9155-5379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homevideo13

속초문화재 생생축제

일정   6월 4일 토요일(1회)

장소   속초시립박물관

대상   일반인(1,000명)

내용   속초의 대표 관광지에서 만나는 문화재 체험축제 

/ 다양한 미션과 체험으로 속초문화재에 대해 알아

보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따라 문화재 따라   
속초풍류 여행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7월 23일~24일(1회)

장소   상도문돌담마을 / 실향민 문화촌

대상   가족중심(25명)

내용   농경문화와 실향민문화 / 이질적인 두가지 문화의 

이야기를 배우고 함께 체험하며 속초를 만나는 시간

오감만족! 도문농요 보물찾기 유료 사전신청

일정   6, 7월(3회)

장소   상도문 돌담마을

대상   가족중심(25명)

내용   농경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는 도문농요와 매곡 

오윤환의 기록문화인 ‘매곡일기’, 마을 돌담 예술

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흥미진진! 사자를 만나다

일정   9, 10월(4회)

장소   실향민 공원

대상   가족중심(120명)

내용   퉁소와 마당극, 춤이 함께 하는 속초사자놀이를 

배우고, 사자탈 만들기 등 실향민 문화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056
강원도

속초시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68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삼척을 대표하는 죽서루를 시민들을 위한 체험과 문화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체험형 교육 문화 사업

대상문화재

삼척 죽서루 

(보물)

문의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033-570-3226

홈페이지  

https://www.samcheok.go.kr/
main.web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일정   5월~10월(총 2회)

장소   죽서루 일원

대상   지역민(회당 100명 미만) 

내용   죽서루를 무대로 죽서루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

기 위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죽서루

일정   4월~9월(총 2회)

장소   죽서루 일원

대상   초등학생 단체 / 가족단위(회당 30명)

내용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죽서루의 모습을 자신

만의 느낌을 살려 표현해보는 창의 예술 체험 프

로그램

신(新) 삼척 팔경 투어

일정   5월~10월(총 2회)

장소   죽서루 및 삼척시 문화유산

대상   가족단위(회당 30명)

내용   삼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신(新) 

8경을 설정하고 홍보하는 답사형 교육 프로그램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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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천년의 꿈을 품은 긴잎느티나무

천년을 살아온 우리나라 최고(最古) 나무이자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느티나무를 시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등 문화공간으로 활

용하여, 그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체험형 교육사업

대상문화재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문의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033-570-3226

홈페이지  

https://www.samcheok.
go.kr/main.web

느티에게 길을 묻다

일정   5월~10월(총 1회)

장소   도계 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50명)

내용   천년을 지켜온 지역의 정신적 모태가 된 느티나

무에게서 문화와 교육에서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

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는 멘토링 

강연 프로그램

느티의 선물

일정   5월~10월(총 1회)

장소   긴잎느티나무 일원

대상   삼척시민(100명 미만)

내용   삶의 애환을 담고 있지만 꿈과 희망의 땅이기도 

했던 과거 도계 탄광촌의 가치와 의미를 문화공

연을 통해 재조명해보는 공연 프로그램

느티에게 배우다

일정   5월~6월(총 1회)

장소   긴잎느티나무 일원

대상   60대 이상 성인(30명)

내용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문화 교육체험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

그램

058
강원도

삼척시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7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홍천에 史며들다!

홍천철비를 활용하여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금석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품격과 예술혼이 집결된 기록문화와 그 안

에 담긴 역사이야기를 다양한 체험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홍천철비 

(강원도 문화재자료)

문의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30-2424

新수령칠사 : 홍천현감의 길

일정   5월~9월(총 2회)

장소   무궁화공원 일원(홍천박물관)

대상   가족단위(회당 30명)

내용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소개된 수령칠사(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 힘써야 할 7가지 

의무)를 각 덕목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5단계의 미션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

멋글씨에 史며들다!

일정   6월~8월(총 2회)

장소   홍천박물관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홍천철비에 새겨진 비문의 의미를 알아보고, 캘리그라피를 배워 나만의 비(碑)를 만들

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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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다시 꽃피우는 풍암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와 충청도와 함께 전국의 3대 격전지인 강원도 홍천 풍암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의병과 독립운동까지 이어지는 희

생과 의지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의 동학농민혁명의 역할과 그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함

대상문화재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강원도 기념물)

문의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30-2424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070-7762-7650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hcssjajak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 인형극 만들기 유료

일정   6월~11월(4회)

장소   풍암리전적지 및 서석면복지회관

대상   초등학생 5학년 이상(회당 20명) ※ 횟수 초과시 유료

내용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 시나리오에 따라 인형극

을 실연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이해하

는 프로그램

자작고개 유튜버 동학농민혁명군을 찾아라

일정   8월~9월

장소   인터넷

대상   중고생 및 대학생

내용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 영상을 제작하여 참여함

으로써 동학 및 지역 홍보

1894년 자작고개로 Go! Go! Go! 유료

일정   6월~11월(4회)

장소   풍암리전적지 및 서석면복지회관

대상   초등학생 5학년 이상(회당 20명) ※ 횟수 초과시 유료

내용   동학농민혁명 역사 보드 게임과 대형 퍼즐판을 

보면서 개인퀴즈북을 완성하며 1894년 그날의 

상황에 이해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오늘도 동학농민혁명 중 유료

일정   6월~11월(4회)

장소   풍암리전적지 및 서석면복지회관

대상   초등학생 5학년 이상(회당 20명) ※ 횟수 초과시 유료

내용   동학농민혁명의 기반인 동학에 대한 이해와 사회 상

황에 대한 나무탑 게임을 통해서 혁명의 의미 습득

060
강원도

홍천군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72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영월부 관아, 문화의 場을 열다

조선시대 영월의 정치 · 행정 · 문화의 중심지였던 ‘영월부 관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활용)

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 체험 · 교육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월부 관아 

(사적)

문의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홈페이지  

https://www.yw.go.kr 

사색(思索)공감, 낭만콘서트

일정   8월 19:00~21:00(총 1회)

장소   영월부 관아

대상   일반인(제한없음)

내용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는 오감

(五感)을 만족시켜줄 생동감 넘치는 

참여형 공연프로

영월부 관아 풍악을 울리다

일정   6~9월 13:30~15:00(총 1회)

장소   영월부 관아

대상   초등학생 이상 가족중심(회당 50명)

내용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던 

7가지 규정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전문 연기자와 참가자들이 함께하

는 체험형 프로그램

숨은그림 숨은 사진을 찾아서

일정   6~7월 13:30~15:20(총 1회)

장소   영월부 관아 및 단종관련 유적지

대상   초등학생 이상 가족중심(회당 50명)

내용   영월도호부에 남겨진 단종의 자취와 당시 충신들의 절의가 깃든 장소를 그려놓은 월중

도(越中圖)에 나타난 유적지를 찾아보는 미션 및 2021년도 선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

정된 단종 어진을 찾아내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강원도

영월군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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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영월 역사문화 공감 On 다함께 즐겨~you

단종유배길 체험 및 청령포, 단종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 나무 인문학강연과 퓨전 음악회 감상 / 영월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주니어 도슨트 양성

대상문화재

영월청령포 

(명승)

영월 청령포 관음송 

(천연기념물)

문의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홈페이지  

https://www.yw.go.kr

단종, 영월에오다 1박2일

일정   9월 13:00~익일 11:30(총 2회)

장소   영월청령포,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원, 영월장릉, 민충사

대상   학생 및 가족중심(회당 40명) ※ 사회적약자(회당 비중 20%)

내용   단종에 대한 옛 자취를 둘러보면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영월의 독특한 

지형과 지질 등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고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

단종의 슬픔, 소나무에 깃들다

일정   6월 14:30~18:00(총 1회)

장소   영월청령포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관음송처럼 나무에 새겨진 역사이

야기, 관음송처럼 참가자의 일상 

속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줄 반려

식물(나의 관음송) 갖기

영월 문화유산 주니어 도슨트 양성

일정   7월~8월(총 8회)

장소   청령포, 장릉 등 단종관련 문화유적

대상   지역내 초등학생 5학년~중학생 2
학년(회당 30명)

내용   영월 초등학생(5~6학년) 및 중학생

(1~2학년)이 지역 문화재를 해설할 수 
있는 주니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062
강원도

영월군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74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대상문화재

평창 백룡동굴 

(천연기념물)

정선 화암동굴 

(천연기념물)

영월 한반도지형 

(명승)

영월 고씨굴 

(천연기념물)

문의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70

(주)문화나눔연구원 

02-722-5820

홈페이지  

www.culturei.or.kr

요리보고 동굴탐험대

일정   5월~12월

장소   소금강, 화암동굴 일대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가족

조리보고 동굴탐험대

일정   5월~12월

장소   영월 한반도지형, 영월 고씨굴,  

백룡동굴 일대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가족

Tales of the cave(영어캠프)

일정   5월~12월

장소   정선 화암동굴, 영월 한반도지형, 

영월 고씨굴, 백룡동굴 일대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가족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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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대상문화재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천연기념물)

정선 아리랑 

(강원도 무형문화재)

문의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70

홈페이지  

www.culturei.or.kr

백두대간이 품은 아름다운 옛 고갯길

일정   5월~10월

장소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및 임계 수목원 일대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가족

백복-령 구비구-비

일정   5월~10월

장소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및 아라리촌 일대

대상   학생 및 일반인 가족

백복령의 밤

일정   9월

장소   임계 사통팔달시장

대상   일반인

064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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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76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평화의 꽃이 피는 생생 철원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이야기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 안보관광에 집중된 관광프로그램의 

전환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정착 기대

대상문화재

철원 노동당사 

(국가등록문화재)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보물)

문의    

철원군청 문화체육과 

033-450-4463

철원문화원 

033-452-6235

평화의 꽃이 피는 생생철원

일정   6월~10월 9:30~12:30(총 4회)

장소   월정리역,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노동당사,  

도피안사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철원의 근대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문화재의 숨겨

진 이야기를 보고 듣는 과정 속에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립

인형극 「암소고개 쇠부처님」

일정   6월~10월 13:30~16:30(총 4회)

장소   도피안사 대적광전 앞마당

대상   유치원 및 초등저학년, 가족중심(회당 30명)

내용   도피안사가 철원에 자리 잡게 된 전설과 금개구

리 보살이 살고 있다는 삼층석탑의 이야기를 소

재로 인형극 제작·공연

소원을 말해봐,   

철조비로자나불좌상ㆍ삼층석탑 만들기

일정   6월~10월 13:30~16:30(총 4회)

장소   도피안사 대적광전 앞마당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문화재(국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배경과

전설을 듣고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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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꽃이 피는 나루에서 펼치는 그린나래!

화진포(동해안 석호)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서 숨은 가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자연유산 보호의 중요성도 알리는 ‘살아 있

는 에코뮤지엄’이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향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복합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화진포 

(강원도 기념물)

문의    

고성군청 문화체육과 

033-680-3368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해피투게더 당신과의 화진에코여행!

일정   5월~6월, 9월~10월(총 2회)

장소   화진포 일원

대상   지역민 및 관광객(회당 30명)

내용   화진포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화진포에 대해 배워보고 체험하는 에코하이킹 탐방 프로그램

에코탐사대, 즐거운 지리탐구교실 유료 1박2일

일정   5월~10월(총 1회)

장소   화진포 및 고성군 문화유산

대상   가족단위 또는 단체(회당 30명) ※ 1인 30,000원

내용   화진포를 중심으로 고성군의 문화유산들을 탐방하며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탐사교육 프로그램

066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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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78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정북동토성 마한의 꿈

삼한시대 정북동 토성의 축성과 토성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체험활동과 전통놀이를 진행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정북동 토성에 

대한 문화재 활용 스토리텔링을 만듦

대상문화재

정북동토성 

(사적)

문의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022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043-224-5256

홈페이지  

http://www.cb.paramita.or.kr

마한의 문화 속으로 자유학년제

일정   3월 1일~11월 30일(총 22회)   

※ 사회적약자 4회, 자유학년제 6회

장소   정북동 토성

대상   일반인

내용   토성이야기, 연날리기, 투석전, 활쏘기 등 

정북동토성 마한의 꿈 달맞이 축제

일정   9월 11일

장소   정북동 토성

대상   지역민, 생생문화재 참가자

내용   한가위 축제 전통놀이한마당

정북동토성 1박2일 배움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7월~9월(총 2회)

장소   정북동 토성

대상   청소년, 가족 ※ 20,000원

내용   1박2일 캠프·솟대세우기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만드는 창작극 한마당

일정   3월 1일~11월 30일(총 2회) 

장소   정북동 토성

대상   지역민, 예술인

내용   창작극 연습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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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

대상문화재가 갖고 있는 유 · 불 · 동학의 인문적 가치 속에서 현 시대에 필요한 평화정신을 담은 다양한 체험을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자 함

대상문화재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및석조여래입상 

(보물)

청주 손병희 생가  

(충청북도 기념물)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충청북도 기념물)

문의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022

청주역사문화학교 

043-215-1125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philosophyplatform

평화가 꽃피는 마을 - 비중리

일정   4월~10월(총 14회)

장소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석조여래삼존상

대상   일반인(20명)

온고easy食(온고이지식)

일정   4월~5월(총 3회)

장소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대상   일반인

동학을 전하는 아이들

일정   9월~11월(총 13회) 

장소   손병희 생가

대상   학생(20명)

웰컴 투 초정 3경 유료

일정   6월(총 1회) 

장소   대상문화재 3곳

대상   일반인(30명) ※ 10,000원

068
충청북도

청주시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08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Talk-Tok)

조선시대 주요도시로,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충주읍성 / 이곳 충주읍성에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고, 가족 · 친구들과 함께 탐방하며 

알아가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충주 청녕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충주 제금당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충주 축성사적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1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충주읍성 미션을 수행하라!

일정   9월~10월(총 4회)

장소   충주 관아공원 일대

대상   충주 관내 초등학생 4~6학년(80명 내외)

내용   친구와 함께 관아, 읍성, 항일을 테마로 한 충주읍성을 둘러보며 즐기는 미션체험

시대를 따라 걷는 역사

일정   4월~10월(총 2회)

장소   충주 호암동토성 등

대상   일반인(25명 내외)

내용   시대를 따라가며 답사하는  

충주의 대표 문화유산

충주 유생 골든벨

일정   5월(총 1회)

장소   충주 관아공원 일대

대상   충주 관내 초등학생 4~6학년(100명)

내용   옛 과거시험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2022 충주 문화유산 골든벨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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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의 가치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소나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무형문화재 체험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소나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정이품송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광과 교육의 재료로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은 송로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목불조각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은 각자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문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전통문화보존회 

070-7795-3989

홈페이지  

http://www.gojeongipumsong.
co.kr

오감만족! 정이품송

일정   5월 7일~6월12일 13:00~16:00 토, 일요일(총 12회)

장소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정이품송 및 정이품송 공원

대상   가족중심 일반인(회당 30명, 7가족 내외)   

※ 최근 3년 이내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가족은 신청에서 제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이품송을 보다(정이품송 옛 사진전 등) / 정이품송을 느끼다(정이품송 공원 투어, 정

이품송 퀴즈 맞추기 등) / 정이품송을 만들다(낙화, 목불조각, 각자 체험, 소나무 공예

체험) / 정이품송을 맛보다(송로주 만들기) / 정이품송을 듣다(국악공연)

정이품송, 보은의   

전통공예를 만나다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일정   5월~12월(총 4회)   

※ 희망 신청 일시에 준함

장소   보은 전통공예 체험학교

대상   학교 및 단체(40명 내외)

내용   지역의 무형문화재(낙화, 목불조각, 

각자장) 및 지역의 전통공예작가

(사경, 한지, 소나무공예, 천연 염색 

등)와 함께 만들어 보는 정이품송 

체험 프로그램

마을로 마실 간 정이품송

일정   5월~12월(총 5회)  

※ 희망 신청 일시에 준함

장소   보은군 내 신청 지역

대상   사회적약자(25명 내외)

내용   지역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사회적약자(다문화,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를 직접 찾아가 정

이품송을 주제로 한 전통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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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보은군의 유형문화재(보은 삼년산성, 보은 대야리 고분군)과 무형문화재(야장)을 연계하여 두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보은 삼년산성 

(사적)

야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은 대야리 고분군 

(충청북도 기념물)

문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대장간 

043-544-1400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사전신청

일정   3월~10월(8회) 

장소   보은 삼년산성 보은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대상   사전예약자

내용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 최전방 기지로 삼은 

삼년산성에 대해 알아보고 야장의 세계를 경험하

고 알아보는 시간

장인(匠人)과 함께하는 1박2일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3월~10월(4회)

장소   보은 삼년산성 보은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운봉 서각원

대상   사전예약자

내용   난공 불락 요새 삼년산성과 함께 1박2일 동안 지

역 장인의 공방투어 및 장인정신에 대해 배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

삼년산성을 느끼고 “대장장이”를 맛보다 사전신청

일정   3월~10월(8회) 

장소   보은 삼년산성 보은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대상   사전예약자

내용   삼년산성을 가족과 함께 느끼고 야장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있는 시간

보은에서 만나는 화랑 김유신

일정   3월~10월(총 20회)

장소   보은 삼년산성 보은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대상   사전예약자

내용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함께 삼년산성에서 수련

을 하였던 화랑도를 경험하고 알아보는 시간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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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

가족단위 문화유산 캠프,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지역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문화재 전문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옥천의 

문화유산을 보다 생생하게 즐기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옥천 이지당 

(보물)

옥천 조헌묘소 

(충청북도 기념물)

옥천 옥주사마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문의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73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2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슬기로운 옥주생활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총 4회)

장소   옥천 이지당,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등

대상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회당 25명 이내)  

※ 3인 100,000원

내용   옥천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가족단위 역사 체험 캠프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하라! 자유학기제

일정   4월~12월(총 2회)

장소   옥천 조헌묘소 일원

대상   지역내 초·중학생(회당 25명 이내)

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의병활동을 배우는 

창의적 역사체험 프로그램

실천하는 선비의 삶

일정   9월 15일~17일(총 3회)

장소   국제문화재산업전

대상   일반인

내용   옥천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문화재

산업전 부스 참여

옥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일정   2월 23일, 3월 2, 16, 23일(총 4회)

장소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이내)

내용   옥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인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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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진천에서 만나는 김유신의 탄생과 화랑으로 성장한 과정 등 신라의 색다르고 놀라운 이야기를 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사적)

진천 길상사 

(충청북도 기념물)

문의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043-539-362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3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화랑 김유신과 함께하는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3회)

장소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물안뜰체험관

대상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회당 25명 내외)  

※ 3인 100,000원

내용   온 가족이 김유신 탄생지를 배경으로 1박2일간 

화랑이 되어보는 가족 역사체험캠프

김New신전!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8회)

장소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물안뜰체험관

대상   도내 초·중학생(회당 25명 이내)

내용   김유신 일화를 그림자극으로 재현하는 창의 역사

체험 프로그램

김유신이 태어났다!

일정   9월 15일~17일(총 3회)

장소   국제문화재산업전

대상   일반인

내용   진천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문화재

산업전 부스 참여

김유신을 만나러 오세요!

일정   4월~11월(5회)

장소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대상   일반인(100명 내외)

내용   김유신 탄생지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주말 

나들이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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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괴산 이음 도서관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주민 ·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군수관사>를 중심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향유하며 지

속가능한 교육과 배움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가까운 학교

대상문화재

괴산군수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한옥 그림책 도서관

일정   9월~12월

장소   군수관사

대상   일반인, 초등학생(15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괴산이야기

일정   9월~12월

장소   군수관사

대상   어르신(10명~15명)

가까운 학교

일정   9월~12월

장소   군수관사

대상   일반인(수업당 10명)

괴산이음문학관 <전시마당>

일정   9월~12월

장소   군수관사

대상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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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山溜穿石! 그래 석오처럼

이동녕의 독립운동 정신을 통하여 자기관리능력과 시대에 부흥하는 리더십교육 운영 및 이동녕 생가지에 대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과 디지

털 역사 콘텐츠 적용 

대상문화재

이동녕선생 생가지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3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홈페이지  

www.cchcc.info

산류천석 그래 석오처럼(산류천석 문화제)

일정   3월~11월 중(총 5회)

장소   이동녕 생가지

대상   일반인 ※ 사회적약자 우선

내용   ‘산류천석 문화제’의 다양한 연출을 통해 시대사를 융복합 역사교육으로 재미와 배움이  

있는 생가지의 역사공연장 변신 / 산류천석 문화제를 통해 이동녕선생 생가지를 친근한  

장소로 만들어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명소로 알림

산류천석 석오 리더십 자유학년제

일정   4월~6월, 7월~9월 중 목요일(2기수 운영)

장소   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

대상   초·중학생

내용   석오 이동녕 선생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존재가치와 꿈, 비전을 찾는 단기 및 

연속 리더십 프로그램

산류천석! 나를 깨우다 유료 사전신청

일정   7월 30일~31일, 10월 1일~2일
장소   여행상품은 천안시 사적지 / 미션체험은 이동녕

선생 생가지 및 기념관

대상   일반인 ※ 소규모 모둠별 예약제 운영 / 1인당 50,000원

내용   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

다는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

하고 나의 순수 존재 가치를 찾아 떠나는 상설형 

미션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버전 및 IOS버전 

개발) 오프라인 게임 여행 운영

산류천석 문화 아띠랑스

일정   4월~6월, 8월~9월 금요일

장소   이동녕선생 생가지

대상   지역민

내용   독립운동의 메카 천안에서 독립을 주제로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체

험 프로그램 운영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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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청소년 실학여행,  
천[天] · 안[安] · 지[地] · 인[人]

실학과 여행, 문화재라는 요소를 결합해 천안에 연고를 둔 조선후기 실학의 인물들과 유산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재, 관련 현장을 통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홍대용선생생가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홍양호묘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흑성산성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직산 사산성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3

천안기독교청년회(천안YMCA) 
041-575-9897

홈페이지  

www.caymca.or.kr

청소년 실학여행, 天 · 安 · 地 · 人 유료

일정   4월~7월

장소   홍대용생가터, 홍양호묘, 사산성,  

흑성산성 등

대상   지역내 중학생 및 다문화, 장애인 

가정(총 200명)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실학여행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9월~11월

장소   지역내 중학교

대상 지역내 중학생 300명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실학캠프 

‘장명마을의 별, 홍대용’ 유료 1박2일

일정   5월

장소   홍대용 생가터 등

대상   지역내 청소년 가족 6가정(총 30명)

청소년 실학여행   

해설사 양성

일정   3월~5월

장소   상록리조트 등

대상   지역내 대학생(20명)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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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수촌리, 웅진 천도의 베일을 벗기다

우리 지역 문화재인 공주수촌리고분군의 중요성을 주민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무형문화재인 의당집터다지기 공연과 연계하여 함께 참여하

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민 스스로 자긍심을 고양하며,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대상문화재

공주수촌리고분군 

(사적)

의당집터다지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금강과사람들협동조합 

041-852-8520

홈페이지  

http://geumsa7.com

한성에서 웅진으로,   

미싱링크 수촌리를 찾아서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1회)

장소   공주수촌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일원

대상   일반인(20명) ※ 가족 단위 우대, 체험비 10,000원

여러분, 백제를 아시나요? 유료

일정   4월~10월(4회)

장소   공주수촌리고분군, 역사교육관, 발굴체험장

대상   일반인(60명),   

공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20명) ※ 5,000원

백제인의 사랑과 춤

일정   4월~10월(5회)

장소   공주수촌리고분군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수촌지킴이 · 어린이 가족해설사 양성

일정   4월~5월(7회)

장소   공주수촌리고분군 교육장

대상   수촌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10팀(20명)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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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

공주지역의 주요 역사적 사건과 문화재의 관계를 연결고리로 대한민국 근대를 주제로 하는 인문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

대상문화재

공주 제일교회 

(국가등록문화재)

구 공주읍사무소 

(국가등록문화재)

공주 중동성당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010-6404-4421

홈페이지  

blog.naver.com/it-da1

근대 공주로의 시간여행

일정   ① 2월~5월(준비) / 5월~10월(월 1회, 3회) /  

② 5월(준비) / 5월~10월(방학시기 2회)

장소   ①  기독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공주근대역사탐

방로” 일원 / ② 기독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공주 

원도심 일원

대상   ① 회당 30명 / ② 회당 30명

지나온 100년, 다가올 100년 이야기하다

일정   2월~5월(준비) / 5월~10월(격월 2회)

장소   기독교박물관, 구 공주읍사무소

대상   회당 100명

시대별 정서를 담은 테마음악을 통한 시간여행

일정   2월~5월(준비) / 5월~10월(매월 3회)

장소   기독교박물관, 구 공주읍사무소

대상   회당 30명

근대 속으로~ 사진전

일정   2월~5월(준비) / 5월~10월(매월 1회)

장소   기독교박물관, 구 공주읍사무소

대상   회당 100명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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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010-6404-4421

공주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AR 실감콘텐츠 

공주근대문화재 현장에서 당시 해당문화재를 배경으로 관련 인물이 등장하여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실감 AR

AR

6월~10월

대상문화재

공주 제일교회 

(국가등록문화재)

구 공주읍사무소 

(국가등록문화재)

공주 기독교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역사탐방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과 연관된 장소에서 AR 영상 실감콘텐츠로 당시의 상황을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역사인

물에게 생생하게 듣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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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현충사와 이 충무공 묘소를 중심으로 한, 이순신 장군의 충, 효 구국정신, 전술 및 리더십을, 일반인 · 사회적약자 및 초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교육과 연계활동

대상문화재

아산 이충무공 유허 

(사적)

아산 이충무공묘 

(사적)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아산우리소리창극단 

010-5402-9598

필사즉생 강좌 및 백의종군 퍼포먼스, 강좌

일정   5월 14, 28일, 6월 18일 토요일

장소   현충사 / 음봉면 어르목고개 

대상   사회적약자 및 학생(20명), 일반인

내용    필사즉생 필생즉사 강좌 / 학생 백의종군 퍼포먼스 

/ 임진왜란과 오늘의 일본, 강좌

한산 대첩사 강좌와 수군진법 그리고 국악공연

일정   9월 24일, 10월 8일 토요일

장소   현충사

대상   초·중·고등학생, 일반인(20명), 전국 국악인 참여

내용   학익진 퍼포먼스 / 충무공을 회상하는 국악공연

게바위 효 체험과 충무공묘소 참배

일정   7월 2, 9일 토요일

장소   인주면 해암리 / 음봉면 어라산

대상   초·중·고등학생(20명), 일반인

내용   게바위 효 체험 / 충무공 묘소 참배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강좌

일정   6월 25일, 9월 17일, 10월 15, 22일 토요일

장소   현충사

대상   초·중·고등학생(20명), 일반인

내용   노량해전사 / 세계가 본 한국의 이순신장군 / 강좌 

선조의 몽진과 조선조정, 강좌 / 명량 해전사,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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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둘러보‘공’ 놀아보‘세’

역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세리 성당, 공세곶고지를 배경으로 한 교육, 체험, 공연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아산공세곶고지 

(충청남도 기념물)

아산공세리성당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홈페이지  

www.trip375.com

공세리 탐구생활 유료

일정   5월 21일, 7월 16일, 9월 17일 토요일

장소   공세리 일원

대상   초·중학생(회당 20명)

내용   공세리 성당과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체

험하는 교육프로그램

공세리 달빛야행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일정   9월 23일~25일 금~일요일

장소   공세리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150명) ※ 사전신청 10가족(1박2일 / 토~일요일)

내용   달 밝은 밤을 배경으로 공세리 일원의 아름다움

을 새롭게 느껴보는 야간 프로그램

드비즈 계절 선율

일정   5월 28일, 7월 23일, 9월 3일 토요일

장소   공세리 성당

대상   일반인(회당 200명)

내용   공세리 성당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   구글플레이스토어 내손안의 역사가이드 ‘놀토’ 어플로 신청가능(ios불가)

찾아가는 공세 색유리 공방 사전신청

일정   사전신청(8회)

장소   관내 기관, 학교 등

대상   사회적약자(회당 20명)

내용   공세리 성당의 건축사적 의미를 체험을 통해 알

아보는 프로그램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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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온주아문 秀樂하다!

온주아문의 門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통하는 길, 연결되는 역할이라는 의미로 청년, 청소년, 노년, 가족들이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온주아문 및 동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홈페이지  

www.cchcc.info

예속상교, 온주동헌 新향약!

일정   4월~11일 수요일

장소   온주아문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현대사회의 노인들의 소외를 극복하고 전통문화 가치의 보존을 위해 온주아문에서 사

회적약자 중심의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랑방화 하고 온주아문을 가꾸어 감

온주아문 秀樂하다

일정   9월 중(1회)

장소   온주아문 일대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온주아문

과 동헌을 알리고 문화재를 향유하

는 음악회

온주아문 육방학교 속수레 자유학년제

일정   4, 10월 중(총 2회)

장소   온주아문 일대

대상   초·중학생(회당 300명)

내용   조선시대 관아의 역할을 현대적 관

점으로 재해석하여 가치중심의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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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성벽에 새긴 역사

국내 읍성 중 원형이 잘 보존된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의 문화재적 가치와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지정된 해미읍성의 천주교 순교성지 

역사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조명

대상문화재

서산 해미읍성 

(사적)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문화유산 허브 해미읍성 

010-2075-5606

나만의 역사책 “해미읍성실록”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

장소   해미읍성

대상   청소년

내용   해미읍성 역사와 문화재를 직접보고, 기록하는  

프로그램

성벽에 기댄 달빛

일정   4월~11월

장소   해미읍성 성벽

대상   일반인

내용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 성돌이

호아나무에 깃든 눈물

일정   4월~11월

장소   카톨릭 문화재 및 성지

대상   성지순례자, 외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내용   지역 성지순례 및 문화공연

탱자성을 지키는 사람들

일정   4월~11월

장소   해미읍성

대상   지역민

내용   문화재활용사업 기획자 육성 및 해미읍성 문화해

설사 양성교육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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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보원사지, 백제를 꿈꾸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보원사에 대하여 고찰하고, 보원사지, 관련 유물을 활용한 체험으로 보원사의 역사 · 문화를 향유하고, 널리 알려 지역

문화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대상문화재

서산 보원사지 

(사적)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서산 보원사지 석조 

(보물)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보물)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보물)

문의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내포전법 

041-662-7717

월하별곡(月下別曲), 달빛에 스미다

일정   6월 1일~8월 31일(1회)

장소   보원사지 일원

대상   일반인(150명)

내용   「바람도 쉬어가는 밤, 국악과 함께」 공연 등

꼭꼭 숨어라, 보물찾기 자유학기제

일정   4월 1일~11월 30일(5회)

장소   보원사지 일원

대상   어린이, 자유학기제 청소년, 어르신(회당 20명)

내용   옛 절터에서의 보물찾기, 나만의 보물 만들기 체

험 등

산 넘고 물 건너, 백제교역로

일정   4월 1일~11월 30일(6회)

장소   보원사지 일원

대상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회당 20명)

내용   옛 지도 속 보원사지 위치찾기, 당나라 가는길 등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반딧불이와 하룻밤

일정   5월 1일~9월 30일(2회)

장소   보원사지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보원사지에서의 체험, 숙박프로그램 진행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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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三道樂)

종학당 교육 프로그램과 선비의 생활문화를 적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종학당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역사 ·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

대상문화재

종학당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윤황고택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백록학회 

010-5420-6288

초학자의 하루

일정   4월~11월(6회)

장소   종학당

대상   초등학생(회당 20명)

내용   초학획일지도, 예절교육, 국악공연, 건강보감, 부

채 만들기

한문 글자의 의미 맛보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4회)

장소   종학당

대상   중·고등학생(회당 20명)

내용   한문 글자의 의미, 삼강오륜, 예절교육, 국악공연, 

건강보감, 부채 만들기

삼대가 함께하는 삼도락

일정   4월~11월(5회)

장소   종학당, 윤황고택

대상   다문화가정, 단체관람객(회당 20명)

내용   문화재 답사, 전통놀이(투호,기타 등), 풍악공연, 

시낭송, 다도 및 예절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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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옛 강경포구의 영광을 재현하다

옥녀봉 주변의 등록문화재를 잇는 도보네트워크와 근대생활체험, 1919. 3. 10. 만세운동을 모티브로 한 창작 공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젓갈

음식체험과 강경을 안내하는 도슨트를 양성하여 근대문화 관광도시로 지역활성화

대상문화재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국가등록문화재)

강경 구 연수당 건재약방 

(국가등록문화재)

구 강경노동조합 

(국가등록문화재)

구 한일은행강경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강경갑문 

(국가등록문화재)

강경성당 

(국가등록문화재)

해조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구 강경침례교회 최초예배지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714

(사)강경역사문화연구원 

041-745-3444

홈페이지  

https://kkys.modoo.at

강경골목 시간여행 유료

일정   4월~11월(6회)

장소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등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도보답사 / 골목놀이체험

오낙명가 맛깔나네 유료

일정   4월~11월(10회)

장소   강경갑문, 강경성당 등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젓갈음식체험 / 기독교 천주교성지순례

강경역사문화 도슨트교육

일정   4월 19일~7월 19일(15회)

장소   구 연수당 건재약방 등

대상   지역민(회당 20명)

내용   강경문화유산교육 및 문화상품개발

강경 그때는 참 대단했지

일정   9월~10월(4회)

장소   강경젓갈공원

대상   일반인(회당 300명)

내용   1919. 3. 10. 만세운동을 모티브로 공연(4회)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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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면천읍성 360도 투어

조선 초기 해안지역의 읍성으로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면천읍성과 주변의 여러 문화자원들을 스토리텔링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읍성

의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 교육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당진면천읍성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81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mc360tour

꼬마명탐정, 읍성의 보물을 찾아라!

일정   4월~6월 10:00~11:30(3회)

장소   당진 면천읍성 일원

대상   초등학생(회당 30명)

내용   다양한 설화와 역사가 숨 쉬는 면천읍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해결하고 숨

겨진 보물을 찾아보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각자성돌이 뭐예유?

일정   5월~7월 10:00~11:30(2회)

장소   당진 면천읍성 일원

대상   초등학생 3~6학년(회당 30명)

내용   읍성이 축조되는 과정과 형태 등을 배워보고, 조

선시대 공사실명제였던 각자성돌에 대해 알아보

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면천읍성 360도 투어 유료

일정   5월~9월 10:00~17:00(2회)

장소   당진 면천읍성 일대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 30,000~35,000원

내용   면천읍성과 주변 문화유산 곳곳의 역사와 문화를 

360도 투어와 체험 등으로 경험해보고, 즐겨보는 

오감만족 힐링 여행 프로그램

달빛이 스며드는 소리

일정   8월~10월 19:00~20:30(1회)

장소   당진 면천읍성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면천읍성과 주변 문화유산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읍성을 배경으로 야간에 펼쳐지는 달빛 감성 문

화공연프로그램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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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순례길 따라 걷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진산 성지성당 탐방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이 출생, 신앙공동체 형성, 순교한 천주교 진산성지성당에서 문화재의 이해 · 보전 · 활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문화 체험을 하고, 향토시장, 산림휴양관, 여울길, 칠백의총 등을 탐방하면서 지역농산물을 소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대상문화재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국가등록문화재)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 

(국가등록문화재)

칠백의총 

(사적)

문의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41-750-2395

(사)금산앤사람들 

010-3500-0100

힘내라! 홍삼 먹고 우리 문화 즐기자! 유료

일정   9월~10월(4회)

장소   진산성당 인삼시장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 10,000원

내용   진산성지성당·순례길, 전통시장 탐방, 인삼요리

체험

쉬엄쉬엄 미루나무 여울길 따라 걷기! 유료

일정   4월~5월(3회)

장소   진산성당 금강여울길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 10,000원

내용   진산성지성당·순례길, 여울길 탐방, 떡메, 두부 

체험

깊은 숲속 옹달샘 공연 즐기기!

일정   5월~6월(3회)

장소   진산성당 산림문화타운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 10,000원

내용   진산성지성당·순례길, 산림문화타운탐방, 허브

차 체험

연곤평에서 칠백의사를 만나다!

일정   6월~7월(2회)

장소   진산성당 칠백의총 등

대상   장애인, 다문화가족

내용   진산성지성당·순례길, 칠백의총 탐방, 농산물수

확 체험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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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동헌에서 피우는 문화향기

동헌과 주변 문화재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스토리텔링,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발굴 추진, 보고, 듣고, 즐

기고, 나누는 전통문화로 이벤트화 관광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

대상문화재

부여동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홍산동헌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부여전통문화연구회 

041-832-5698

홈페이지  

buyeochr.modoo.at

선비의 꿈 장원급제 자유학년제

일정   3월 1일~12월 31일

장소   부여동헌, 홍산동헌

대상   일반인(10~20명)

내용   조선시대 동헌 및 과거제도 이야

기, 스토리텔링 / 정해진 주제로 과

거시험 실시

사비성에서 다향을 머금다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3월 1일~12월 31일

장소   부여동헌, 홍산동헌

대상   일반인(10~20명) ※ 5,000원

내용   전통복식 갖추기, 전통차 및 예절 

익히기, 나만의 차 이야기

동헌 속 옛 이야기 자유학년제

일정   3월 1일~12월 31일

장소   부여동헌, 홍산동헌

대상   일반인(10~20명)

내용   역할극(현감과 육방이야기) / 시간

여행 및 체험, 전통놀이

동헌 뜰 잔치 한마당 자유학년제

일정   3월 1일~12월 31일

장소   부여동헌, 홍산동헌

대상   일반인(10~20명)

내용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 전통혼

례 및 전통문화 공연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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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와박사!  
정암리 와요(瓦窯)

백제기와를 제작하던 유적, 부여 정암리 와요지에서 백제와박사가 되어볼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생와박사! 정암리 와요(瓦窯)

대상문화재

부여 정암리 와요지 

(사적)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혜안 

041-835-3588

홈페이지  

http://hyean.org

타닥타닥 즐거운 기와굽기

일정   5월~10월(봄 5회 / 가을 5회)

장소   백제기와 문화관

대상   가족단위(300명 이상)

내용   정암리 와요지 해설과 함께 기와 소성, 피자굽기 

등 오감으로 즐기는 와박사 일일체험

백제와박사 공개오디션 1박2일

일정   예선 : 6월 / 본선 : 7월 9일~10일

장소   백제기와 문화관

대상   예선 : 20팀(50명) / 본선 : 5팀(15명) /  

웹예능(5,000명 이상)

내용   백제 기와 주제의 조형경연대회 실시 및 웹예능

(경연) 제작을 통한 대중가치확산

와박사 크리에이터 스쿨

일정   교육 : 5월(10회) / 제작 : 6월

장소   백제기와 문화관

대상   지역(예비)크리에이터(10명 이상)

내용   문화재 활용 영상 제작 및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

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꼬마와박사 기와에 빠지다

일정   4월~10월(20회)

장소   백제기와 문화관

대상   지역내 아동·청소년(소외계층)(600명 이상)

내용   청소년 대상 백제기와 소재 창의역사 교육

089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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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주요프로그램

황금새 가림성에 내려앉다

고대사 연구에 큰 단초를 제공해준 가림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 성흥산에 깃든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가림성의 가치를 높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랑나무를 가림성과 함께 널리 홍보, 문화재활용으로 가림성을 보존하기 위함

대상문화재

부여 가림성 

(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백마강생태관광협의회 

010-4214-4268

핫 플레이스 - 가림성 사랑나무

일정   4월~12월

장소   가림성정상 사랑나무주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가림성, 사랑나무, 대조사 등 문화재를 잘 알릴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꼬마고고학자 - 황금새 전설을 발굴하다

일정   5월~10월(총 5회)

장소   가림성정상 대조사 

대상   초등학생, 학부모(회당 30명)

내용   가림성 소풍가기, 문화재발굴현장을 탐방

난공불락 산성을 가다 유료

일정   5월~11월(총 4회)

장소   금정, 남한, 북한, 강화산성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시대별 산성을 알아보고 직접 탐방

사랑나무가 부르는 사랑가

일정   5월~11월(총 5회)

장소   가림성정상, 대조사 주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가림성과 사랑나무를 배경으로 버스킹공연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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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모여봐요 동백의 숲!

‘마량리 동백나무숲’을 자원으로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마량리 동백나무숲이 지닌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와 의

미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함

대상문화재

마량리 동백나무숲 

(천연기념물)

문의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013

(주)혜안 

010-4679-8043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haein6789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백숲 놀이터 유료

일정   3월~4월(8회)

장소   마량리 동백나무 숲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외) ※ 1인 3,000원 이내

내용   다양한 놀이형 체험을 통해 마량리 동백나무숲의 

역사와 이야기를 배우는 가족체험형 프로그램

천연기념물 크리에이터 스쿨

일정   6월~7월(12회)

장소   서천읍 봄의마을 교육장

대상   지역민(20명 내외)

내용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천연기념물 활

용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교육 프로그램

마음을 치유하는 동백자연미술학교

일정   7월~8월(10회)

장소   마량리 동백나무 숲 일원

대상   지역내 아동(회당 20명 내외)

내용   아이들이 동백나무숲에 방문하여 미술 및 공예 

체험을 하며 숲과 교감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문

화예술형 체험 프로그램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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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항일 의병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면암 최익현선생의 위패를 모신 모덕사를 배경으로 구한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관련 유적 탐방 및 해설, 청소년 의례 봉행 및 사생대회 등을 운영

대상문화재

모덕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청양 모덕사 최익현 초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의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1-940-4982

아키헤리스 

010-4182-4260

홈페이지  

www.heritages.kr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일정   5월~8월 중 토요일(총 4회)   

※ 야간공연 1회, 주간공연 3회

장소   모덕사 중화당 및 경내

대상   가족 단위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모덕사 탐방 및 구한말 최익현 선생

을 비롯한 항외세 관련 인물을 창

작 뮤지컬로 체험하는 콘텐츠

면암 발자취 따라 걷기

일정   8월~11월(총 4회)

장소   모덕사, 면암최익현 묘, 홍주성,  

공주 우금치전적지등

대상   초등학생 및 청소년(회당 20명)

내용   면암 최익현 및 충청지역 의병 관

련 유적지 탐방 및 역사해설

면암 기억하기

일정   4월 13일, 10월 11일(총 2회)

장소   모덕사 경내

대상   청소년(회당 20명)

내용   4월, 11월 청소년 제관양성 교육 

및 추모제향 봉행 체험

면암 상상해보기 유료

일정   5월 14일, 7월 9일(총 2회)

장소   모덕사 경내

대상   가족 단위 일반인(회당 35명)  

※ 5,000원

내용   모덕사 공간을 알리기 위한 상소문

쓰기 등 체험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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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백년을 이어온 항일정신

한용운 선생 생가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그리고 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용운선생의 독립운동과 희생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한용운 선생 생가지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내포문화진흥원 

041-633-4978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
NaepoCultureTourism

잠방골로 떠나는 바랑여행 유료

일정   3월 1일~11월 30일(총 5회)

장소   한용운 선생 생가지 외

대상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20명) ※ 10,000원

내용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한류 문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체험형 탐방 프로그램

만해로드 - 홍성에서 한용운을 만나다 유료

일정   3월 1일~11월 30일(총 6회)

장소   한용운 선생 생가지 외

대상   일반인(30명) ※ 15,000원

내용   한용운선생생가지를 중심으로 한용운의 출가 전 

행적을 발굴하여 ‘만해로드 - 홍성에서 한용운을 

만나다’라는 관광상품으로 개발, 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진행

만해생가, 가볼 만해 유료

일정   4월 6일~11월 2일(총 20회)

장소   한용운 선생 생가지

대상   어린이, 학생 등(30명) ※ 4,000원

내용   초·중·고등학생들이 한용운 선생 생가지를 돌

아보며 해설을 듣고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용운생가지 활동가 양성과정 유료

일정   7월 5일~8월 9일(총 6회) 

장소   한용운 선생 생가지

대상   일반인(15명) ※ 50,000원

내용   한국매듭을 배우고 전통공예를 활용해 새로운 관

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해 보는 

프로그램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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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룰루랄라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 놀아보자

충의사 문화재를 활용하여 윤봉길 의사의 청년시절, 항일운동, 순국과정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을 통해 청

소년들의 나라사랑 / 인성교육과 가족 단위의 소통, 대화, 협력을 통한 가족간 공감대 형성

대상문화재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사적)

문의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041-339-8234

(사)매헌윤봉길월진회 

041-338-9514

홈페이지  

http://woljin0429.com

윤봉길 의사 탄신축하 평화콘서트

일정   6월 18일

장소   충의사 저한당 일대

대상   일반인(500여 명)

내용   윤봉길 의사 탄신기념 콘서트

Go! Go! 윤봉길 탐험대 유료 1박2일

일정   8월 중

장소   충의사 경내

대상   초등학생 2인 및 동반 가족(총 40여 명) ※ 30,000원

내용   윤봉길 의사를 체험하고 배워가는 가족 캠핑

저한당 예술제 - 가을밤, 시간여행

일정   10월 중

장소   충의사 저한당 일대

대상   일반인(300여 명)

내용   가을 밤을 느끼는 음악 콘서트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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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황새 훨훨~ 사람 생생~

황새가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황새 복원 성공이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가 구체적인 일상 속 

환경보전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대상문화재

황새 

(천연기념물)

문의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7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 

010-8332-2885

홈페이지  

www.yesan.go.kr/stork.do 

나는야 황새농부

일정   6월~9월

장소   광시면 황새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마을주민과 친환경 벼농사 진행

논생물 습지체험

일정   5월~9월

장소   광시면 황새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습지에 들어가 논생물 채집-관찰-

그리기 활동

황새와 같이 돌아온 친구들

일정   3월~9월

장소   광시면 황새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반딧불이 

서식지 돌아보며 오감체험

황새마을 트래킹

일정   4월~9월

장소   광시면 황새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황새복원의 역사현장 및 생태이야

기를 전문 해설사와 동행체험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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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뫼시다

경기전과 태조어진 봉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축제, 교육, 답사, 체험, 전시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조선태조어진 

(국보)

전주 경기전 정전 

(보물)

전주 경기전 

(사적)

조경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경기전 일월오봉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경기전 가마와 의식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조경묘 가마와 의식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예종대왕태실 및 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문의    

전주시청 전주박물관 

063-231-0190

홈페이지  

http://www.eojinmuseum.org

태조어진 봉안축제 유료

일정   9월 24일

장소   경기전

대상   일반인

내용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을 주제로 한 축제

웰컴 투 경기전

일정   7월~8월 화, 목, 토요일(2회)

장소   어진박물관

대상   초등학생(40명), 외국인(10명)

내용   문화재를 활용한 영어교육 및 문화재에 낯선 외

국인의 이해 도모

길 위의 역사 :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다

일정   5월, 10월 토요일(2회)

장소   경기전, 어진박물관, 위봉사, 내장산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문화재를 수호한 전주의 역사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재 교육

2022 生生二野記 :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일정   11월 14일~12월 18일

장소   어진박물관

대상   일반인

내용   축제와 교육을 주제로 생생사업 결과물 전시

전라북도

전주시

096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11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
- 관풍찰속(觀風察俗) 승류선화(承流宣化)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인 풍패지관과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조성

대상문화재

전주 풍패지관 

(보물)

전라감영지 

(전라북도 기념물)

문의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356

전라감사 환생 해설투어

일정   7월~8월

장소   풍패지관, 전라감영지

대상   일반인

전라감사 전통놀이

일정   9월 10일

장소   전라감영지

대상   일반인

전라감영 방탈출 게임

일정   7월~8월

장소   전라감영지

대상   일반인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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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근대군산 시간여행 -  
거리마다 이야기가 피어난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역사를 공부하고, 공연, 지역 초, 중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국가등록문화재)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3

군산의 근대역사탐험

일정   ① 4월~11월(총 70회), ② 4월~11월 금~토요일 14:00~16:30(50회)

장소   ①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외 4개소, ②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대상   ①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② 초·중학생

내용   ① 군산 원도심 내 문화재들을 통해 군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역사인식 

제고 - 가족, 관광객 : 20회 - 초, 중 : 2회*25개소 : 문화재 답사+문화재 지도 만들기 

/ ② 문화재 개방 및 해설프로그램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일정   ① 4월~10월 셋째주 토요일 14:00~17:00(총 10회), ② 4월~10월(총 10회)

장소   ①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② 초·중학교 장애인활동센터 등

대상   ① 일반인, ② 초·중학생, 일반인

내용   ① 다양한 노래를 해설과 함께 진행 - 공연 관람 후 신흥동 일본식가옥 내부 해설,  

② 문화재를 방문하기 어려운 단체 및 학교를 찾아가 해설이 있는 공연을 통해 문화재를 알림

문화재 감성학교

일정   4월~11월(총 25회)

장소   근대교육관 관내 초등학교

대상   초·중학생

내용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및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동요학교, 어린

이(청소년) 문화재해설사 양성교육

문화재로 진로를 잡아라 자유학기(년)제

일정   4월~11월(총 20회)

장소   군산신흥동일 본식가옥

대상   초·중학생

내용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

을 제공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진

로교육

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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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기억의 창고 ‘군산항’ 
-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 -

군산 구 임피역, 군산 내항 근대문화유산을 통해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체감하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일깨워, 학습자 

(초 · 중 · 고등학생, 일반인 등)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역사 교육 · 체험 관광 · 진로탐방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창고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구 임피역 

(국가등록문화재)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호안시설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철도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3

쌀 수탈의 흔적을 찾아서

일정   4월~11월(총 20회)

장소   군산내항 역사 문화공간 등

대상   일반인

내용   일제강점기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한, 쌀수탈의 아픈 역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성찰

나도 문화유산 크리에이터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총 10회)

장소   군산내항 역사문화공간 일대

대상   초·중학생

내용   문화유산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이해하고 4차산업 가상현실(PVR) 영상제작 및 유통을 

통한 진로체험 교육

역사 토크쇼 기억의 창고 군산항

일정   9월(총 1회)

장소   군산내항 역사문화공간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일제강점기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역사 토크쇼(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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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있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입점리 고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단

절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임

대상문화재

익산 입점리 고분 

(사적)

문의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9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63-850-5567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

일정   4월~10월(총 5회)

장소   입점리 고분

대상   가족단위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전문가와 함께 보는 입점리 고분 / 4차산업으로 만나는 백제문화 체험 / 내가 만든 금

동신발 자랑하기

금강따라 뱃길따라   

역사문화 한바퀴

일정   6월~11월(총 3회)

장소   입점리 고분 및 금강 연안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전문가와 함께 보는 백제문화탐험 /  

금강따라 뱃길따라 역사문화탐험 /  

다같이 돌자, 웅포 한바퀴

백제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을까

일정   4월~11월(총 10회)

장소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대상   학생(회당 20명)

내용   이야기로 보는 <백제 사람들은 어디

에 묻혔을까> / 금강역사문화지도와 

금동신발 만들기 / 내가 만든 역사

지도와 금동신발 자랑하기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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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다시 피는 녹두꽃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정읍 황토현 전적 

(사적)

정읍 황토현 유적 

(사적)

만석보지 

(전라북도 기념물)

말목장터와 감나무 

(전라북도 기념물)

고부관아터 

(전라북도 기념물)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홍계훈 유서와 양호전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흥선대원군효유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6-1894

홈페이지  

www.1894.or.kr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운영(총 3회)

장소   정읍 및 전라북도

대상   가족(회당 30명) ※ 1인 3,000원

내용   1박2일 동안 떠나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

파랑새를 찾아서

일정   5월~11월(총 2회)

장소   정읍 및 전라북도

대상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회당 30명)

내용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일정   4월~10월 운영(총 3회)

장소   정읍 및 전라북도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유아(회당 30명)

내용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양성 및 세대 간 소통  

유도 프로그램

꿈을 품은 박물관 자유학기제

일정   9월~10월 운영(총 2회)

장소   정읍 및 전라북도

대상   중학생(회당 30명)

내용   기념관 ‘학예연구사’ 직업 탐색 프로그램

101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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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육룡이 황산에서 나르샤!

육룡(Six Dragons, 六龍)은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태조 이성계, 가왕 송흥록, 악성 옥보고, 지리산 5개의 소중한 보물이 존재하는 운봉고원

(황산)에서 우리(참가자)를 포함하여 문화재를 통해 나와 가족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함

대상문화재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 황산대첩비지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문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문화예술조합 섬진강 

063-636-1855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sjg2019

육룡이, 백두대간   

운봉고원에서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일정   3월~9월(총 4회)

장소   황산대첩비지, 송흥록생가,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동편제마을

대상   가족단위,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배려대상 

(회당 5가족) ※ 1인 50,000원 / 19세 미만 30,000원

내용   백두대간 1박2일 체험(활만들기, 국궁체험, 송흥

록생가탐방, 판소리 공연 및 체험, 먹기리체험, 무

드등 만들기 체험, 지리산 아침산책)

운봉고원 왕조의 역사를 걷다 유료

일정   3월~9월(총 4회)

장소   황산대첩비지, 송흥록생가, 국악의성지

대상   초등학생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급단위, 지역아동센터 연계) ※ 10,000원

내용   문화해설 및 스탬프 투어, 국궁·판소리체험, 거

문고 모형만들기, 문화재 탐험 기록문 작성 후 기

념품 증정

운봉가야 고분 속 비밀을 찾아서

일정   3월~9월(총 4회)

장소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대상   일반인

내용   가야역사교육 및 탐방 / 가야, 마한유적지 탐방

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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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김제 사또 출두야

김제 사또가 백성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서 김제 동헌을 새로운 

대안 공간 ·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가는 사업

대상문화재

김제 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김제 내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의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금영회 

063-542-6233

홈페이지  

www.gyheritage.com

김제 사또 수수콩떡 씨름대회 출전기

일정   10월 1일 토요일(1회)

장소   김제 동헌

대상   지역민 어린이(회당 200명)

내용   동헌 사물놀이-김제 사또 배 어린이 동헌 씨름대회-마당극 : 김제 사또, 수수콩떡 씨름

대회 출전기

동헌마루 생생스쿨

일정   5월 7일, 10월 15일 토요일(2회)

장소   김제 동헌

대상   지역내 학생(회당 40명)

내용   조선명탐정놀이, 천연염색, 전각 도

장파기, 수수콩떡 초콜릿 체험, 마

당극

청소년 토론 배틀   

‘나는 김제 사또다’

일정   6월 25일 토요일(1회)

장소   김제 동헌

대상   청소년

내용   청소년 토론 배틀  

(유튜브 라이브 중계)

103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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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주요프로그램

웅치·이치전투에서 3·1 독립 만세까지

‘웅치 · 이치전투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삼례 동학농민혁명의 민중의 힘을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옛 일제의 수탈지가 

‘문화예술촌으로 변화된 완주 구 양곡창고 일대’에서 ‘웅치 · 이치전투에서 3 · 1독립만세까지’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 교육, 답사, 관광 콘텐

츠 개발 등 생생한 문화재 활용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

대상문화재

웅치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이치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완주 구 만경강 철교 

(국가등록문화재)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063-290-2602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웅치 · 이치전투에서~ 3 · 1독립만세까지 민초는 강하다

일정   4월~10월 토요일 09:00~12:00(총 5회)

장소   웅치전적지 / 이치전적지 /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 구 만경강철교

대상   일반성인, 청소년, 관광객 등

내용   문화재 답사 / 문화재 해설, 체험

팜업북과 퍼즐로 만나는 완주군 문화재 이야기 유료

일정   5~9월 중 토요일 10:00~12:00(총 5회)

장소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 구 만경강철교 일원

대상   아동·청소년, 사회적약자 ※ 10,000원

내용   팝업북, 퍼즐 체험 / 문화재 교육 / 근대의상 체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화재 이야기

일정   5월~9월 중 14:00~18:00(총 5회)

장소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 구 만경강철교 일원 / 비비정 일대 등

대상   일반인

내용   인문학 공감 콘서트, 지역 주민이 들려주는 문화재 이야기

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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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진안고원 불사름, 섬진강 물사름과 조우

진안고원 사람들의 삶과 함께한 땅, 물, 불, 바람의 의미를 섬진강변 수선루를 통하여 체험하며, 진안 고원형 옹기장의 철학을 통해 문화재

와 함께하는 일상의 향유

대상문화재

진안 수선루 

(보물)

진안 고원형 옹기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문의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063-430-2382

햇살무늬 토기, 일 · 알 · 앎 · 삶

일정   5월 1일~10월 20일

장소   손내옹기점(진안군 백운면)

대상   일반인(총 30명)

내용   무형문화재 진안고원형 옹기장의 철학을 담은 옹

기 교육 및 제작

땅의 풍류, 정가에 실어 바람타고 물이 되어

일정   5월 3일~10월 11일

장소   수선루, 섬진강 일원누정 등

대상   일반인(총 20명)

내용   섬진강 유역 지역민의 삶과 역사를 알아보고, 전

통 음악 정가 배우기

섬진강 누정 트레킹(캠핑) 유료 1박2일

일정   5월 1일~10월 20일

장소   수선루 / 섬진강변 누정 등 / 마이산

대상   캠핑, 전국단위 동호회(총 200명) ※ 20,000원

내용   마령체련공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한 캠핑 / 섬진

강변 자전거 트레킹 / 마이산 트레킹 / 진안고원 

특산품 캠핑 핑거푸드 대회

진안고원 불사름, 물사름과 조우

일정   5월 1일~10월 20일

장소   수선루 및 마령체련공원

대상   일반인 가정 /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정 / 보호

아동 / 지역 학교

내용   옹기 야외 소성 / 가족 단위 시화대회 / 옹기장과 

정가 기능이수자의 토크쇼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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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적상산성 生生(적상산성 同行)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무주의 지역역사자원인 적상산성과 적상산 사고지유구를 활용한 교육 · 체험 · 문화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기반형 콘텐츠 체험을 통해 무주 적상산성과 적상산 사고지유구의 가치와 역사성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대상문화재

무주 적상산성 

(사적)

적상산 사고지유구 

(전라북도 기념물)

문의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063-322-1152

홈페이지  

https://khec.modoo.at

문화유산 체험교실 ‘적상산성 스토리’

미션! 적상산성을 완성하라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8회) 

장소   (교육) 프로그램 신청기관 / (탐방) 적상산성, 적상산 사고지유구 일대

대상   초·중학생(회당 30명 이내)

내용   (교육) 적상산성의 가치와 역사(필수) / 적상산 입체퍼즐로 배워보는 적상산성·사고

지(선택) / (탐방) 적상산성과 적상산 사고지유구를 이해해보자!(탐방) / 미션! 적상산성 

퍼즐을 완성하라(미션수행)

미션! 적상산성을 완성하라  

(사회적배려계층, 유치원프로그램)

일정   3월~12월(2회)

장소   프로그램 신청기관

대상   사회적배려계층 유치원(회당 30명 이내)

내용   이야기극을 통해 알아보는 적상산성의 역사와 가치 

/ 적상산 입체퍼즐 배워보는 적상산성(선택) / 무주스

토리 팝업북으로 알아보는 적상산성·사고지(선택)

문화유산 스토리텔러 양성 ‘적상산성 수호대’

일정   3월~12월(4회)

장소   프로그램 신청기관

대상   초등학생~청소년(회당 20명 이내)

내용   교육(3회) / 실습(1회)

문화유산 체험탐방 ‘적상산성 CAMP’ 유료

일정   3월~12월(2회)

장소   적상산성, 적상산 사고지유구 일대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이내)

내용   적상산성과 적상산 사고지유구를 이해해보자!(탐

방) /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안렴대로 옮

겨지다!(역할극) / 미션! 적상산성 퍼즐을 완성하

라!(미션수행)

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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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장수군의 역사문화자원인 장수가야문화유산의 가치와 상징성을 활용한 역사 · 문화 · 여행 ·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으로 장수군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결합하여 장수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장수 동촌리 고분군 

(사적)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전라북도 기념물)

장수 삼고리 고분군 

(전라북도 기념물)

판소리(심청가)(유영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문의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8

가야고분 히스토리 티어링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유산

대상   사회적약자, 각급학교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내용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 지원청 등 학생, 교육기관 대상 역사·문화·교육·여행 프

로그램 운영

가야도깨비 별빛속으로 유료 1박2일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및 지역문화

유산

대상   캠핑 동호회, 일반 캠핑 가족 등

내용   관광객 대상 장수군 문화유산 체험, 

공연, 전시관람 등 예술 역사·문

화·교육·여행 프로그램 운영

장수 미래유산 크리에이터 자유학년제

일정   4월~12월

장소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및 지역문화

유산

대상   장수군 관내 학교

내용   자유학년제 연계 청소년 문화재 지

킴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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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비끼시오~ 임실 오수까지!

삼계강사계안 속의 시대 인물인 7개 마을의 7개 성씨가 당시 마을을 교화하기 위해 교육하였던 모습을 참가자들이 재현하고 또 일본강점

기에 축조된 오수망루를 중심으로 3 · 1운동의 자주 · 자강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임실 오수망루 

(국가등록문화재)

삼계강사계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임실 의견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문의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5

비끼시오~ 유료

일정   5, 7, 9월 둘째주 목요일 13:00~14:00(총 3회)

장소   삼계강사, 오수망루, 오수읍내

대상   유학생, 다문화가정, 지역내 중·고등학생 ※ 사회적약자의 경우 무료

내용   삼계강사계안에 기록된 인물을 소환하여 조선시대의 왕명 받들기, 사신의 영송 등 오

수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재현

오수! 한낮의 꿈, 그때 그 시절

일정   4월~7월, 9월~10월 셋째주 화요일 10:00~12:00(총 6회)

장소   오수망루, 오수읍내

대상   지역내 초·중·고등학생

내용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오수망루와 그 옆에 순사주재소를 세워 당시의 역사문화 거리풍

경을 연출

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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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7일의 왕비 단경왕후,  
옥천지관에서 만나다

단경왕후 복위 상소를 순창군수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을 통해 순창 객사에서 왕실문화를 체험하고 조선 초기 설씨부인의 설화와 조선후기 

박식한 신경준의 삶을 문화재를 통해 배우므로 문화자원으로의 영역 확장에 기여

대상문화재

순창 객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설씨부인·신경준 선생 유지 

(전라북도 기념물)

문의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23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홈페이지  

http://www.ch-outreach.kr

7일의 왕비, 단경왕후를 기리다(통합형)

일정   ① 4월 넷째주 금요일 10:00~16:00(1회), ② 10월 넷째주 금요일 10:00~16:00(1회)

장소   순창 객사 

대상   ① 지역내 중·고등학생(회당 15명), ② 외국인 유학생(회당 15명)

내용   간택 / 진성대군, 신수근의 딸을 만나다(왕실혼례) / 단경왕후의 바램(왕실태교)

7일의 왕비, 단경왕후를 기리다(분할형)

일정   6, 7, 9월 둘째주 화요일 10:00~12:00(3회)

장소   순창 객사 

대상   다문화가정(회당 15명)

내용   간택 / 진성대군, 신수근의 딸을 만나다(왕실혼례) / 단경왕후의 바램(왕실태교)

할머니 설씨부인처럼

일정   6월 6일, 8월 12일, 10월 14일 

10:00~12:00(3회)

장소   설씨부인·신경준 선생 유지

대상   지역내 거주 할머니(회당 15명)

내용   할머니의 그림솜씨

후손 신경준처럼

일정   5월 5일, 7월 22일, 9월 23일 

10:00~12:00(3회)

장소   설씨부인·신경준 선생 유지

대상   지역내 유치원생, 초·중학생 

(회당 15명)

내용   손자의 역사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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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체찰사 이원익,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하는  
무장읍성 역사기행

1596년, 무장읍성에서 만난 통제사 이순신의 군량미 사수 공성전과 체찰사 이원익의 민생 탐방에 동행하는 역사기행 / 선조들의 항일전쟁과 

이순신의 첨금정 일화를 현대 감각으로 재현한 호국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무장현 관아와 읍성 

(사적)

무장객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무장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의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45

무장읍성보존회 

010-6322-0665

이순신의 눈물

일정   5월 7일 토요일 14:00~15:00
장소   객사

대상   일반인

내용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지역민이 만드는 무장읍성 

배경의 역사서사시, 사진으로 남겨보는 타임캡슐

형 시간여행놀이

이순신과 함께하는 군량미를 지켜라

일정   5월 7, 21, 28일, 6월 4, 11일
장소   동원 앞 취백당 / 연지 / 사두봉

대상   일반인

내용   조선군의 명사수 / 북을 울려라 / 조선군 훈련장 

/ 호패만들기 등 무장군과 왜군과 벌이는 전투자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재연

이원익과 함께하는 조선시대 민속체험 

일정   5월 7, 21, 28일, 6월 4, 11일(총 5회)

장소   무장읍성

대상   일반인

내용   혼례체험 / 한복체험 / 새싹보리인절미 / 호패만

들기 / 보릿대난타공연 등 민속체험

자녀와 함께하는 무장읍성 연꽃놀이

일정   5월 7, 21, 28일, 6월 4, 11일(총 5회)

장소   무장읍성-연지

대상   일반인

내용   연꽃배 띄우기 / 연꽃등만들기 / 소원지달기 등 

백년만에 연지에서 핀 연꽃의 스토리를 토대로 

한 연꽃 공예 체험·놀이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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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모양성에 반하다

우리나라 읍성 중 성곽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고창읍성의 경관과 스토리자원,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족단위 체험객, 지역민, 사회

적약자, 탐방객 등이 고창읍성에서 기억을 남기고 만들고자 하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고창읍성 

(사적)

문의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45

문화유산연구소길 

063-564-7395

홈페이지  

https://ghil.modoo.at

모양성, 인생샷

일정   3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고창읍성 일대

대상   회당 20명 내외

내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양성에서의 인생샷을 촬

영하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답성놀이를 체험

기억저장소, 맹종죽림

일정   3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고창읍성 내 맹종죽림

대상   회당 20명 내외

내용   모양성 내 맹종죽림에 소원죽을 걸며 탐방객의 

기억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읍성제일, 공예가

일정   3월~10월(1일 2회, 총 20회)

장소   고창읍성 내 맹종죽림

대상   회당 20명 내외

내용   고창읍성의 주민이 되어 전통공예를 체험하는 프

로그램

KTX 타고 고창의 읍성

일정   3월~10월 중 1회

장소   고창읍성, 무장읍성, 고창 죽림리 고인돌 등

대상   30명 내외

내용   고창의 대표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답사와 ‘모양

성, 인생샷’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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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부안 우반동! 반계선생의 생각발전소

부안 우반동은 반계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집필하며 평생을 보낸 곳이고 동시에 부안김씨들의 세거지로 부안의 정신을 대표하는 곳이며 

따라서 이들 문화재를 통해 부안의 정신을 문화자원화 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보물)

반계선생유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문의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265

(사)오래된미래연구소 

063-244-3177

부안 우반동에서 변화를 꿈꾼 반계선생 유료

일정   5, 7, 9월 첫째주 금, 토요일 10:00~17:00
장소   반계선생 유적지

대상   유학생, 지역내 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내용   우반동은 어떤 곳인가 / 우반동에 온 히어로! / 반계선생 / 신(新) 반계수록 / 같으나 

다른, 동상이문지지(同像異們之地)부안 강진

우반동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유학기제

일정   4월~7월, 9월~10월 넷째주 수요일 10:00~12:00
장소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세덕각

대상   지역내 중·고등학생, 일반인

내용   우반동 서유기 리턴즈! / Letters up 우반동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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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하는 체험 · 이동형 거리극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항문화재 거점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로 행복한 도시재생발전의 기초 방향을 제고

대상문화재

구 목포일본영사관 

(사적)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전라남도 기념물)

문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극단갯돌 

010-8503-9213

홈페이지  

http://www.getdol.com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

일정   4월~10월 토요일 14:00~16:00(월 1회)

장소   구 목포일본영사관 일원

대상   가족단위(100명 이상)

내용   거대인형 옥단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거리극으로 전문배우와 지역 시민배우들이 어우

러져 만드는 체험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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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중심 거리에 근대 개항장 거리 풍경, 생활사를 재현한 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이벤트와 경험 제공

대상문화재

구 동아 부인상회 목포지점 

(국가등록문화재)

목포 번화로 일본식 상가주택-2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극단갯돌 

010-8503-9213

홈페이지  

http://www.getdol.com

목포 개항장 시간 여행

일정   4월~10월 토요일 14:00~16:00 
(월 3회)

장소   목포 1897 개항 문화 거리

대상   가족단위(50명 이상)

내용   목포 근대 역사의 중심지인 근대역사

문화공간 거리에서 즐기는 테마 체험

목포 근대문화 나들이

일정   4월~10월 토요일 14:00~16:00 
(월 3회)

장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대상   가족단위(30명 내외)

내용   근대인물들이 건물 곳곳에서 등장

하는 문화재 해설 투어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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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

100년 전 선교사들이 매산등 일대에 정착하여 남긴 문화유산을 통해 순천시의 근대화 과정을 알아보고,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선교 문화

유산 활용

대상문화재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국가등록문화재)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순천시청 문화유산과 

061-749-6813

홈페이지  

www.sc-heritage.com

선교사 체험학교

일정   7월~9월(10회)

장소   기독교역사박물관,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근대문화유산 보물 찾기(모형, 근대 문화유산 지도) 

/ 선교사들의 여름나기 / 실천하는 봉사(마을 미술 

프로젝트 연계)

선교사들이 남긴 문화유산

일정   4월~6월(6회)

장소   중앙교회, 조지와츠기념관, 매산관, 코잇가옥, 프레

스턴가옥,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동양과 서양의 조화 / 선교 역사와 근대 문화유산 /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에 숨겨진 근대역사 이야기

힐링 음악회

일정   9월~11월(4회)

장소   프레스턴 가옥

대상   일반인(회당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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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기언(記言)! 말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

기록유산(기언목판) 가치와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기록문화 브랜드화 / 지역주민이 활동가와 주체가 되어 다함께 만드는 기록문화콘텐츠

(시민참여형 기록활동+공연+전시+포럼)

대상문화재

나주 미천서원 기언목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문의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4

빛가람발전협동조합 

010-3604-1366

동네동네방네 시민 기록연구원   

양성과정 & 마을기록관

일정   4월 27일~11월 10일

장소   스페이스코웍+지역전역

대상   20명 내외

2022년 기록문화유산 & 기록문화 포럼

일정   5월 17일(1회)

장소   스페이스코웍 전남혁신점

대상   30명

기록문화로 토닥토닥 멘토링사업

일정   6월 14일~7월 19일(총 6회)

장소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15명~20명 내외 

기록문화 인문학 여행 너,   

그리고 나, 마음을 새기다 유료

일정   10월 1일~10월 31일(총 3회)

장소   미천서원 및 나주 지역

대상   여행상품 15~20명이내 ※ 버스 유료 / 체험 60명

자유학기제 기상청 자유학기제

일정   9월 1일~10월 31일(5회)

장소   관내 중학교

대상   100명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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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나주읍성(4대문)과 조선의 지방행정치소였던 금성관 및 향교 답사 / 목사내아에서 한옥 숙박 체험과 대청마루 음악회 개최 / 나주 전통 쪽 

염색, 나주 소반 만들기, 전통 도자기 만들기 체험

대상문화재

금성관 

(보물)

나주읍성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 

(사적)

반남고분군 

(사적)

복암리고분군 

(사적)

목사내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소반장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4

나주문화원 

061-332-5115

홈페이지  

http://www.najuculture.or.kr

쪽빛으로 감고 달빛 걷는 조선의 도시 유료 1박2일

일정   6월18일~19일, 9월 17일~18일, 10월 8일

장소   나주시 일대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외) ※ 50,000원

내용   금성관 / 나주읍성 답사 / 쪽 염색 체험 / 복암리 

고분전시관 / 황포 돛배

나주반에 담긴 근현대사 이야기 유료

일정   5월 12, 16, 17일, 9월 24일

장소   나주시 일대

대상   청소년, 일반인(회당 30명 내외) ※ 20,000원

내용   금성관 / 나주읍성 답사 / 나주 소반 체험 / 복암

리 고분전시관

전통문화로 돌아보는 나주이야기 유료

일정   5월 6, 16, 17일

장소   나주시 일대

대상   청소년(회당 30명 내외) ※ 20,000원

내용   금성관 / 나주읍성 답사 / 전통 도자기 체험 / 복

암리 고분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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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마로산성)

지역민이 참여하는 마로산성 유물 발굴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재 활성화 / 지역문화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 내 4대 산성 문화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재 인식 제고

대상문화재

광양 마로산성 

(사적)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061-797-1985

광양시사라실예술촌 

061-761-2043

홈페이지  

http://www.sarasil.co.kr

집수정에 담긴 햇살

일정   5월~11월 토요일 10:00~12:00(6회)

장소   사라실 예술촌, 청소년문화센터

대상   약 180명(회당 30명)

내용   지역 문화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운영

백제로 가는 타임머신, 마로산성 유료

일정   7월 23일~24일 토~일요일 13:00~17:00(2회)

장소   마로산성

대상   120명(회당 60명)

내용   백제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당시 문화와 생활 

양식을 배우는 참가자 주체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이팝나무 꽃 필 무렵 유료

일정   6월 11일~12일 토~일요일 15:00~19:00(2회)

장소   유당공원

대상   200명(회당 100명)

내용   광양 유당공원에서 열리는 500년 전 조선시대 

풍년 기원잔치

달빛 아래 윤동주 詩 품다 유료

일정   9월 24일~25일 토~일요일 15:00~20:00(2회)

장소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배알도 해변공원

대상   300명

내용   일제저항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를 지켜낸 정병욱의 

숭고한 노력을 시와 음악으로 느끼는 프로그램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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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광양 生生 김 여행

세계 최초 김 양식을 기념하고 있는 광양김시식지(光陽김始殖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재 향유사업

대상문화재

광양김시식지(光陽김始殖址)  

(전라남도 기념물)

문의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061-797-1985

광양시향토청년회 

010-3494-8024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kimheroson

광양김 양식 1643 시간여행

일정   10월 1일~11월 30일, 13:00~16:00(총 20회)

장소   광양김시식지, 용지어울림광장

대상   일반인(총 600명)

내용   섶 만들기부터 완성된 김까지의 세계 최초 광양 

김 양식 과정 체험과 ‘김 풍작 기원’ 용지큰줄다

리기 체험을 통해 1643년 김 양식에 성공한 광양 

선조들의 창조적 슬기와 실사구시를 되새겨 보는 

체험 프로그램

광양김 토크콘서트 ‘김김김 라이브’

일정   6월 2일~9월 4일, 19:00~20:40(총 6회)

장소   광양김시식지, 배알도 수변공원, 삼화섬공원, 광

양읍, 장애인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대상   일반인(총 600명)

내용   김 양식 창안부터 오늘날까지의 김을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게 전달하고 스토리텔링 음악회를 통

해 감성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광양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

일정   9월 5일~10월 31일 10:00~12:00(총 4회)

장소   광양김시식지

대상   일반인(총 120명)

내용   김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세대별로 구

분하여 주제별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전 국민 

대상 김 음식 경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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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태도시 담양 - 문화재와 소통(疏通)하다!

생태도시 담양의 문화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품격 있는 문화자원 답사기행 컨텐츠를 유료관광 개발상품으로 사용화하여 

고유한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재 홍보로 주민소득향상에 이바지

대상문화재

담양 관방제림 

(천연기념물)

담양 채상장 

(국가무형문화재)

담양 송강정 

(전라남도 기념물)

문의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6

천년담양문화제작소 

061-381-8338

문화재유적 채움기행

일정   5월~11월(3회)

장소   관방제림 외 문화재 현지

대상   문화단체 25명(회당 25명)

내용   지역문화단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문화재 이야기꾼 양성학당 및 만남광장

일정   ① 3월~4월(주 2회, 총 8회), ② 4월~11월(총 28회)

장소   ① 한국대나무박물관, ② 문화재 현지

대상   ① 지역민(15명), ② 이수자(10명 기준)

내용   ① 문화유산 이야기꾼 양성학당, ② 찾아가는 문

화재 이야기꾼 운영

문화재역사 향유마당

일정   ① 5월~7월(총 5회), ② 7월~8월(총 6회),  

③ 5월~7월(총 7회)

장소   관방제림 외 문화재 현지 

대상   ① 다문화 여성(10명), ② 장애청소년(15명),  

③ 지역아동센터학생(15명)

내용   ① 문화재 역사향유 탐방마당, ② 문화재 역사향

유 놀이마당, ③ 문화재 역사향유 체험마당

문화재유산 꿈 찾는 창의교실 자유학기(년)제

일정   9월~11월(총 4회)

장소   선정 중학교

대상   20명(1학급)

내용   문화재 지역유산 소망찾기

전라남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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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역사의 빛, 의향문화재를 만나다

임란의병과 항일운동의 숭고한 뜻을 간직한 담양지역 문화재에 대한 알리미 인력양성 및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인문여행상품 개

발 및 사회적약자 항일운동역사탐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재 가치 확산

대상문화재

담양 삼지천마을 옛 담장 

(국가등록문화재)

담양추월산 

(전라남도 기념물)

담양송진우고택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6

담양문화원 

061-383-6066

홈페이지  

http://dyculture.kr

담양의 항일운동역사탐험

일정   4월~11월(18회)

장소   삼지천마을, 추월산, 송진우고택 외 다수

대상   저소득층어린이, 지역어르신(각 15명)

내용   사회적약자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의향담양 문화재인문여행

일정   5월~10월(1회)

장소   삼지천마을, 추월산, 송진우고택 외 다수

대상   일반인(25명 내외)

내용   문화재 역사인문투어 프로그램

담양문화재 알리미 양성

일정   ① 3월~4월(8회), ② 5월~11월(24회)

장소   ① 담양문화원 강의실, ② 의향문화재 현장

대상   ① 지역민(15명), ② 지역민(10명)

내용   ① 내고장 문화재 알리미 양성 프로그램,  

② 문화재 알리미 운영 프로그램

의향담양 문화재 상설 체험

일정   5월~11월(24회)

장소   담양문화원 체험교육실, 야외광장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문화재 상설 체험 프로그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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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유아가 생애 처음 만나는 문화재를 긍정적이고 흥미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아의 문화재 접근법을 개발 공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도깨비 형상의 뿌리 찾기와 문화재 등재를 고민하는 포럼 개최

대상문화재

마천목 좌명공신 녹권 

(보물)

곡성 마천목 묘와 재실 

(전라남도 기념물)

문의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1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061-363-2953

홈페이지  

www.dokaebi.co.kr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일정   4월~12월 10:30~14:30(15회)

장소   마천목사당, 도깨비살,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저학년 등(회당 30~40명)

내용   유아가 문화재와의 첫 만남을 긍정적이고 친근하

게 느낄 수 있도록 인형극과 체험으로 풀어냄  

①  마천목사당 방문 및 녹권수여식 체험   

② 섬진강 도깨비살 탐방  

③  도깨비마을 / 인형극, 도깨비전시관 관람, 체험

도깨비 포럼 개최

일정   6월 4일

장소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대상   민속학회, 관련학자 등(50여 명)

내용   우리나라 도깨비 형상의 뿌리 찾기와 복합 문화

유산 등재고민

마천목장군 도깨비잔치

일정   6월 4일

장소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대상   도깨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관람객

내용   제2의 민속촌 가능성 타진과 농악 및 이색 공연 

도깨비 인형극, 체험, 도깨비 그림책 전시 등

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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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문화를 가꾸고 누리다, 보성여관

국가등록문화재 보성여관에서 지역문화를 활용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방문객들이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체험하고 문화유산과  

친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대상문화재

구 보성여관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1

보성여관 

061-858-7528

홈페이지  

http://www.boseonginn.org

감성공연

일정   (판소리) 6월 4일, 10월 15일(2회)  

(실내악) 4월 2일, 10월 22일(2회)  

(연극) 5월 28일, 6월 25일, 7월 23일, 9월 24일(4회)

장소   보성여관

대상   30명

내용   판소리 / 실내악 / 연극

문화 체험 교실

일정   (체험) 5월 21일, 7월 2일, 16일, 9월 3일(4회)

장소   보성여관

대상   30명

내용   녹차 화장품 만들기

주말 힐링 문화 공간

일정   (공연) 4월 16일, 5월 7일, 6월 18일, 7월 9일, 8월 

27일, 9월 17일, 10월 8일, 11월 5일(8회)

장소   보성여관

대상   30명

내용   테마별 지역특색 전통악기연주

보성여관 가치탐색

일정   4월~11월

장소   보성여관

대상   1,000명

내용   스크래치 페이퍼 체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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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조선 500년 병영성 번영을 쌓다

강진군의 병영성을 활용해, 교육프로그램과(RPG 순성놀이, 야단법석 포졸들의 순찰), 관광객 프로그램 등(Snap와 Story가 있는 병영 옛 골

목 여행) 대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강진 전라병영성 

(사적)

강진 한골목 옛 담장 

(국가등록문화재)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문의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43

강진군문화관광재단 

061-430-7999

RPG 순성놀이,   

야단법석 포졸들의 순찰

일정   4월 19일~10월 31일

장소   병영성내 순성

대상   학교단체 개인 & 단체

전라남도

강진군

124

Snap과 Story가 있는,   

병영 옛 골목 여행

일정   4월 19일~10월 31일

장소   강진 한골목 옛 담장+800년 은행

나무(보호수)

대상   강진군 전담여행사를 통해 프로그램

제공

병영 생생 문화 보부상 양성

일정   3월

장소   병영성 유휴시설

대상   지역(군동, 옴천, 병영) 중심으로  

모은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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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명량! 주말을 달군다 유료

일정   5월~7월, 9월~10월
장소   전라 우수영 일원

대상   일반인(400명) ※ 1인 3,000원 

내용   주말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

로그램

명량! 바다도 돌고, 나도 돌고

일정   4월~11월
장소   전라우수영 일원, 우항리공룡화석지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취약계층(200명)

내용   학교와 연계한 강강술래 체험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투어형 프로그램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명량 가족 캠프 유료

일정   7월~8월
장소   전라우수영 일원,   

우수영 문화마을 일원

대상   가족단위(120명)   

※ 성인 50,000원 / 13세 미만 30,000원

내용   여름 성수기 문화재와 함께하는 가

족 캠프
녹우당! 비자나무로 나르샤

일정   5월~10월
장소   비자나무숲,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 등

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족(80명)

내용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K전통문화 프로그램

문화재 손 잡고 미래로~새앵

과거에서 출발한 문화재는 지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 숨쉬는 문화재의 가치를 세대와 

문화의 벽을 넘어 또 다른 미래의 우리들에게 그 가치를 남기고자 함

대상문화재

해남명량대첩비 

(보물)

해남전라우수영 

(사적)

해남우항리 공룡, 익룡,  

새발자국화석지 

(천연기념물)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숲 

(천연기념물)

문의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061-530-5250

극단미암 

061-533-007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w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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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하늘감동 ‘엄동설한 청개구리’

서능선생의 효와 박수량 선생의 청렴을 배우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체험과 함

께 진행하며, 그 내용을 우리 가락으로 담아 가야금 병창으로 공연 프로그램 운영

대상문화재

서능정려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장성박수량백비 

(전라남도 기념물)

가야금병창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40

(사)장성인성문화진흥원 

061-394-5500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jsin2016

하늘감동 ‘엄동설한 청개구리’ 유료 1박2일

일정   4, 5, 6월 셋째주 토, 일요일

장소   서능정려비 노란담장

대상   지역민, 사회적약자 ※ 20,000원

내용   서능선생의 효를 배우며, 전통을 이어 갈 체험을 겸한 활동

무서 백비에 새로 새긴 묘비명 유료 1박2일

일정   9, 10월 셋째주 토, 일요일

장소   박수량 백비 노란담장

대상   지역민, 관내학생 ※ 20,000원

내용   박수량선생의 청렴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 체험

문화살롱 열두줄

일정   11월 19일(공연 및 결과보고)

장소   장성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

대상   지역민(기존 참가자)

내용   우리문화와 효, 청렴 등을 새기는 가야금병창 공연

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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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완도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완도 가리포진(수군진) 500년 역사를 지역의 초중등학생들, 관광객들, 지역민들과 함께 알아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

심을 높이고 지역 소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대상문화재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완도 청해진 유적 

(사적)

완도객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061-550-5471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061-555-3017

가리포 와!! 펀펀!! 자유학년제

일정   4, 5, 6월(3회)

장소   완도객사

대상   회당 20명

내용   관내 자유학년제 중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

에게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 향유기회 제공

완도 가리포에서 놀자

일정   7, 8월(2회)

장소   장보고동상, 완도객사

대상   회당 50명

내용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

제로서 지역 예술가들의 수익창출 기회 제공

완도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유료

일정   ① 5, 6, 9, 10월, ② 11월

장소   ① 청해진 유적, 묘당도, 충무공유적, ② 완도객사

대상   ① 회당 20명 ※ 30,000원, ② 30명

내용   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

재를 답사하는 프로그램, ② 가리포 500년 기념 

명사초청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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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022 삼시세끼 농악마실

진도소포걸군농악 상설 공연 콘텐츠의 대중화 / 지역사회 연계 교육 전승 시스템 확대

대상문화재

진도소포걸군농악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문의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061-540-3078

진도소포걸군농악보존회 

010-6299-8805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channel/
UCpPCvCwpjCIqtvTuwMbEBQw 
/featured

삼시세끼 농악마실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 넷째주 토요일 16:00
장소   소포리전통민속체험관

대상   일반인 ※ 1박2일 체험 유료 / 당일공연 무료

내용   소포농악 상설 공연

소포리 전통창극 「철야」 상설공연 유료

일정   3월~12월 셋째주 토요일 19:00
장소   소포리전통민속체험관

대상   일반인 ※ 1박2일 체험 유료 / 당일공연 무료

내용   소포리전통창극 「철야」 특별상설공연

장화계 체험 유료

일정   3월~12월

장소   소포전통민속전수관

대상   일반인

내용   소포리전통 종이꽃(상여꽃, 고깔꽃) 만들기 체험

소포농악두레 사전신청

일정   3월~12월

장소   소포전통민속전수관

대상   지역아동센터 / 마을학교

내용   농악·연수 공연

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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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천사의 선물 천일염, 生生 소금밭체험

소금의 본고장 신안에서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증도의 아름다운 광경을 느껴보는 오감만족 힐링체험

대상문화재

신안 증도 태평염전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증도 석조소금창고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547

증도태평소금전시장 

061-275-0829

홈페이지  

http://www.saltmuseum.org

生生 소금밭체험 유료

일정   4월 1일~10월 31일

장소   증도 태평염전

대상   지역민, 일반인(3,000여 명) ※ 13,500원

내용   소금의 생성과정의 이해 / 소금 체렴(대파밀기) / 강고체험 및 반영사진 / 수차 돌리기 

/ 소금아이스크림 시식 및 소금증정

1박2일 힐링캠프 1박2일

일정   6월 15일~16일, 10월 8일~9일 

(총 2회)

장소   증도 일대

대상   일반인(100여 명)

내용   소금비누 만들기 체험 / 증도 투어 / 

아트공연(마술 or 풍선 등) / 별빛 감

상 / 천일염 강의 등

소금같은 예술 -   

레지던시 국제작가 전시전

일정   4월 10일~12월 31일

장소   소금박물관 기획전시실

대상   일반인(5,000여 명)

내용   국내외 작가 선정 / 12주동안 증도

입주 / 총 2~3명 작가 작품 전시 / 

연간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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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다

선비달빛트레킹, 분옥정 화전놀이, 분옥정 고택달빛음악회, 할매, 할배 니~하오 캠프, 행복문화강좌, 분옥정 뿌리찾기 캠프

대상문화재

포항 분옥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문의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비)서포항문화유산연구회 

054-247-6318

홈페이지  

cafe.daum.net/bunokjeong

분옥정 선비 달빛트레킹

일정   6월 11일, 25일, 7월 9일, 9월 10일, 11월 12일 

장소   분옥정, 봉계수변공원, 봉좌산달맞이길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2.2㎞ 선비달빛트레킹 / 숲속 달빛 명상 / 선비들의 

스토리텔링 / 선비효도 문자보내기 등

분옥정 고택 달빛음악회

일정   10월 8일

장소   분옥정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소리여울연구소 민요 / 평양예술단공연 등 / 히든

싱어가수 초청 / 서포항 색소폰연주단 / 행복상상 

세대간 공감

분옥정 정자에서 화전놀이

일정 6월 3일,   18일, 7월 16일, 8월 13일, 11월 19일

장소   분옥정, 봉계1리회관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서래씻기 화전놀이 재현 / 중양절 화전놀이 재현 / 

삼월삼진날 화전놀이 / 포항 부추짜장면 만들기 / 

칠월칠석날 연인과 함께

할매, 할배 니~하오 캠프 1박2일

일정   10월 21일~22일

장소   분옥정, 봉좌마을

대상   재한중국 유학생(40명), 할배할매(40명) 등 120명

내용   할배할매 카네이션 달기 / 할배할매 손주맺기 /  

다문화가족 전통 장보기 / 할배할매집 방문하기 / 

포항영일대 추억만들기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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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 이야기가 살고 있는 문화재

 포항에 있는 명소를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 체험공간

대상문화재

용계정과 덕동숲 

(명승)

용계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포항 오덕리 애은당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문의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아리랑민속예술단 

054-248-5678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bong5933

이야기가 살고 있는 문화재 트레킹 

일정   7월 9일, 13일 / 8월 13일, 27일 

9월 17일, 24일 / 10월 8일, 22일 

11월 12일, 26일(총 10회) 

장소   덕동문화마을

대상   일반인

국악과함께하는   

문화재 톡! 톡! talk!

일정   7월 9일, 13일 / 8월 13일, 27일 

9월 17일, 24일 / 10월 8일, 22일 

11월 12일, 26일(총 10회) 

장소   덕동문화마을

대상   일반인

천연염색 체험

일정   7월 9일, 13일 / 8월 13일, 27일 

9월 17일, 24일 / 10월 8일, 22일 

11월 12일, 26일(총 10회) 

장소   덕동문화마을

대상   일반인

차향이 있는 문화재

일정   7월 9일, 13일 / 8월 13일, 27일 

9월 17일, 24일 / 10월 8일, 22일 

11월 12일, 26일(총 10회) 

장소   덕동문화마을

대상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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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포항은 알아, ‘뇌록’의 비밀을 !

지질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물자원으로 조선시대 건축물의 단청 등에 사용되어온 전통안료 ‘뇌록’에 대한 지역 브랜드 컬러콘텐츠활용 저변 

확대 / 정기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보호의식함양 / 색채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활용프로그램의 문화유산 인식 고취

대상문화재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천연기념물)

문의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컬러콕 

0507-1406-8145

홈페이지  

www.colorcok.kr & https://
cafe.naver.com/noeirok

컬러풀 뇌록 피스풀 마인드

일정   10월 22일, 11월 5일, 11월 19일, 12월 3일 토요일(총 4회)

장소   관내강의장

대상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20명 내외)

내용   뇌록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리고, 뇌록이 과거 왕족 및 불교미술을 통해 권위와 성격을 

나타내 주었던 우리나라 전통안료 색채임을 기억하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 천

연기념물을 통한 힐링, 컬러테라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함 

어제의 ‘뇌록’을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뇌록산지’ 지킴이 양성과정

일정   7월 9일(2회), 7월 23일(2회), 8월 6일(2회), 8월 20일(2회), 9월 3일(2회) 토요일

장소   관내강의장 및 뇌록산지 현장

대상   일반인(20명 내외)

내용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인력 양성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 기여 및 ‘뇌록’ 문

화재를 알림

뇌록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단청이야기

일정   9월 17일, 10월 1일 토요일

장소   뇌록산지 일대

대상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20명 내외)

내용   뇌록산지 일대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간접적 미션을 통해 뇌록 수급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이해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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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1C 글로벌 리더양성 新화랑풍류체험

신라 삼한 일통의 원동력인 화랑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살리고 체험과 활용을 통해 이용객들의 문화재 보존, 전승의식도 함께 높이고자 함

대상문화재

경주 무열왕릉 

(사적)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국보)

경주 서악동고분군 

(사적)

경주 진흥왕릉 

(사적)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주)문화재보존활용센터 

054-777-1950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eventInfo/index.do

(대표)新화랑풍류 체험 사전신청

일정   4월~10월 둘, 넷째주 토요일(월 2회, 총 10회)  

※ 7, 8월 하절기 제외

장소   무열왕릉 및 서악동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화랑탐방(문화재 답사), 화랑무예(죽궁, 택견), 화랑 

예법(화랑복, 다도), 세속오계 탁본 등의 화랑풍류

체험 진행

新화랑풍류 학교 유료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 평일(총 3회)

장소   무열왕릉 및 서악동 일대

대상   자유학기제 및 모집객 ※ 5,000원

내용   평일에 학교 또는 단체객들을 모집하여 대표프로

그램 진행

新화랑풍류 음악회(지역친화형)

일정   5, 10월 토, 일요일(월 3회, 총 6회)

장소   서악동삼층석탑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5월(작약), 10월(구절초) 시기에 서악동삼층석탑

과 만발한 꽃들을 배경으로 마을주민과 관광객들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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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주읍성 생생 나들이 

경주의 또 다른 역사, 조선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주 읍성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

는 경주인의 삶을 비추는 향수가 있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경주읍성  

(사적)

경주 구 서경사  

(국가등록문화재)

경주부 관아건물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 

054-773-2988

홈페이지  

http://컬처메이커.com

생생 역사탐험대 유료

일정   4월~10월 마지막 수요일(7월 제외)

장소   경주읍성 일원

대상   어린이, 청소년

내용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미션 제공으로 

문화재와 지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자기주

도형 문화재 체험

경주읍성 포졸체험 ‘역사는 흐른다’ 유료

일정   5월~10월 중(총 2회)

장소   경주읍성 일원

대상   외국인, 다문화가정

내용   문화재와 함께해 온 경주인의 삶을 소개하고 조

선의 포졸이 되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

는 외국인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경주부윤 읍성나들이

일정   5월~10월 중(총 2회)

장소   경주읍성 일원

대상   어르신

내용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으

로 대상자에 따른 정서적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

하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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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탈 쓰고 탈 막세

하회마을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화장치인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 체험 및 관람을 통해 옛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깨닫

고 이해하며 나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대상문화재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국보)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054-855-3664

홈페이지  

hahoemask.co.kr

‘나도 탈광대’ 하회별신굿 재현행사

일정   4, 5, 10, 11월 토요일 및 하회마을 세시풍속 행사 

연계 운영

장소   하회마을 일원(야외)

대상   일반인

내용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 지역인 하회마을 내에서 

진행되는 길놀이 및 관광객 참여형 재현행사 

‘일탈’ 탈춤따라 배우기 유료 자유학년제

일정   3월~12월(기관협의 및 신청시간대)

장소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 외(실내·외)

대상   일반인, 학생(회당 30명 내외) ※ 1인 10,000원

내용   하회별신굿탈놀이 이해와 기본춤사위 및 캐릭터

별 춤사위를 배워보고 체험함

‘소통의 밤’ 전수교육관 1박2일 체험캠프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참여단체 가능 시간대)

장소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 교육관(실내·외)

대상   회차별 단체모집(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 등)  

 ※ 1인 50,000원

내용   소통의 문화장치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수교

육관에서 1박2일 동안 각종 체험과 직접 공연도 

체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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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

영주 순흥 벽화고분은 남한 유일의 고구려식 4면 벽화고분으로 영주시 순흥면에 있다. 이 곳은 과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로 두 나라의 

문화가 함께 나타나며 고분에 있는 역사상, 어형기, 연꽃, 태양과 서조, 산악도 등 다양한 그림을 테마로 참가자가 재미와 고분의 의의를 함

께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대상문화재

영주 순흥 벽화고분 

(사적)

문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문화유산활용진흥회 

054-632-4656

고분을 지키는 수호신을 찾아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 중

장소   순흥벽화고분 외 

대상   가족 또는 팀 단위(회당 20명)   

※ 성인 30,000원 / 아동 25,000원

내용   1박2일간 벽화고분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찾아 

답사, 체험, 공연 등의 복합행사로 진행

어형기의 비밀

일정   4월~11월 중

장소   순흥벽화고분 외 

대상   장애인, 다문화(회당 20명)

내용   물고기깃발 그림을 모티브로 한 체험, 미니강좌 

등으로 진행

벽화고분 미술학교

일정   4월~11월 중

장소   순흥벽화고분 외 

대상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가족(회당 20명)

내용   벽화고분 답사, 벽화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 등 진행 

영주 문화유산여행

일정   4월~11월 중

장소   순흥벽화고분 외 

대상   외국인(회당 20명)

내용   1박2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벽화고분을 비롯한 

영주의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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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골목따라 추억따라 관사골이야기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철도 개통 후 구 영주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영주의 원도심인 지역 / 철도원 관사가 많아 

일명 ‘관사골’로 불리는 마을에는 영주시의 근현대 모습과 추억이 남아 있어 이를 참가자와 공유하는 레트로 문화유산 여행 추진

대상문화재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문화유산활용진흥회 

054-632-4656

안녕, 관사골 유료

일정   4월~11월 중(7회)

장소   관사골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관사골 레트로·미션투어, 체험 등

관사골 달빛살롱

일정   5월~10월 중(2회)

장소   관사골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간이극장, 옛 추억이 담긴 사진 및 물품 전시회, 

그때 그 시절 ‘이젠 말할 수 있다’

Hi~ Gwansagol

일정   4월~11월 중(2회)

장소   관사골 등 영주시 일원

대상   외국인(회당 20명)

내용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관사골을 중심으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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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영천 Ycats 탐험대

신라시대부터 지역 농경문화와 함께 해온 청제와 청제비, 일상 속 힐링공간인 조양각, 임고서원 등 영천의 문화재와 예술을 찾아 떠나는 문

화재 힐링 여행(※ Ycats 는 영천(yeongcheon)의 문화(culture), 예술(art), 관광(tourism)을 말합니다.)

대상문화재

영천 청제비 

(보물)

영천 숭렬당 

(보물)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천연기념물)

영천 조양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임고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054-330-6539

별별곳간 사회적협동조합 

010-7440-2232

홈페이지  

blog.naver.com/bbgg01000

청제비 풍년을 기원하다 유료

일정   5월~11월(총 4회)

장소   영천 청제비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 5,000원

내용   청제비 풍년기원 농경문화체험 

- 풍년 모내기(5월) 

- 허수아비 만들기(9월) 

- 벼베고 타작하기(10월) 

- 쌀과자 만들기(11월)

Ycats 영천읍성을 거닐다 유료

일정   5월~8월(총 3회)

장소   영천 숭렬당, 영천 조양각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5,000원

내용   영천읍성내 문화재를 연계한 투어

Ycats 별별명당 유료

일정   4월~9월(총 3회)

장소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임고서원 외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 5,000원

내용   문화재 힐링피크닉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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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문경새재에서 ‘사기장(沙器匠)’의 길을 걷다

문경의 대표 문화재인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과 함께 조선시대 사기장의 일과를 오감(五感) 체험하고,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문경새재와 

조령관문에 내재된 도자기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와 향토 원료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사기장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국가무형문화재)

문경 조령 관문 

(사적)

문경새재 

(명승)

문의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054-550-6408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백산헤리티지연구소 

054-571-0901

홈페이지  

http://baeksan-kimjungok.com

사기장(沙器匠)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1박2일

일정   7, 10월(2회)

장소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문경새재 일원

대상   해외 입양인과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해외 입양인과 가족을 위한 모국방문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문경새재 사기장(沙器匠) 힐링 캠프와 산책 1박2일

일정   5월~10월(4회)

장소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문경새재 일원

대상   ① (힐링캠프) : 일반인(회당 40명 내외) 유료 

② (힐링산책) :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둔  

가족(회당 40명 내외)

내용   가족 친화·치유 문화유산 캠프 

문경·Moon慶 달항아리 음악회

일정   7월(1회)

장소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잔디마당

대상   일반인(회당 200명 내외)

내용   사기장의 달항아리 제작시연을 접목한 전통문화

유산 공연

문경새재 옛길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120회)

장소   문경새재 교귀정,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외)

내용   문경새재 자연속 도자기 체험교실 및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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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

경산의 뿌리 압독국 문화유산(임당유적)을 ICT 융복합 기술을 통해 지역민에게 지역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발전의 촉진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대상문화재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문의    

경산시청 문화관광과 

053-810-5406

(사)해밀문화유산 

053-813-5080

홈페이지  

https://www.gbgs.go.kr

도전! 압독국 마인크래프트로 상상하기 유료

일정   7월 9일~30일 토요일(총 4회) 

장소   경산시 문화회관(하양) 2층 정보화교육장

대상   초등학생 3~6학년(회당 15명 내외) ※ 10,000원

내용   경산시 주요 문화유산인 압독국 문화유산을 메타

버스 환경을 통해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

유산 향유기회를 제고

압량문화탐방대 압독과 임당유적을 만나다

일정   6월 11일, 10월 15일(총 2회)

장소   영남대학교 박물관,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외)

내용   문화재와 직접 대면 프로그램으로 압독 출토유물 관

람 및 체험, 압독 유적 탐방, 병영유적 탐방(체험 및 

유적 탐방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행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임당유적 유물찾기

일정   5월 28일(총 1회)

장소   임당동 고분군

대상   다문화가족(20명 내외)

내용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임당동 고분군 탐방 및 

체험활동 등 문화재와 직접 대면 프로그램

압독, 세상을 품다. 랜선 콘서트

일정   11월 11, 18, 25일 금요일(총 3회)

장소   온라인 LIVE 강연(줌 회의)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외)

내용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의 대응 방안으로 

압독국 관련 문화유적과 역사 강좌를 전문가 초

청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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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의 문 앞에서 서애 류성룡을 만나다

600년 세월을 품은 의성군 점곡면 사촌마을과 사촌마을 내 위치한 만취당, 사촌 가로숲, 의성의병기념관 등을 활용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만취당 

(보물)

사촌리 가로숲 

(천연기념물)

사촌리 향나무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054-830-6355

(주)제월아트체험센터 

054-833-3444

홈페이지  

https://www.jewolart.co.kr

‘생생의 문 앞에서 서애 류성룡을 만나다’ 유료

일정   4월~10월(총 5회)

장소   의성 사촌마을 일원

대상   가족, 단체(30명 내외) ※ 7,000원

내용   서애 류성룡의 탄생설화를 바탕으로, 사촌마을 내

그의 발자취를 따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

전통문화캠프 ‘오감만족 사촌마을 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총 1회)

장소   의성 사촌마을 일원

대상   가족, 단체(30명 내외) ※ 30,000원

내용   사촌마을 속 문화재와 함께 1박2일 동안 문화  

유산을 향유하고, 그 가치와 의미 되새기기

‘석봉 한호의 손길을 느끼다’

일정   9월~11월(총 1회)

장소   교육시설 방문

대상   중학생(30명 내외)

내용   지역 문화유산 만취당과 사촌 가로숲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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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주요프로그램

천혜의 자연과 역사를 품은 청송 生生여행

많은 항일의병 유공자를 배출한 충의의 고장이자, 세종의 비 소헌왕후 심씨의 관향인 청송에서 항일의병 선열의 발자취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실경 공연 등을 기획하여 지역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대상문화재

청송 찬경루 

(보물)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명승)

청송 소류정 

(국가등록문화재)

청송 운봉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청송한지장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문의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054-870-6247

청송문화관광재단 

054-874-9096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cctfss

충의의 고장 청송에서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5회)

장소   청송 소류정, 덕천마을, 항일의병 기념공원 등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내외) ※ 40,000원

내용   청송의 항일의병유적지와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립 

공원인 주왕산 일대 등 청송문화유산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청송의 보물, 찬경루가 새겨진 마스크 스트랩 체험

일정   3월~12월(5회)

장소   영상 상영이 가능한 모든 장소(대면 / 비대면 병행)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내외)

내용   청송의 보물, 찬경루가 새겨진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체험

청송의 보물, 찬경루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체험

일정   3월~12월

장소   청송 찬경루, 운봉관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보물 청송 찬경루와 청송 심씨 소헌왕후의 이야

기를 스토리텔링한 영상 체험

신선이 사는 주왕산을 거닐다! 유료

일정   3월~12월(2회)

장소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주왕산 국립공원 내)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내외) ※ 15,000원

내용   명승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투어와 청송의 

무형문화유산인 청송한지, 청송백자 체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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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일록일청 도담도담 SINGSING♪ 라이프

청도 대표 무형문화재인 차산농악과 유형 문화재를 활용하여 청도만의 문화, 자연, 먹거리, 생태,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도군의 문화 · 관광도시로 위상 제고

대상문화재

청도차산농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청도석빙고 

(보물)

청도읍성 외 2건  

(경상북도 기념물)

운강고택과만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운문사대웅보전 

(보물)

문의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054-370-6065

청도차산농악보존회 

010-9895-3868

홈페이지  

https://www.cheongdo.go.kr

천왕낭게 기걸렸네

일정   6, 10월(2회)

장소   청도읍성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400명)

내용   청도차산농악과 청도읍성을 활용한 유·무형 문

화재 복합 활용 축제

고태가 고태가 내 고택아

일정   5월~10월(6회)

장소   운강고택, 도주관

대상   지역민(회당 200명)

내용   지역유형문화재를 공연장으로 활용한 지역민 대

상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푸른길 높은산 깊은물 청도살기 유료 1박2일

일정   5월~10월(4회)

장소   운문사, 운림고택, 선암서원

대상   지역소외계층, 외국인(회당 40명)

내용   산동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

싱글벙글 온고지신 배움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4회)

장소   청도향교

대상   지역민(회당 50명)

내용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여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세미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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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生生)한 대가야를 만나다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고대사에서 520년간 존속하였으며, 악성 우륵의 고장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고령군에서 문화

재를 활용한 품격높은 행사를 통하여 지역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림

대상문화재

지산동 고분군 

(사적)

장기리 암각화 

(보물)

점필재 종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문의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55

(사)고령군관광협의회 

054-950-6423

홈페이지  

http://grta.co.kr

생생(生生)한 대가야를 만나다 유료

일정   4월~10월 중(6회)

장소   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전통시장, 우륵박물관, 가

얏고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대가야의 멋·맛·흥·힘·역사를 배워보는 프로그램

생생(生生)한 대가야를 만나다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중(2회)

장소   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개실마을, 대가야생활촌, 대가야

전통시장, 우륵박물관, 가얏고마을

대상   일반인

내용   대가야의 멋·맛·흥·힘·역사를 배워보는 프로그램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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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출산장려 / 성주군 여행상품 개발 프로젝트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2일!

세종대왕자 태실을 비롯하여 생명문화 관련 자원을 활용한 태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성주군과 협력하여 성주를 태교여행지로 부각시켜 문화관광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문화재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사적)

성주한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성주 경산리 성밖숲 

(천연기념물)

문의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3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홈페이지  

http://kkcc.or.kr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2일 1박2일

일정   3, 4, 6, 7월(4회)

장소   세종대왕자 태실 및 한개마을 등(비대면 진행)

대상   임신부 및 신혼부부, 다둥이가족 등(30명 내외)

내용   세종대왕자 태실 및 태실 수호사찰 선석사, 성주 한개마을 등 임신부의 태교 및 힐링

에 도움이 되는 문화재와 명소를 활용한 다양한 힐링태교여행 프로그램

출산 아카데미 : 소중한 아이 가족행복의 열쇠

일정   5, 10월 중(2회)

장소   세종대왕자 태실 및 생명문화공원(비대면 진행)

대상   임신부 가족, 신혼부부, 다문화 임산부 가족 등(40명 내외)

내용   세종대왕자 태실과 수호사찰 선석사, 생명문화공원에서 펼치는 체험형 출산 & 태교 

아카데미 / 저자와의 대화 : 조선엄마의 태교법 / 태아를 위한 10달 태교 음식체험 / 

시와 함께하는 ‘생명찬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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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황금닭의 고운 품속

명승 ‘청암정과 석천계곡’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통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의 호응이 좋은 강좌를 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생생사업의 홍보를 위한 음악회 1회도 포함

대상문화재

청암정과 석천계곡 

(명승)

봉화추원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삼계서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문의    

봉화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54-679-6333

(사)닭실문화유적보존회 

054-674-0963

옛날 선비길 답사 유료

일정   연중(24회)

장소   석천계곡, 청암정

대상   일반인(회당 10명) ※ 일부 유료

내용   석천계곡, 청암정 등 활용한  

옛길 답사

문화교실

일정   연중(35회)

장소   문화재 및 관내학교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 일부 유료

내용   문화재를 활용한 전통문화 단기체험

황금닭의 여유 1박2일

일정   연중(2회)

장소   관내 문화재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내용   문화재를 활용한 1박2일   

전통문화체험

생생사업 홍보음악회

일정   연중(1회)

장소   청암정

대상   일반인(100명)

내용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음악회

경상북도

봉화군

146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16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사업 

천문과학자 괴담배상열(1760-789)이 사용하던 천문기기(혼천의, 해시계), 관측연구장소(직방당, 녹동리사), 천문과 절기자료(괴담유고,  

서계쇄록, 기삼백, 천체 주위 지도, 천화도, 일월십회도)등 천문과학과 절기자료를 통하여 지혜를 계승하고 활용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배상열 혼천의(선기옥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녹동리사와 직방당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54-679-6333

아기사슴별별이야기추진위원회 

010-7277-8789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deerstar2020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체험행사

일정   3월~11월(25회)

장소   유록마을 직방당 외 

대상   10명~30명

내용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체험행사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길 투어

일정   3월~11월(25회)

장소   유록마을길(청렴, 충렬 천문의길) 문화재

대상   10명~30명

내용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길 투어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별밤(하늘) 행사

일정   3월~11월(8회)

장소   유록마을 직방당 외

대상   50명

내용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별밤(하늘) 행사

4절기 교육 및 절기음식만들기 체험

일정   3월~11월(8회)

장소   유록마을 직방당 외

대상   10명~30명

내용   24절기 교육 및 절기음식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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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문화재와 울릉도 근현대사와의 만남 
(누려보자 문화 울릉도)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울릉도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역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울릉도 관광산업 발

전 및 도서지역 문화 향수 기회 제공 / 울릉도 ·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독도영유권 확립에 관련된 역사, 문화,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

대상문화재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울릉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54-790-6396

문화유산국민신탁 

054-791-7526

홈페이지  

https://nationaltrustkorea.org

울릉국화 꽃잎 띄운 유리텀블러 만들기

일정   4월~12월(총 12회)

장소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울릉도 특산식물이며 천연기념물인 울릉국화 꽃

잎을 유리텀블러에 새겨 넣는 프로그램으로서 참

가자의 호응도를 높이면서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울릉도를 상징하는 기념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

기억해야하는 독도와 강치

일정   4월~12월(총 22회)

장소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대상   일반인(550명)

내용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하여 남획되어 사라진 독

도강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고 캘리그래

피 체험과 강치공예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과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독도강치의 복원운동과 

더불어 독도영유권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함 

1) 독도와 강치 캘리그래피 : 10회 / 2) 강치 공예

품(목걸이)만들기 : 12회

울릉도 독도 인문학 강연 및 울릉도 독도 전설을 듣고 떠나는 여행

일정   4월~12월(총 10회)

장소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대상   일반인(600명)

내용   울릉도 독도 역사, 문화, 독도 영유권 등에 관하여 인문학 강좌 통해 울릉도 독도에 대

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고자함 / 울릉도 관광명소, 전

설 등을 사전에 공부하여 울릉도 관광이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제공 1) 울릉도 독도 인문학 강좌 개설(저명인사 초청 3회) / 2) 울릉도 독

도 전설을 듣고 떠나는 여행(7회) / 3) 울릉도 검찰일기 행로 따라 탐방하고 체험하기 

- 사진전 개최, 기념품 제공(수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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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통영 이순신학교 

한산대첩 승첩지와 통영의 역사를 현장학습과 체험을 통해 학습 / 지역 전통문화콘텐츠를 문화 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대상문화재

통영 세병관 

(국보)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사적)

통영 충렬사  

(사적)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보물)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문의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32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055-644-5222

홈페이지  

https://www.tyhansancf.or.kr/

통영 이순신학교

일정   3월~11월

장소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일원

대상   일반인(500명)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가족 

단위(5인 이내) 참가자 모집 운영

미리내의 벗, ‘통영 세병관’

일정   3월~10월 중(4회)

장소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일원

대상   일반인(120명)

내용   낮에는 세병관 등 역사유적지 관

람, 밤에는 별이 빛나는 밤바다를 

보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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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통제영 생생문화재 - GOOD이로구나!

통영의 정체성은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에서 시작하고 통영에 전승되고 있는 12공방과 국가무형문화재는 통제영 신청의 위상과 연결되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제영의 공간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미적 체험을 외국인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

대상문화재

남해안별신굿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국가무형문화재)

염장 

(국가무형문화재)

두석장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국가무형문화재)

통영 충렬사 

(사적)

문의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32

(사)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 

055-648-3951

세계 사절단, 통영으로 오다 유료

일정   4월~6월 10:00~21:00(2회)

장소   세병관, 이순신공원, 통영예능전수관, 디피랑

대상   외국인 유학생과 체류 외국인(50명) ※ 17,000원

남해안별신GOOD FESTIVAL

일정   5월 8일 13:00~17:00
장소   이순신공원

대상   일반인, 사회적약자

통영의 전통예술사관학교 유료 1박2일

일정   6월 25일~26일

장소   삼도수군통제영, 충렬사, 명정

대상   일반인 ※ 10,000~25,000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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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022 Talk하면 通하는 생생 가야나들이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 대상 가야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음악회 / 자유학년제와 문화가 있는 날을 연계한 가야문화 체험 프로그램 / 주말을 

활용한 가족(다문화 · 장애인가족 포함), 외국인 가야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김해 봉황동유적 

(사적)

김해 수로왕릉 

(사적)

김해 대성동고분군 

(사적)

문의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인제대학교박물관 

055-320-3178

홈페이지  

http://injemuseum.inje.ac.kr

Talk Talk,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가야이야기 Ⅱ

일정   5월 13일, 6월 10일, 9월 16일, 10월 7, 21일, 11월 4일 금요일(6회)

장소   봉황동유적 외

대상   장애인(사회적약자), 청소년(200명)

내용   점자활동지·촉감자극 사진, 유물 암전 상자를 활용한 가야문화체험 및 답사 / 플레이

콘 가야유물 만들기 / 가야유물 석고방향제 만들기 / 가야의 꿈 음악회

Talk Talk, 3D로만들어 보는 가야시대 Ⅱ 자유학기(년)제

일정   5월 11일, 6월 15일, 9월 21일, 10월 13, 27일 수요일(5회)

장소   대성동고분군 외

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150명)

내용   페이퍼크래프트 ‘가야무사 대성이’ 만들기 / 3D펜 가야유물 체험 / 유물 암전 상자를 

활용한 가야유물 촉감 체험 / 3D 활동지를 활용한 가야 왕릉 만들기

Talk Talk, 수로왕과 함께하는  
가야 숲 동행길

일정   5월 28일, 6월 25일, 9월 3일,  

10월 15일 토요일(4회)

장소   수로왕릉 외

대상   가족(다문화가정), 외국인(100명)

내용   수로왕릉과 수릉원 답사 / PVC 활
동지, 압화를 활용한 수로왕릉 만

들기 체험

Talk Talk, 하늘문을 연   
바위이야기 - 수로왕과 탈해 -

일정   6월 28일, 7월 12일, 8월 23일  

화요일(3회)

장소   봉황동유적 외

대상   유아(120명)

내용   봉황동유적을 배경으로 수로왕과 

탈해의 변신술 설화 인형극 체험 / 

동화책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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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022 생생문화재 밀양의 ‘춘, 추’

유형과 무형이 어우러지는 영남루 체험마당 / 유네스코 등재 아리랑과, 줄의 이야기 공연 / 밀양백중놀이와 감내게줄당기기 등 민속공연

대상문화재

밀양백중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감내게줄당기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밀양 영남루 

(보물)

문의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감내게줄당기기보존회 

055-356-3767

홈페이지  

https://www.miryang.go.kr/ 
tur/EgovTourDetail.do?nmtIdx= 
84&mnNo=40204030000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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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을 ‘봄’

일정   4월 9일~5월 22일 토, 일요일

장소   밀양시 영남루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영남루에서 진행되는 체험, 공연 등 복합프로그램 / 전통공연과 창작공연 / 줄을 소재

로한 체험활동 / 세계의 줄당기기 체험

찾아가는 밀양, 유네스코

일정   9월 28일~10월 26일(총 2회) 

장소   무형문화재 전수관(아동센터 대상), 학교

대상   지역내 아동센터 및 초·중학생

내용   유네스코 줄당기기 이야기(등재된 4개국의 줄당기기 문화 설명) / 한국의 줄 만들기(줄 

디리기-줄밟기-줄말기-당기기) / 줄을 다지는(줄밟기)과정에서 밀양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며, 지역의 민속을 체험 / 이긴편의 줄(당기는 부분을 광목으로 대체함)을 잘라 천

연 염색 / 각국의 줄당기기 사진과 모형을 보며 특징과 고유문화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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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정암철교 역사에 문화를 더하다

의병의 발상지이자 의령의 관문을 품고 있는 정암 철교의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 활용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 문화유산을 치유 · 여가 공간으로 활용

대상문화재

정암철교 

(국가등록문화재)

의령여씨 향제시도록 및  

시조제단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055-570-2532

의령문화곳간 

055-573-3009

홈페이지  

jeongam001.modoo.at

정암진을 사수하라

일정   5, 10월 셋째주 금요일(연 2회)

장소   정암철교, 의령여씨 향제시도록 및 시조제단비, 

의령관문

대상   일반인(20~30명)

내용   정암철교의 역사와 의병장 곽재우이야기를 연계, 

체험과 함께 스토리텔링, 역사에 문화를 더한 상

황극 나라 사랑 고취

정암철교에서 그리는 희망의 메시지

일정   5, 10월 첫째주 금요일(연 2회)

장소   정암철교

대상   일반인(20~30명)

내용   정암철교 위에서 그려보는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드로잉 

해질녘 정암문화가 있는 날 

일정   5, 10월 넷째주 토요일 18:00~21:00(연 1회)

장소   정암철교 앞 광장 및 힐링카페

대상   일반인(20∼30명) ※ 관람객 별도

내용   정암철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아 저녁노을과 

함께 쉼이 있는 힐링 문화 콘서트(집돌금농악 등) 

정암 철교 그곳을 알고 싶다

일정   5, 9월 둘째주 금요일(연 2회, 회당 3시간)

장소   정암철교

대상   일반인(20∼30명)

내용   정암철교에서 지역주민, 관광객등이 함께 어우러

지는 옛 추억 소환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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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生生마실’

집중사업 3년 차를 통해 함안의 유 · 무형 문화재를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끌어내고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로 더욱 성장시키고자 함

대상문화재

함안 화천농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적)

함안 고려동유적지 

(경상남도 기념물)

함안 무산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문의    

함안군청 가야사담당관 

055-580-2554

(사)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함안화천농악보존회 

055-586-0979

홈페이지  

www.hamanhc.kr

함안生生축제 유료

일정   4월~11월 중(총 4회)

장소   함주공원, 함안 박물관

대상   일반인(200여 명 내외)

내용   함안 화천농악, 아라가야대군물 등 

전통공연 / 체험부스운영(만들기, 

전통연희·놀이·악기체험)

신나는 농악 놀이터 자유학기제

일정   4월~11월 중(총 30회)

장소   각급 학교 및 대중시설

대상   50~100여 명 내외

내용   온/오프라인 이야기가 있는 ‘함안 

화천농악’공연 / 전통연희 및 놀이 

한마당

농악 배움 캠프 유료

일정   8월 중(총 1회)

장소   함안화천 농악전수관

대상   학생 및 일반인(20명 내외) 

내용   농악으로 배우는 두레 문화 / 함께 꾸

미는 대동 놀이

함안生生패키지 유료

일정   10월~11월 중(총 2회)

장소   말이산 고분군 등 함안 일대

대상   일반인(35명 내외)

내용   지역의 유형 문화재 및 명소 투어 

/ 함안 화천농악 및 지역 예술단체 

공연관람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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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를 새롭게 해석한 공연과 탈춤 배우기, 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고  

배우며 생생하게 느껴보자

대상문화재

고성오광대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055-670-5952

(사)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055-674-2582

홈페이지  

http://www.ogwangdae.or.kr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일정   4월~11월

장소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 경상남도 내 다중집합시설 등

대상   일반인(6,000여 명 참가예정) ※ 관내 무료 / 관외 1인 3,000원

내용   고성오광대의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탈놀이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고 문화재에 대한 

흥미, 교육적·교훈적 의미를 부여 

•1부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아이스 브레이킹)

•2부 연희극으로 보는 고성오광대(택 1)

-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 할멈 속 탈 이야기

- 꽃은 나비를 부르고

•3부 나만의 고성오광대 탈 만들기

•4부 놀면서 배우는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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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2022 천년 하동의 재발견, 세 번째 이야기 
<성돌의 귀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에 시간의 문이 열리면 역사 속 인물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어서 와! 대원들, 캡틴과 함께 1박2일 간 재미있고 

신나는 모험을 떠나 비밀 미션을 완수해 보자. 힐링여행은 덤이야!

대상문화재

하동읍성 

(사적)

하동송림 

(천연기념물)

하동 축지리 문암송 

(천연기념물)

문의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별별솔루션 

02-458-5230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mverseearth

캡틴과 떠나는 재미있는 고고학여행  

<성돌의 귀환> 유료 1박2일

일정   8월~9월(4회)

장소   하동읍성, 하동송림, 하동 축지리 문암송(기타 문화

관광 자원 연계)

대상   가족(회당 20명) ※ 1인 70,000원

내용   캡틴과 떠나는 재미있는 고고학여행

600살 소나무가 전해준  

<하동에서 온 편지>

일정   6월(1회)

장소   하동 축지리 문암송

대상   지역민(50명)

내용   길 위의 이야기콘서트

섬진강을 품은  

<하동솔숲의 비밀>

일정   5월~6월(12회)

장소   하동송림

대상   6~7세(회당 15명)

내용   솔~솔 피어나는 어린 꿈!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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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목화야 놀자 - 화도화(花桃花) 이야기

목화는 두 번의 꽃이 피고 복숭아를 닮은 다래가 열린다 하여 ‘화도화(花桃花)’ 라고도 불리는데, 목화씨를 처음으로 들여와 재배한 경남 산

청군 단성면 배양마을과 문익점 선생 묘소가 있는 신안면 일대에서 선생의 애민정신을 되새기고 목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풍물공연 및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목면시배유지 

(사적)

도천서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문익점 묘소 

(경상남도 기념물)

문익점 효자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055-970-6413

산청문화원 

055-973-9402

홈페이지  

http://sancheong.or.kr/

화도화 이야기 사전신청

일정   4월 16일, 5월 21일 셋째주 토요일(2회) / 단체신청 평일(1회)

장소   목면시배유지 및 신청 단체의 희망 장소

대상   단체 및 가족(30명)

내용   전시관 관람 및 베짜기 시연, 씨아기 체험 /   

체험활동 : 솜인형, 면파우치, 목화씨오일비누 등 /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

문익점 생생로드 사전신청

일정   6월 18일, 10월 15일 셋째주 토요일(2회) / 단체신청 평일(1회)

장소   목면시배유지 및 신청 단체의 희망장소

대상   단체 및 가족(30명)

내용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윷놀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보드게임 / 지역예술단체 공연

VR로 보는 전시관 자유학기제 사전신청

일정   7월 16일 셋째주 토요일(1회) / 단체신청 평일(2회)

장소   도천서원 및 신청단체의 희망장소

대상   단체 및 가족(30명)

내용   목화의 생장과정과 수확, 베짜기 일곱과정 모습이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현실 체험 / 문익

점 묘소 참배 / 전통민속놀이 체험 / 체험활동(목

화솜 또는 면)

어서와 처음이지? 목화밭 야행 유료 사전신청

일정   8월 27일, 9월 24일 토요일 16:00~20:00(2회)

장소   목면시배유지 및 도천서원

대상   가족, 사회적약자 단체 등(24명) ※ 10,000원

내용   화도화 이야기 / 문익점 생생로드 /   

VR로 보는 전시관 - 과거로의 시간여행

157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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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기행

명승 수승대를 단순히 연극제가 열리고, 물놀이하는 곳이 아닌 문화재로서 수승대를 알리기 위한 4차 산업에 맞는 콘텐츠 프로그램 및  

사회적약자 배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대상문화재

수승대 

(명승)

문의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거창흥사단 

055-943-2013

홈페이지  

www.gcyka.or.kr

수승대를 사수하라 유료

일정   5월 14일, 6월 11일, 10월 15일 12:00~17:00(3회)

장소   수승대

대상   가족 및 단체(회당 25명) ※ 8,000원

내용   GPS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승대 해설 및 체

험실시

수승대에서의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4월 16일~17일, 5월 28일~29일, 6월 25일~26일, 

9월 24일~25일 13:00~익일 13:00(4회)

장소   거창지역

대상   가족 및 단체(회당 25명) ※ 40,000원

내용   특색있는 거창의 자연, 사람, 문화재 등을 1박2일
동안 알아보는 시간

수승대에서의 아주 특별한 하루

일정   8월 5일~6일 10:00~16:00(2회)

장소   수승대

대상   일반인(총 200명)

내용   수승대를 사수하라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수승대

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해설과 체험을 제공하

면서 수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화폐 제공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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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코로나 치유 - 310광년 남극노인성, 별빛 나들이

서귀포 해안에서만 보이는 천문 문화유산인 남극노인성을 활용하여 무병장수와 힐링을 테마로 한 축제, 체험, 관측, 해설사 양성,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인의 마인드마크(Mindmark)로 자리매김함

대상문화재

정방폭포  

(명승)

외돌개 

(명승)

서귀진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064-739-2017

홈페이지  

www.tamna2015.com

남성마을에 내려온 수노인 1박2일

일정   10월 중 

장소   삼매봉 남성정, 남성마을회관

대상   일반인(50명)

내용   남극노인성 1박2일 체험 프로그램

춘분 · 추분 남극노인성제

일정   3, 9월 중 

장소   서귀진지 칠십리 야외공연장

대상   일반인(500명)

내용   춘분·추분 남극노인성제 재현 행사 

별해설사 양성교육

일정   4월 중

장소   삼매봉 남성정, 남성마을회관

대상   초등학생 이상(50명)

내용   제6기 남극노인성 별해설사 양성교육 

반짝반짝 삼매봉로망스 / 찾아가는 남극 노인성

일정   9월 중순~11월 말

장소   삼매봉 남성정, 자구리공원, 산지천공원

대상   일반인

내용   주말 삼매봉 남극노인성 별보기 체험 및 도내  

주요 축제 전시 체험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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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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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신석기시대 첫 사람, 제주 선샤인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신석기시대 유적, 최초(最初)의 토기인 고산리식 토기, 최대(最大)의 화산쇄설층 수월봉이 있는 제주 고산마을 ·  

유적과 지역주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제주 고산리 유적 

(사적)

제주 수월봉 화산 쇄설층 

(천연기념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재)제주고고학연구소 

064-711-9996

홈페이지  

jejugogohak.tistory.com

선샤인의 나들이

일정   3월~12월(8회)

장소   제주 고산리 유적, 수월봉 일대

대상   가족단위(30명)

내용   (교육) 신석기시대 시작! 제주 고산리 유적  

(체험) 제주 고산리 유적 및 수월봉 트레킹  

토기 만들기 / 마을지도 만들기

제주 고산리 유적 불을 담다

일정   3월~12월(8회)

장소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대상   가족단위(30명)

내용   (교육) 선샤인 불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선샤인은 무엇을 먹었을까?   

(체험) 토기 만들기 / 석기 사용 체험(마을농장) 

활비비 체험 / 선사 요리 체험

선샤인의 하루 유료 1박2일

일정   3월~12월(4회)

장소   제주 고산리 유적, 수월봉 일대

대상   가족단위(30명)

내용   (교육) 선샤인 불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선샤인은 무엇을 먹었을까?  

토기는 어떻게 구워질까?  

(체험) 선사 조리 체험 / 석기 사용 체험(마을어장)  

유적 트레킹 / 선샤인의 밤(캠핑)  

전기 자전거로 수월봉 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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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무아지경 신(神) 바람, 신나는 Good

제주의 민간신앙인 영등굿을 토대로 한 영등할망 신화를 가지고 제주의 문화 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함께 거리굿으로 풀어 보여주며 제주  

신화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마을 중심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융화시켜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축제 만들어 마을굿의 복원과 세대 전승을 잇고자 함

대상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64-753-7812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jejuchilmeoridang

무아지경 신(神)바람 : 영등할망 름질걷기 1박2일

일정   6월~8월(총 2회)

장소   제주도내 일원 및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전수관

대상   일반인

내용   역사문화생태관광

“신나는 Good(굿) 상차림” -   

얼음 튼 백돌래 구름 튼 백시리

일정   6월~10월(총 2회)

장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전수관 및 제주칠머리당

대상   일반인

내용   전통문화강좌

“신나는 Good : 바람할망 영등할망”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일정   6월~10월(총 6회)

장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전수관 및 제주칠머리당

대상   지역내 어린이집 / 학교 중 신청학교

내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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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64-753-7812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미디어아트 
“풍신(風神) 영등할망 마주하다”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언제나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영상으로 생동감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

AR

12월 오픈예정

대상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가무형문화재)

① 제주 자연이 펼쳐진 바다 앞에서 영등할망을 맞이하는 영등굿 

② 영상과 빛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영등굿을 보고 즐김 

③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영등굿을 360도 영상과 프로젝트 맵핑으로 제작  

※ 미디어아트 세부내용 미정

※ 해당 사진은 미디어아트 내용과는 관련 없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참고용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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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널, 지울까? 아님, 새길까?  
제주 알뜨르비행장

‘아래 있는 넓은 뜰’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주 알뜨르.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진 알뜨르 비행장 지하벙커, 고사포 진지를 비롯한 

12곳과 19개의 격납고 등의 전쟁 유적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 관광객들의 전쟁 역사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의 

슬픈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대상문화재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국가등록문화재)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국가등록문화재)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영주민속보존회 

010-2697-0560

널, 지울까? 아님, 새길까? 제주 알뜨르비행장

일정   4월 1일~11월 31일(총 8회) 

장소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원

대상   일반인(320명)

내용   해설사와 함께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전쟁유적 12
곳과 비행기 격납고 19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다크투어, 슬픔의 지도! 제주 아리랑

일정   4월 2일~11월 31일(총 4회) 

장소   제주도내 일원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제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다크투어리즘

‘제주 알뜨르를 이야기 하다’ 평화 인문강좌

일정   6월 2일~8월 31일(총 3회)

장소   알뜨르비행장 일원

대상   일반인(60명)

내용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전쟁을 모르는 학생과  

국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화 인문학 강좌 

옛 가요 선율에 실린 시간여행

일정   6월 2일~8월 31일(총 3회) 

장소   알뜨르비행장 일원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옛 가요 선율에 실린 시간여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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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해녀의 삶, 그리고 바다의 꿈

문화재청이 주최한 한국 대표 문화유산 방문 코스로 제주가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제주해녀문화를 알림은  

물론, 제주 출항 해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해녀문화축제 등을 통해 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 확산

대상문화재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홈페이지  

https://sgpculturenight.org/
index.php

해녀와 함께 1박2일! 유료 1박2일

일정   5월~9월

장소   도내 5곳

대상   일반인(40팀 내외) ※ 15,000원

찾아가는 해녀문화축제 1박2일

일정   5월~9월

장소   도내 5곳

대상   일반인(40팀 내외) 

문화상품개발

일정   4월~11월

장소   도내

대상   전국 공모 

놀멍! 쉬멍! 걸으멍!   

해녀문화탐방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

장소   도내 5곳

대상   일반인(40팀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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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탐라를 방어하라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일반 시민,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원어민을 대상으로 제주 방어 문화재를 답사하고 체험하

는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재 활용 보존 · 의식 향상에 기여

대상문화재

제주성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대정성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명월성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곤을동 환해장성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조천연대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별방진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제주흥사단 

064-746-1918

홈페이지  

http://www.jejuyka.or.kr/ 

탐라 성지 · 방어 문화재 영상 답사

일정   3월~11월

장소   제주전역

대상   10,000여 명

탐라 방어유적 답사 및 축제 유료

일정   4월 9일~10월 22일

장소   3성 6진 외

대상   800명 ※ 20,000원

탐라 방어 문화유산 답사기 책자 발간

일정   10월 1일~11월 15일

장소   방어 문화유산 분포지 전반

대상   4명

탐라를 방어하라 종합발표, 전시회 및 골든벨

일정   11월 26일 10:00~18:00
장소   제주시 수련원

대상   40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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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제주옹기와 놀멍놀멍 가봅주!

제주옹기의 분업화된 작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의 전통 작업과정을 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제주사람들의 삶의 원형인 공동체 문화와 제주 

옹기의 가치를 이해

대상문화재

제주도옹기장 

(제주도 무형문화재)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064-792-7955

홈페이지  

http://jejuonggi.com

대장은 그릇만 팡팡 만들주게!

일정   3월~7월(18회)

장소   제주옹기박물관

대상   일반인(8명)

내용   전통 물레 교육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다들엉 큰불 땜수다 유료

일정   4월~10월(18회)

장소   고바치노랑굴

대상   일반인(8명) ※ 20,000원

내용   협업이 필요한 큰불때기의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제주옹기의 특별한 여행상품으

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질또림 소리를 찾아서 유료

일정   7월~8월(5회)

장소   제주도일원

대상   일반인(10명) ※ 20,000원

내용   제주옹기의 맥을 찾아 나서는 탐사 여행을 통하여 

소통과 공동체 문화를 배움

허벅장단에 덩실 더덩실! 유료

일정   10월 27일~30일(4일)

장소   고바치노랑굴

대상   일반인(10명) ※ 10,000원

내용   생생사업 1년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제주옹기의 

가치 실현을 위한 축제의 장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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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001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독립의 그날로 시간여행 20  21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1121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주)

010-5669-9618

002

중구

엄마야, 누나야 정동가자!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03
배재학당역사박물관

02-319-5578
자유학기제

003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03
여민

02-798-7242

004 동대문구 살아 숨 쉬는 선농단, 풍년을 기원하다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02-2127-5208
(재)동대문문화재단

02-3295-5562

005 관악구 낙성대 별별극장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2-879-5618
문화동행

031-205-3022
유료

006 광진구 아차산 뫼아리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7593
(재)한강문화재연구원

070-4652-5360
사전신청

007 중랑구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02-2094-1818
중랑문화유산

010-8465-1945
유료

008 송파구 ‘한류의 원천, 백제를 본다’ 19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

02-2147-2017
(사)문화살림

02-3401-0660

009 동작구 충과 효가 생생(生生)한 역사 나들이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02-820-2946
동작문화원

02-822-8500

010

성북구

간송 컬렉션 시리즈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08
간송미술문화재단

02-744-7830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011 선잠단 이야기 마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744-0027
코리아헤리티지센터

02-355-7990
유료

012 마포구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양화나루에서 만나게”
마포구청 관광과

02-3153-8674
(주)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02-719-1495
유료

013 금천구 놀면 뭐하니? 호암산성 홍보맨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02-2627-1453
교육나눔협동조합

02-802-1101

014

부산

서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보낸데이(day)~!
서구청 문화관광과

051-240-4066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051-200-8499
자유학기제

015 동구 문화, 공감의 문을 열다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064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공감 수정

051-440-0740

016 금정구 Exciting!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20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051-519-4084
- 유료 1박2일

017 수영구 수영성 이야기 - 수영에 뜬 불멸의 별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067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051-752-2947
사전신청

018 기장군 기장 문화재 스토리텔링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051-709-3972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051-505-2030
유료 자유학기제

019

대구

수성구
물따라 걷는 행복수성 역사여행 수성구청 문화예술과

053-666-2175
-

 신통방통 인공지능 문화해설사

020 달서구 2만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
달서구청 문화관광과

053-667-2194
달서구문화원

053-554-4800

021 동구 생생한 그 날로 고고(古古) Go! Go! 19
동구청 관광과

053-662-4702
로아컴퍼니

010-7774-4384

생생문화재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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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광주

동구 2022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동구청 문화관광과

062-608-2403
-

023 서구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서구청 문화예술과

062-350-4988
(사)광주문화나루

062-672-6966

024 북구
무등의 의병장을 만나는 시간여행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Ⅳ>

북구청 문화예술과

062-410-8369
북구문화의집

062-268-1420
유료

025 광산구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 유료

026

인천

중구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중구청 문화관광과

032-760-6473
인천중구문화원

032-761-2778
유료

027 미추홀구 문학산에 숨은 비류왕의 별빛 야행 19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

032-880-7970
-

028 서구
인천서구문화원 생생문화재  
‘서구의 마블 묘(墓)두해’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32-560-4346
인천서구문화원

070-8217-0241
유료

029 계양구  生生 계양여행 <다시 만난, 多色 매력 우리고을>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32-450-5824
계양문화원

032-450-5753

030

울산

남구 도심 속 이휴정, 울산 문화유산 꽃피우다
남구청 문화체육과

052-226-5413
(주)이인

053-657-0991

031 울주군
한민족 문화의 시원,  
반구대계곡의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반구대포럼

052-247-2194
유료

032 중구 학이 날아든 동헌
중구청 문화관광과

052-290-3654
감성놀이터 휴먼트

010-4603-6566
자유학기제

033 세종 세종시 절재 김종서의 문무를 배우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4
(주)문화랑

010-3445-9985
사전신청

034

경기

양주시
생생 in 양주관아, 양주목의 역사를 찾아서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2
-

 사람 In 양주관아

035 용인시 1232년, 처인성과 마주하다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159
- 유료 1박2일

036 김포시 조선의 관문 ‘덕포진’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031-980-2485
문화공감미쁨

031-699-8018

037 연천군 연천, ‘Corea’를 談다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031-839-2144
- 유료

038 하남시 최고(古)의 하남, 미사리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031-790-5282
- 유료

039 수원시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031-228-2413
수원문화재단

031-290-3574
유료

040 포천시 ‘용암이 빚은 예술품’ 포천 한탄강 생생체험
포천시청 한탄강사업소

031-538-3131
- 1박2일 자유학기제

041

파주시

행 아웃 위드 방촌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3
-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42 파주 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031-940-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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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경기

평택시 숨쉬는 500년 객사 -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031-8024-3247
- 자유학년제

044 화성시
화성3·1운동 시간 탐험  
- 여럿의 숨을 모아, 독립을 외치다 -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031-5189-3616
화성시문화재단

070-7775-7517

045 부천시 만화 문화재 탐험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032-625-313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032-310-3043

046

강원

춘천시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20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

033-250-3097
(주)한국문화유산센터

02-2038-8938
1박2일

047

원주시

상상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절터,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48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재 마을 만들기 21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사)원주매지농악보존회

033-763-6622
1박2일

049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2795
치악산고판화박물관

033-761-7885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50

강릉시

강릉에서 生生한 樂을 즐기다  
- 春夏秋冬 절기 농악 잔치! -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5
(사)강릉농악보존회

033-642-4470

051 명승에서 우리를 잇다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0
용연계곡보존회

033-647-1234
1박2일

052

동해시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 1박2일

053 동해의 신선, 「심동로」
동해시청 문화체육과

033-539-8094
동해문화원

033-531-3298

054

태백시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550-3789
- 유료 1박2일

055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550-3789
-

056 속초시 生生문화재와 떠나는 속초여행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033-639-2958
속초사자놀이보존회

010-9155-5379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057

삼척시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033-570-3226
-

058 천년의 꿈을 품은 긴잎느티나무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033-570-3226
-

059

홍천군

홍천에 史며들다!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30-2424
-

060 다시 꽃피우는 풍암리 동학농민혁명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033-430-2424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070-7762-7650
유료

061

영월군

영월부 관아, 문화의 場을 열다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

062 영월 역사문화 공감 On 다함께 즐겨~you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084
- 1박2일

063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70
(주)문화나눔연구원

02-722-5820

생생문화재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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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강원

정선군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70
-

065 철원군 평화의 꽃이 피는 생생 철원
철원군청 문화체육과

033-450-4463
철원문화원

033-452-6235

066 고성군 꽃이 피는 나루에서 펼치는 그린나래!
고성군청 문화체육과

033-680-3368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02-2038-8938
유료 1박2일

067

충북

청주시

정북동토성 마한의 꿈 20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022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043-224-5256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068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
청주시청 문화재과

043-201-2022
청주역사문화학교

043-215-1125
유료

069 충주시 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Talk-Tok)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043-850-598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1

070

보은군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전통문화보존회

070-7795-3989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071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대장간

043-544-1400
1박2일 사전신청

072 옥천군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 21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73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2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73 진천군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043-539-362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043-279-5463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74 괴산군 괴산 이음 도서관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075

충남

천안시

山溜穿石! 그래 석오처럼 19 20 21

명예의 전당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3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유료 사전신청
자유학년제

076 청소년 실학여행, 천[天]·안[安]·지[地]·인[人]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63
천안기독교청년회(천안YMCA)
041-575-9897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77

공주시

수촌리, 웅진 천도의 베일을 벗기다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금강과사람들협동조합

041-852-8520
유료 1박2일

078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 2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010-6404-4421 공주 그날의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AR 실감콘텐츠 

079

아산시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아산우리소리창극단

010-5402-9598

080  둘러보‘공’ 놀아보‘세’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081 온주아문 秀樂하다!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자유학년제

082

서산시

성벽에 새긴 역사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문화유산 허브 해미읍성

010-2075-5606
자유학기제

083 보원사지, 백제를 꿈꾸다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041-660-2247
내포전법

041-662-7717
자유학기제

084 논산시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三道樂)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백록학회

010-5420-6288
자유학기제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085

충남

논산시 옛 강경포구의 영광을 재현하다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714
(사)강경역사문화연구원

041-745-3444
유료

086 당진시 면천읍성 360도 투어 21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81
- 유료

087 금산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순례길 따라 걷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진산 성지성당 탐방)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41-750-2395
(사)금산앤사람들

010-3500-0100
유료

088

부여군

동헌에서 피우는 문화향기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부여전통문화연구회

041-832-5698
유료 자유학년제

089 생생와박사! 정암리 와요(瓦窯)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주)혜안

041-835-3588
1박2일

090 황금새 가림성에 내려앉다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백마강생태관광협의회

010-4214-4268
유료

091 서천군 모여봐요 동백의 숲!
서천군청 문화진흥과

041-950-4013
(주)혜안

010-4679-8043
유료

092 청양군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1-940-4982
아키헤리스

010-4182-4260
유료

093 홍성군 백년을 이어온 항일정신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내포문화진흥원

041-633-4978
유료

094

예산군

룰루랄라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 놀아보자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041-339-8234
(사)매헌윤봉길월진회

041-338-9514
유료 1박2일

095 황새 훨훨~ 사람 생생~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37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

010-8332-2885

096

전북

전주시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뫼시다
전주시청 전주박물관

063-231-0190
- 유료

097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  
- 관풍찰속(觀風察俗) 승류선화(承流宣化)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063-281-5356
-

098

군산시

근대군산 시간여행 - 거리마다 이야기가 피어난다 19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3
- 자유학기(년)제

099 기억의 창고 ‘군산항’ -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923
-  자유학년제

100 익산시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있지?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063-859-5799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63-850-5567

101 정읍시 다시 피는 녹두꽃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6-1894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102 남원시 육룡이 황산에서 나르샤!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문화예술조합 섬진강

063-636-1855
유료 1박2일

103 김제시 김제 사또 출두야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금영회

063-542-6233

104 완주군 웅치·이치전투에서 3·1 독립 만세까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063-290-2602
- 유료

105 진안군 진안고원 불사름, 섬진강 물사름과 조우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063-430-2382
- 유료 1박2일

생생문화재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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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전북

무주군 적상산성 生生(적상산성 同行)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063-320-2542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063-322-1152
유료 자유학기제

107 장수군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8
-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108 임실군 비끼시오~ 임실 오수까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5
- 유료

109 순창군 7일의 왕비 단경왕후, 옥천지관에서 만나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23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110

고창군

체찰사 이원익,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하는  
무장읍성 역사기행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45
무장읍성보존회

010-6322-0665

111 모양성에 반하다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063-560-2945
문화유산연구소길

063-564-7395

112 부안군 부안 우반동! 반계선생의 생각발전소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265
(사)오래된미래연구소

063-244-3177
유료 자유학기제

113

전남

목포시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극단갯돌

010-8503-9213

114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8321
극단갯돌

010-8503-9213

115 순천시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
순천시청 문화유산과

061-749-6813
-

116

나주시

기언(記言)! 말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4
빛가람발전협동조합

010-3604-1366
유료 자유학기제

117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4
나주문화원

061-332-5115
유료 1박2일

118

광양시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마로산성)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061-797-1985
광양시사라실예술촌

061-761-2043
유료

119 광양 生生 김 여행 21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061-797-1985
광양시향토청년회

010-3494-8024

120

담양군

생태도시 담양 - 문화재와 소통(疏通)하다!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6
천년담양문화제작소

061-381-8338
자유학기(년)제

121 역사의 빛, 의향문화재를 만나다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16
담양문화원

061-383-6066

122 곡성군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21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1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061-363-2953

123 보성군 문화를 가꾸고 누리다, 보성여관 19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1
보성여관

061-858-7528

124 강진군 조선 500년 병영성 번영을 쌓다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43
강진군문화관광재단

061-430-7999

125 해남군 문화재 손 잡고 미래로~새앵 20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061-530-5250
극단미암

061-533-0075
유료

126 장성군 하늘감동 ‘엄동설한 청개구리’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40
(사)장성인성문화진흥원

061-394-5500
유료 1박2일



생생문화재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127

전남

완도군 완도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061-550-5471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061-555-3017
유료 자유학년제

128 진도군 2022 삼시세끼 농악마실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061-540-3078
진도소포걸군농악보존회

010-6299-8805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129 신안군 천사의 선물 천일염, 生生 소금밭체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547
증도태평소금전시장

061-275-0829
유료 1박2일

130

경북

포항시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다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비)서포항문화유산연구회

054-247-6318
1박2일

131 생생 이야기가 살고 있는 문화재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아리랑민속예술단

054-248-5678

132 포항은 알아, ‘뇌록’의 비밀을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054-270-2273
컬러콕

0507-1406-8145

133

경주시

21C 글로벌 리더양성 新화랑풍류체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주)문화재보존활용센터

054-777-1950
유료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134 경주읍성 생생 나들이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

054-773-2988
유료

135 안동시 탈 쓰고 탈 막세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054-855-3664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136

영주시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문화유산활용진흥회

054-632-4656
유료 1박2일

137 골목따라 추억따라 관사골이야기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639-6582
문화유산활용진흥회

054-632-4656
유료

138 영천시 영천 Ycats 탐험대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054-330-6539
별별곳간 사회적협동조합

010-7440-2232
유료

139 문경시 문경새재에서 ‘사기장(沙器匠)’의 길을 걷다 20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054-550-6408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백산헤리티지연구소

054-571-0901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140 경산시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
경산시청 문화관광과

053-810-5406
(사)해밀문화유산

053-813-5080
유료

141 의성군 생생의 문 앞에서 서애 류성룡을 만나다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054-830-6355
(주)제월아트체험센터

054-833-3444
유료 1박2일

142 청송군 천혜의 자연과 역사를 품은 청송 生生여행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054-870-6247
청송문화관광재단

054-874-9096
유료 1박2일

143 청도군 일록일청 도담도담 SINGSING♪ 라이프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054-370-6065
청도차산농악보존회

010-9895-3868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144 고령군 생생(生生)한 대가야를 만나다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55
(사)고령군관광협의회

054-950-6423
유료 1박2일

145 성주군
출산장려/성주군 여행상품 개발 프로젝트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2일! 21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3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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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경북

봉화군 황금닭의 고운 품속
봉화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54-679-6333
(사)닭실문화유적보존회

054-674-0963
유료 1박2일

147 봉화군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사업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54-679-6333
아기사슴별별이야기추진위원회

010-7277-8789

148 울릉군
문화재와 울릉도 근현대사와의 만남  
(누려보자 문화 울릉도)

울릉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54-790-6396
문화유산국민신탁

054-791-7526

149

경남

통영시 생생문화재 통영 이순신학교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32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055-644-5222

150 통영시 통제영 생생문화재 - GOOD이로구나!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055-650-4532

(사)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

055-648-3951
유료 1박2일

151 김해시 2022 Talk하면 通하는 생생 가야나들이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055-330-3923
인제대학교박물관

055-320-3178
자유학기(년)제

152 밀양시 2022 생생문화재 밀양의 ‘춘, 추’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감내게줄당기기보존회

055-356-3767

153 의령군 정암철교 역사에 문화를 더하다
의령군청 문화관광과

055-570-2532
의령문화곳간

055-573-3009

154 함안군 함안화천농악과 함께하는 ‘함안生生마실’ 19
함안군청 가야사담당관

055-580-2554

(사)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함안화천농악보존회

055-586-0979
유료 자유학기제

155 고성군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055-670-5952

(사)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055-674-2582

156 하동군
2022 천년 하동의 재발견, 세 번째 이야기  
<성돌의 귀환>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별별솔루션

02-458-5230
유료 1박2일

157 산청군 목화야 놀자 - 화도화(花桃花) 이야기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055-970-6413
산청문화원

055-973-9402
유료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158 거창군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기행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거창흥사단

055-943-2013
유료 1박2일

159

제주

서귀포시 코로나 치유 - 310광년 남극노인성, 별빛 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064-739-2017
1박2일

160 제주시 신석기시대 첫 사람, 제주 선샤인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재) 제주고고학연구소

064-711-9996
유료 1박2일

161 제주시

무아지경 신(神) 바람, 신나는 Good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64-753-7812

1박2일 사전신청 
자유학기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미디어아트  
“풍신(風神) 영등할망 마주하다”

162 서귀포시 널, 지울까? 아님, 새길까? 제주 알뜨르비행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영주민속보존회

010-2697-0560

163 전역 해녀의 삶, 그리고 바다의 꿈 20  21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유료 1박2일

164 제주시 탐라를 방어하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제주흥사단

064-746-1918
유료

165 서귀포시 제주옹기와 놀멍놀멍 가봅주! 19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064-792-79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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