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선

옛 살림집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종가가 지켜온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나보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워보는   

고택 종갓집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타임머신을 입어요

의례
우리 함께 즐겨요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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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 · 종갓집
지역별 가이드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고택 종갓집에서 계승되는 전통생활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옛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45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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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이 살던 가옥에서 고택 생활을 체험하고, 역사자료와 문화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물 및 작품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거점 문화재로의 인식 제고와 문화 향유를 도모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문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08

코리아헤리티지센터 

02-355-7990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
koreasharer

https://www.facebook.com/

hsekorea

성북동 심우장 고택문학체험관

001

근대 고택 주(住)생활 체험

일정 4월 1일~11월 15일

장소 만해 한용운 심우장

대상 일반인, 학생, 외국인

내용  만해 한용운의 일생과 민족의식, 

그리고 주요 활동지였던 심우장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공간적 방위 

개념을 알아보며 활동상을 재조명 

성북동 고택 문화 답사기

일정    5월 1일~11월 15일

장소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성북동 이종석 별장

대상 일반인, 외국인

내용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위치한 성북

동의 역사적 공간들을 살펴보며 근

대기의 역사 나들이 형태로 답사하

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유산 스

탬프 투어로 진행

고택 인물전(傳)

일정    5월 1일~12월 15일

장소 만해 한용운 심우장

대상 일반인, 취약계층 등

내용  참여형 역할극을 통해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와 문학작품, 독립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재현하며 의미를 고찰

고택 인문학 체험

일정    7월 1일~12월 15일

장소 만해 한용운 심우장

대상 일반인, 취약계층 등

내용  문화적 기억의 공간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서 그의 글씨체, 문학작품, 

기고문을 감상하고 필사를 하며 시

대의식을 공유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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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남구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고원희가옥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고씨삼강문 

(광주광역시 기념물)

포충사 

(광주광역시 기념물)

송강 정철 등과 성산 사선으로 불리던 제봉(霽峰) 고경명, 그의 시심이 꽃피던 제봉숲과 고원희가옥에서 펼쳐지는 고택종갓집 프로그램

비 개인 제봉,
마음을 걷는 시간

문의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16

(사)대동문화재단 

062-674-6567

홈페이지  

https://daedongc.com

https://gowonheehouse.com

002

제봉레시피 유료

일정  5월 4일, 8월 3일, 10월 5, 26일(총 4회)

장소 고원희가옥 일대

대상  일반인(사회적약자 참여 1회) 

※ 5,000원(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제봉종가 이야기음식 체험

여름방학 제봉스테이 유료 1박2일

일정  8월 6일 토요일~8월 7일 일요일 

8월 27일 토요일~8월 28일 일요일

장소 고원희가옥 일대

대상  가족단위(사회적약자 참여 1회) 

※ 5,000원(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제봉종가 1박2일 체험

고대감댁 사랑방

일정 6월 3, 10, 17, 24일(총 4회)

장소 고원희가옥 일대

대상  일반인(사회적약자 참여 1회)

내용   한국일생의례 강연 및 민속품 체험

비 개인 제봉숲, 마음산책 유료

일정    5월 7, 28일, 6월 4, 11, 18, 25일, 7월 2, 23, 30일, 

9월 24일(총 10회)

장소 고원희가옥 일대

대상 일반인 ※ 5,000원(사회적약자 무료)

내용   종가 원데이 클래스 / 제봉숲 여행자쉼터 운영 

① 제봉꾸러미 대여(조선시대 소풍세트) ② 제봉

필사관, 사진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462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 가옥이 지니고 있는 인물,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가옥마다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구성을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문화향유기회 증진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광주 장덕동 근대 한옥 

(국가등록문화재)

김봉호가옥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용아생가 

(광주광역시 기념물)

문의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홈페이지  

http://www.wolbong.org

https://www.gwangsan.
go.kr/culture

광산사계夢
- 두 날의 몽상夢想

003

광산가옥 사계몽(蒙) 유료

일정    4월~11월(총 4회)

장소  용아생가, 김봉호가옥, 장덕동 근대

한옥

대상 가족(100명)

내용  광산의 세 가옥을 연계한 복합 체험

프로그램 

꼬마시인 상상학교

일정    4월~8월(총 8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초등학생(30명)

내용  시인의 집 용아생가에서 배우는 문

화 체험학습

용아살롱

시인의 사계

일정 5월~11월(총 4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가족, 청년(50명)

내용 인문학을 결합한 강연·체험 활동

삼색가옥 두 날 학당

일정 3월~9월(총 2회)

장소 용아생가

대상 청년(20명)

내용 청년 기획자 양성

가옥의 사계(우리 삶의 터전)

고택의 사계 자유학기제

일정 4월~10월(총 4회)

장소 장덕동 근대한옥

대상 청소년(30명)

내용  청동기에서 근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별 변천에 따른 건축문화재 체

험의 시간

농가의 사계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김봉호가옥

대상 청소년, 가족(20명)

내용  ‘농부의 집’ 김봉호 가옥에서 즐기는 

전통 식(食)문화 및 전통 체험 활동

우수사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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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석계서원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충숙공 이예선생과 독립운동가 이재락 선생의 애국,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근재공 고택에서 역사, 인물, 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대상에 따

른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울산 울주군을 대표하는 문화재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함

근재공 고택,
울산 근대를 걷다

문의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주)이인 

053-657-0991

홈페이지  

https://eincompany.co.kr 

004

근재공 고택에서 들려주는 

“독립운동 무궁화Road”

① “기차 타고” 무궁화Road 
② “휴” 무궁화Road
일정  ① 4월~11월(총 10회) 

② 4월~11월(총 4회)

장소 ①   근재공 고택, 석계서원, 남창시장, 

남창역

②   근재공 고택, 석계서원, 대운산  

치유의 숲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기차여행과 고택에서의 “쉼”이라는 주 

제에 집중하여 울산의 역사 및 문화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문화재관광투어 

프로그램  

“항일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총 1회)

장소  근재공고택 울산 남창장터,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대상 청소년, 가족(30명)

내용  울산 남창장터,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등 항일운동 문화유적 탐방 및 체험

“고택 달밝은 밤에~”

일정    4월~11월(총 1회)

장소 근재공 고택, 석계서원 일대

대상 일반인(150명)

내용  야간을 배경으로 근재공 고택에서 지

역의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문화유산

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고택문화

재관광 공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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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세종 홍판서댁을 활용하여 반가의 생활을 주제로 관람객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진행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세종 홍판서댁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4

삼버들협동조합  

044-863-5735

홈페이지  

hongpanseo.co.kr

세종사계[四季]
뱃길따라, 산길따라

005

전통음식체험

일정    3, 4, 6, 9월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지역민

내용  반가 전통음식체험(이화주, 금귤정

과, 원소병, 율란)

고택 속 콘서트

일정 4, 10월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지역민

내용  고택에서 즐기는 인문학 콘서트, 판

소리 콘서트

전통문화 시연 행사

일정    3, 5, 8월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지역민

내용  전통문화 시연을 통한 우리문화 바로

알기(상차림과 예법, 성인식, 폐백음식)

세종 어린이 사생대회

일정    10월

장소 세종 홍판서댁

대상 초등학생

내용  세종 홍판서댁 관련 주제들을 활용

한 세종시 초등학교 사생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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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기도

성남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내동가옥이 자리했던 숲안마을의 전통생활양식과 농경문화, 공동체정신, 가족의 소중함 등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해보는 복합 문화 

체험프로그램

문화의 숲 
- 휴식의 정원, 수내동가옥

문의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031-729-3012

006

수내 마당놀이

일정 9월~10월(총 1회)

장소 수내동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춤과 노래, 재담 등으로 구성된 민

속연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기획한 

프로그램

숲 안에서 피우는 꿈

일정 5월~9월(총 2회)

장소 수내동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 선생과 한

산이씨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캘리

그라피 체험 프로그램

바람이 부는 숲 안이 좋다

일정 5월~8월(총 2회)

장소 수내동가옥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미션형 세시풍속 놀이와 전통건축 체

험을 통한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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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기도

고양시

지역 대표문화재 밤가시초가에서 농경문화체험, 전통보존과학, 초가생활 등 우리 초가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일산밤가시초가 

(경기도 민속문화재)

문의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주)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02-719-1495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

bamgasi

밤가시초가 마실가자
- 초가에서 살아볼고양?

007

초가의 일상

일정    4월~7월, 9월~10월(총 54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가족(30명)

내용  초가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옛놀이와 

절기에 맞는 농경 활동

VR크리에이터들의 초가뷰

일정    4월~10월(총 3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360카메라에 관심있는 누구나(15명)

내용  밤가시초가를 360카메라로 촬영하

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문화재 홍보

활동

초가의 별밤극장

일정    4월~10월(총 2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일반인(25명)

내용  지역 주민들이 기획, 운영하는 전통

문화 공연

밤가시초가 전통과학캠프

일정    4월~10월(총 5회)

장소  밤가시초가

대상 가족(25명)

내용  초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

통과학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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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기도

용인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경기도 민속문화재)

고택의 건축적 가치와 의미, 음애 선생의 역사를 문화 콘텐츠로 재창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인지도 상승과 가치 홍보를 통해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제작, 목공예 체험 등 지역 내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음애공파 고택에서 
여유를 바라보다

문의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099

008

시가 있는 역사콘서트

일정    8월 13일, 10월 22일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인문학 강연 및 음악공연

은거의 즐거움, 기와집말 소확행

일정    5월 21~22일, 6월 18~19일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150명)

내용  1박2일 전통문화체험

맞춤과 이음, 음애고택 아뜰리에

일정    6월 3, 10, 17, 24일 

10월 7, 14, 21, 28일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160명)

내용  고건축 강의, 전통목공예 체험

달애울, 달빛마실체험

일정       5월 27일,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30일

장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대상 일반인(180명)

내용  음애선생 달맞이 마을 지명 모티브, 

달과 관련된 야간문학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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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함을 기려 조선 제16대 왕 인조가 직접 하사한 ‘관감당’과 선생의 후손들이 간결한 삶을 보여주는 종택이 

남아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청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이원익 초상 

(보물)

오리이원익영우 

(경기도 유형문화재)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경기도 문화재자료)

문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02-2680-0761

홈페이지  

https://www.gm.go.kr

http://www.chunghyeon.org

관감당과 오리 종택에서
배우고 즐기는 청백리의 삶

009

공연 - 청백리의 삶

일정    4월~10월

장소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대상 가족(회당 30명)

내용  오리이원익종택 마당에서 펼쳐지

는 참여자와 함께하는 이원익의 생

애 연극 공연

이원익 대감과 함께하는  

짚공예 체험

일정    4월~10월

장소 오리이원익종택

대상 가족(회당 30명)

내용  공연 주인공 이원익 대감이 빗자루

를 만드는 모습을 참가자도 같이 

참여하여 체험하고자 함 

관감당과 오리 대감 그리기

일정    4월~10월

장소 관감당

대상 가족(회당 30명)

내용  관감당과 오리 이원익 대감이 그려진 

엽서에 수채화 체험을 통해 오리 이

원익의 청렴성을 되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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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기도

양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양주 매곡리 고택을 활용한 가족 · 학생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매곡리 고택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마을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매곡리고택,
명성황후를 만나다

문의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6

010

황후의 고택 속으로 유료

일정    6월 1일~11월 30일 

10:00~15:00(총 6회)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맹골전통주 체험장

대상 가족(회당 15명) ※ 성인 5,000원

내용  의 : 침방(복식, 천연염색 등) / 식 : 

소주방(전통주 및 떡 빚기) / 주 : 목

공방(고택 모형 만들기)

황후의 시간 속으로

일정    6월 1일~11월 30일 

10:00~14:00(총 6회)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외

대상 초·중학생, 군장병(120명)

내용  양주시근현대사 교육 / 체험, 답사 

중심 / 역사문화자원 연계

황후의 이야기 속으로

일정    6월 1일~11월 30일 

13:30~14:30(총 6회)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대상 가족(회당 15명)

내용  스토리텔링 인형극(고택과 명성황후 

주제) / 가족 체험 외 다양한 볼거리 

제공

맹골마을, 매곡리 고택을 그리다

일정    6월 1일~11월 30일 

14:00~16:00(총 5회)

장소 양주 매곡리 고택

대상 지역민(회당 10명)

내용  문화재 활용기획가 양성과정 /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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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강원도

강릉시

300년 역사의 명품고택 강릉 선교장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맛보며, 선교장에서 살아온 종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

로 체험하며 배우는 멀티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강릉 선교장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주)배다리문화원 

033-648-2271

홈페이지  

www.knsgj.net

300년 고택,
이야기꽃 피는 종가

011

고택, 사람을 머금다 유료 1박2일

일정 5월~11월

장소  선교장, 오죽헌, 경포대

대상 일반인 ※ 50,000원

내용  선교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

고택, 풍류를 즐기다

일정    1월~12월

장소 선교장 전체

대상 일반인

내용  음악회와 풍류 소재를 접목한 멀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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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북도

괴산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괴산 홍범식 고가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그림책 극장, 임꺽정 이야기를 슬라이드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 괴산만세도서관 등의 문학과 고가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소재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판소리와 탈춤, 민요 공연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한다.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홍범식 고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산과 이야기를 발견해내어 농촌 문화와 문화재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창조함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012

별빛 야행 유료

일정    7월~8월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 5,000원

내용  가택신과의 한판승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홍범식 고가 청년문화기획단

일정    2월~11월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총 15명)

고가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일정    2월~12월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총 30명)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일정    5, 6, 9, 10월 셋째주 토요일(총 5회)

장소 홍범식 고가

대상 일반인

내용  ① 그림책 극장 

그림책 공연 / 소설 <임꺽정>을 멀티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연

② 괴산만세도서관 

그림책 활용프로그램 운영

③ 공연마당

④ 놀이마당 

조선시대 괴산 향토오락·전래놀이 

마당 / 임꺽정과 친구들 놀이마당

⑤ 고택카페 <쉬어봄>

문의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홈페이지  

http://pf.kakao.com/_

xnBdxe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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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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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아산 맹씨 행단 

(사적)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홈페이지  

www.trip375.com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

013

맹정승 체험학교 유료

일정  1기 : 5월 22, 29일  

2기 : 6월 12, 19일 

3기 : 7월 3, 10일

장소  맹씨행단

대상 초등학생(30명)

내용  조선 선비가 되어 맹사성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배워보는 체험교육

은행나무 메이커스 사전신청

일정  사전접수

장소  맹씨행단

대상 초등학생~일반인(20명)

내용  맹씨행단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맹씨행단 살아보공 유료 1박2일

일정  6월 25~26일, 7월 23~24일,  

9월 17~18일 토, 일요일

장소  맹씨행단

대상 가족(30명)

내용  맹씨행단을 중심으로 아산지역 맹

사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1박2일 가족 여행 프로그램

맹씨행단 살롱

일정  4월 30일, 8월 20일, 10월 22일, 

12월 3일 토요일

장소  맹씨행단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맹사성 선생이 지은 강호사시가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 프로그램

※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손안의 역사가이드 놀토’ 어플로 신청가능(ios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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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아산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아산의 전통마을인 외암 민속마을에서 건재고택을 주 무대로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건재고택,
외암에서 好樂하다!

문의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홈페이지  

www.cchcc.info

014

東華水石! 유유자적, 

동쪽마을 으뜸길에 오르다 유료 사전신청

일정    4월~10월 주말(총 12회)

장소 건재고택 및 외암마을 인근

대상 일반인

내용  아산의 대표적 역사명소인 외암민

속마을에서 조선시대 진상품에 대

한 학습과 체험

한옥에 빠져들고 묵향에 매혹되니 

백년해로 하다!

일정    6월, 10월 중(총 2회)

장소 건재고택 정원 및 앞마당

대상 일반인

내용  백세시대 어른을 존중하고 효정신

을 되새기며 화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혼례 프로그램을 기획

건재한 Le Reve Show 사전신청

일정    4월~6월 매주 화요일(총 11회)

장소 건재고택 정원

대상 일반인 ※ 사회적약자 우선 접수

내용  조선시대의 심성, 물성논쟁을 모티

브로 청소년들에게 사고력을 확장

시키고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철학브랜드 토크쇼

건재고택 토요일에 好樂하다

일정    4월~10월 중 토요일(총 7회)

장소 건재고택 정원 및 앞마당

대상 지역민 및 일반인

내용  고택과 어울리는 전통적 요소를 각

색하고 연출 매 차시 공연마다 각 

주제를 선정하여 건재고택만의 차

별화되고 특색 있는 공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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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도의 대표적 선비가인 “명재고택”과 “백일헌종택”에서 전승되어 온 가승문화를 체험해보고 논산지역의 문화재 유적답사를 통해 문화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논산 명재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논산 백일헌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노성궐리사 

(충청남도 기념물)

노성향교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4

논산명재고택 

041-735-1215

홈페이지  

http://www.myeongjae.com/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015

옛집, 선비의 하루를 보내다 유료 1박2일

일정  4월 9일, 4월 23일, 5월 7일, 5월 21
일, 6월 4일, 9월 24일, 10월 22일,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9일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종택

대상 일반인(20명) ※ 70,000원

내용  충청도 명문 선비가에서 전승되어 

온 가승문화를 체험하는 1박2일형 

프로그램

옛집, 좋은 날에 만나다

일정  5월 5일

장소  백일헌종택

대상 다문화가정(100명)

내용  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례

밤을 걷는 선비

일정  6월 18일 또는 10월 8일

장소  명재고택

대상 일반인(200명)

내용  지역민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는 

한복 패션쇼

옛집, 매력에 취하다

일정  4월 30일, 10월 2일

장소  명재고택, 백일헌종택 등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충청도 선비의 가승문화를 체험하고 

논산시의 문화유적과 생태문화를 

탐방하는 여행 프로그램

우수사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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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논산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연산영사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논산영모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모선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김장생선생묘소일원 

(충청남도 기념물)

김국광 사당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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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함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 제사

문의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70-7788-0133

홈페이지  

donamseowon.co.kr

016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 제사

무형문화유산 이어가기

일정     4월~12월(총 6회)

장소  사당 및 재실

대상 일반 참배객(총 180명)

내용  문원공 김장생불천위제 / 창녕조씨불천위제 /  

문경공 김집불천위제 / 공안공 김겸광불천위제 / 

의정공 김국광불천위제 / 장수황씨불전위제

나도 종손이다 유료 1박2일

일정    4월~12월(총 10회)

장소 모선재 김국광종택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일반인 30,000원

내용  종가에서 보내는 하루

종가의 정성 유료

일정     4월~11월(총 20회)

장소  김국광종가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5,000원

내용  종부의 손맛

대를 잇는 품격 자유학년제

일정     4월~11월(총 16회)

장소  고정리일대

대상 청소년(회당 20명)

내용  청소년문화재 지킴이 / Go! 고! 탐(Go! 고정리  

역사 문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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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계룡시

사계고택의 공간 활용 영역을 극대화하고,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를 현대적으로 창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통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 지속 발전 가능한 대중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계룡 사계고택 

(충청남도 기념물)

문의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042-840-2403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42-551-0555

홈페이지  

http://www.사계고택.com

유유자적 사계고택체험

017

사계문화살롱 유료

일정  4월~11월(총 43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일반인(1300명) ※ 20,000원

내용  규방공예 / 사계의 전통요리 / 사계

고택에서 하룻밤, 문화의 밤

사계천하대길지

일정  4월~11월(총 50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 25명 / 15명)

내용  꿈꾸는 도서관 / 계룡역사탐방 / 문

화재지킴이

사계블루밍축제(blooming)

일정 4월(총 1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초등학생(800명)

내용  어린이 사생대회

사계전통의례체험

일정 4월~12월(총 22회)

장소  사계고택

대상 일반인(600명), 고등학생(200명)

내용  전통 성년식 / 전통혼례 / 리마인드

웨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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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부여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부여 여흥민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택을 배경으로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와 함께 답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홍보 / 지역

주민 및 참가자들과 함께 고택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스테이 중심의 문화재 경영 기반 마련 / 여흥민씨 

일가가 생활하였던 고택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리인액트먼트(Re-enactment) 콘텐츠를 개발

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문의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아키헤리스 

0507-1457-4260

홈페이지  

www.heritag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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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 가족

일정    4월~7월, 9월~11월(총 4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대상 어린이, 청소년(회당 20명)

내용  청소년 관례 및 계례를 테마로 관객 참여형 연극 

체험

사뿐사뿐 부여나들이 유료  1박2일

일정    4월~11월 첫째주 토, 일요일(총 8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관내 문화재

대상 일반인(회당 15명)

내용  1박2일 고택 내 의식주 체험 및 관내 문화재 탐방

부여 문화 스테이  3박4일

일정 3월~5월, 10월~12월(총 4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관내 문화재

대상 관련분야 대학생, 장애인 등(회당 10명)

내용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인력 양성 워크샵

잔치 잔치 열렸네  1박2일

일정 5월~9월(총 8회)

장소 부여 여흥민씨 고택 및 관내 관광지

대상 베이비부머 세대(회당 20명)

내용  1박2일 고택 리마인드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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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서천군

청암 이하복 선생의 철학과 청빈한 삶이 담겨있는 고택, 전시관, 농지, 학교를 무대로 농촌의 삶과 철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서천 이하복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서천군청 문화예술과 

041-950-4230

청암문화재단 

041-951-3610

홈페이지  

https://chungamleehabok.com

체험하 고, 擇

019

머물 고, 擇 유료 1박2일

1900년대 초가 살이 체험

일정     5월~11월(총 6회)

장소  고택

대상 일반인(24명)

고택 서포터즈, 학술조사 워크샵

일정     5월~10월(총 3회)

장소  고택

대상 일반인(30명)

배우 고, 擇 유료

역사·문화·환경 교육 프로그램

일정     5월~11월(총 6회)

장소  고택, 체험장

대상 일반인(150명)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정     4월~11월(총 12회)

장소  고택, 교육장

대상 일반인(120명) 

즐기 고, 擇

추억만들기 사진촬영 이벤트 유료

일정     5월~11월(총 12회)

장소  고택, 고택주변

대상 일반인(48명) ※ 50,000원

일일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일정     6월~12월(총 2회)

장소  고택, 전시관

대상 일반인

농사짓 고, 擇

주변 경관을 활용한 농업체험

일정 4월~11월(총 6회)

장소  고택 주변

대상 일반인

RC에어보트 이색스포츠 체험 유료

일정     5월~6월(총 2회)

장소  고택 주변

대상 일반인(80명)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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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청양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방기옥가옥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청양춘포짜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한옥이 주는 정서적 동질성과 쉼과 여유, 이러한 고택에서 옛 생활상과 우리 것의 교육 · 체험 ·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창출

오램의 맵시 향원재

문의    

청양군청 문화재팀   

041-940-4982

온닮 

041-853-5185

홈페이지  

ondamhope.modoo.at

020

한땀 두땀 고택의 너른 품 유료

일정  3월~12월

장소  방기옥 가옥

대상 일반인(10명) ※ 50,000원

내용  민속문화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우리 옷을 지어 

한복과 고택의 여유 표현

고택에서 사방으로 즐기는  

맛과 풍류 1박2일

일정  3월~12월

장소 방기옥 가옥, 모덕사, 칠갑산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문화유적과 지역 명소를 찾아 역사, 음식, 문화체험

멋으로 말하는 향원재 자유학기제

일정  3월~12월

장소 방기옥 가옥

대상 일반인(15명)

내용  고택 구조와 특징, 건축미와 생활예절 습득, 체험

울긋불긋 향원재가 준 기억

일정  3월~12월

장소 방기옥 가옥

대상 가족(15명)

내용  전통의례에 맞는 복식을 갖추어 가족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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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홍성군

사운고택의 고서인 ‘호아곡’과 ‘음식방문니라’를 통해 사운고택 활용의 특별한 가치를 주제로 하고 수요층을 선택하여 특화된 고택 활용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목적을 둠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홍성 사운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사운고택 

041-642-6065

삶, 지혜의 공간
사운고택 문고리를 열다

021

사운고택 

문화유산을 향유하다 유료 1박2일

일정  봄~가을

장소 사운고택

대상 일반인(30명) ※ 30,000원

내용  일반장년층 및 양주조씨를 대상으로 

고택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갖음

사운고택 답사

일정  봄~가을

장소 사운고택

대상 사회적약자(30명)

내용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선비생활체험

일정  봄~가을

장소 사운고택

대상 사회적약자(30명)

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옛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함

사운고택 풍류한마당

일정  봄~가을

장소 사운고택 잔디광장

대상 일반인(60명)

내용  국악, 시조, 전통음식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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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예산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김정희선생 고택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김정희선생 유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화순옹주 홍문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김정희선생 유적 

(충청남도 기념물)

김정희선생필적암각문 

(충청남도 기념물)

김정희묘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월성위김한신 묘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예산 용궁리 백송 

(천연기념물)

추사 김정희선생은 ‘200년전의 현대인’이란 말이 있을 만큼의 높은 현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역사인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모티브로 한 

연관 문화재 활용과 지속적 가치갱신을 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추사고택탐구생활

문의    

예산군청 추사고택팀 

041-339-8242

협동조합 추사라이브러리 

041-332-2003

홈페이지  

http://www.yesan.go.kr/
ystfo.do

022

추사고택 탐구생활

일정 4월 1일~11월 30일(6회)

장소 추사고택 일원

대상 어린이, 청소년(20명)

내용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재

를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추사파노라마  

- 추사를 펼치다 자유학기제

일정 4월 1일~11월 30일(4회)

장소 추사고택 일원

대상 청소년(20명)

내용  자유학기제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

재를 활용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조선의 SNS

일정 4월 1일~11월 30일(7회)

장소 추사고택 일원

대상 어르신, 다문화(15명)

내용  노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

재를 활용한 사회융합프로그램

별별(暼別)이야기

일정 4월 1일~11월 30일(3회)

장소 추사고택 일원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고택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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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김명관 고택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문화재로서 한옥 문화재의 미학 그리고 과학성 고취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우리 고장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정읍 김명관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오감만족,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023

우리 함께, 공동마을 1박2일

일정  3월~4월(총 3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더고가, 공동마을

대상 지역민(10명)

내용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마을내의  

소중한 자원찾기,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

향이 나는 김명관고택 유료 1박2일

일정 5월~12월(총 8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더고가, 공동마을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20,000원

내용    주민과 참가자가 이웃이 되어 함께 만드는 체험, 

김명관 고택에서 느끼는 의, 식, 주, 생태문화 체험

김명관고택의 건축이야기 유료 1박2일

일정 5월~12월(총 5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더고가, 무성서원 피향 태인동헌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20,000원

내용    국가 민속문화재 김명관고택에서 배우는 한옥과 

문화재 이야기

명당으로 온 그대 1박2일

일정 5월~12월(총 3회)

장소 정읍 김명관 고택, 더고가

대상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내용  명당 김명관고택에서 느끼는 쉼 /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대상 명품 한옥 체험

문의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063-219-5221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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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북도

남원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남원 몽심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남원 죽산박씨 종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종가 고택 곳곳 나눔과 배려 정신이 가득 묻어나는 이곳 몽심재와 죽산박씨 종가를 활용하여 4개의 주제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직접  

몽심재와 종가로의 마실을 통해 문화재를 체험하여 나눔과 배려정신을 함양 시키고자 함

종가고택과 함께하는
“남원 몽심재로 마실가자!”

문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유)지리산섬진강문화재활용사업단 

063-636-1855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sumjinculturalassets

https://www.instagram.

com/sumjin_cultural_
assets/?hl=ko

024

“남원 몽심” 느끼다 유료

일정 3월~11월(총 5회)

장소 남원몽심재 죽산박씨종가

대상  일반인(20~30명)  

※ 1인 30,000원, 19세 미만 20,000원

내용  고택 문화해설 및 마을 둘러보며 사

진찍기 / 고택 가꾸기 / 고추장만들

기 / 종가음식 맛보기 / 작은 음악회

“남원 몽심” 그리다 유료

일정 3월~11월(총 8회)

장소 남원몽심재 죽산박씨종가

대상  일반인(20~30명) ※ 10,000원

내용  종가소풍 / 다큐 영화 상영 / 탁본

뜨기 / 판소리 배우기 / 다례·인성

교육 / 전통놀이체험

“남원 몽심” 기억하다

일정 3월~11월(총 10회)

장소  남원몽심재 죽산박씨종가,  

내호곡마을

대상  고택 관련 마을 주민, 서포터즈 

(회당 10명)

내용  마을 근대기록 수집 및 기록하기 /  

고택관련 주민 인터뷰 및 화보촬영 / 

몽심 서포터즈 구성 / 기록 책자 발간

“남원 몽심” 놀다

일정 3월~11월(총 5회)

장소 죽산박씨종가

대상  일반인(회당 50명)

내용  평화예술제 / 풍류음악회 / 몽심재 

사진전 / 고택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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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북도

김제시

선비문화의 산실, 이정직 선생 고택에서 선비정신, 충의사상, 예술의 미학, 그리고 함께하는 대동의 정신을 배우고, 따르고, 만들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슬기와 지혜를 나누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이석정 선생 생가 

(전라북도 기념물)

해학 이기 선생 생가 

(전라북도 기념물)

김제 벽골제 

(사적)

김제 죽산리 구 일본인 농장 사무소

(국가등록문화재)

문의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사)흥문화예술기획 

010-3654-0304

홈페이지  

ww.gimje.go.kr

우물 속 선비정신,
學/隨/鼓/帶(학수고대)하다

025

[學]

일정  4월 16일, 5월 23일, 6월 27일,  

8월 13일, 11월 12일

장소  이석정 선생 생가, 풀꽃Garden,  
김제시 일원

대상 초·중학생, 지역민(회당 30명)

내용  우물 속 ‘선비정신’을 배우다(인문

학 강의)

[鼓]

일정  4월 16일, 5월 14, 23일,  

6월 11, 27일, 7월 9일, 8월 13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2일

장소  이석정 선생 생가 요교마을 일원, 

풀꽃Garden
대상 초·중학생, 지역민(총 180명)

내용  배우 따라 요교마을 동네 한 바퀴 

체험(석정과 제자들의 삶 엿보기, 

전통문화 체험)

[帶]

일정 11월 12일

장소  향교 또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대상 지역민(200명)

내용  선비정신 체득하여 여럿이 공유

[隨] 유료 1박2일

일정  5월 14~15일, 6월 11~12일, 

7월 9~10일, 9월 17~18일, 

10월 15~16일

장소  벽골제, 요교마을 일원(이석정 선생 

생가, 관선당, 구암 정기문 선생 생

가·교사비, 하몽 정한조·유재 송

기면·강암 송성룡 생가 외), 풀꽃

Garden, 아리랑문학마을, 해학 이

기 선생 생가, 김제 죽산리 구 일본

인 농장 사무소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10,000원

내용  여꾸다리에서 시작된 김제의 ‘구국정

신’ 따라가기 - 김제의 정체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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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북도

임실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이웅재고가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단구대 

(향토문화유산)

삼계석문 

(향토문화유산)

이웅재고가는 효령대군의 후손 춘성정 이담손이 입향하면서 살던 곳으로 최명희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되기도 할 정도로 근현대 역사의  

교집합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효령대군 후손 전주이씨의 삶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자 함

고택의 혼불!
생명으로 돌아오다

문의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5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홈페이지  

http://www.ch-outreach.kr/

026

먼 길 달려온 그대! 여기 앉으시오~

일정  5월, 7월, 9월 둘째주 금요일

10:00~17:00(총 3회)

장소 이웅재고가, 구로정, 삼계석문

대상  유학생, 임실군 중·고등학생, 다문

화가정

내용  어서오시오, 고가에 대해서 말하

자면(후손을 통한 집안 내력 듣기) 

/ 사랑채 마루에 기대어(한옥짓기) 

/ 콩깍지 속의 콩(규방공예체험) / 

무엇을 먹었을까(이씨집안 며느리

들의 음식솜씨 자랑)

콩깍지 속의 콩

일정  5월~7월, 9월~10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10:00~12:00(총 10회)

장소 이웅재고가

대상  임실군 부녀회 및 오수 부녀회

내용  규방공예

사랑채 마루에 기대어

일정  4월~10월 매주 수요일

10:00~12:00(총 7회)

장소 이웅재고가 마당

대상  일반인

내용  고가! 500년 되었다는디~(한옥연

혁 및 한옥의 이해 강의) / 사랑채 

모형을 통해 한옥 부재 명칭과 기

능, 짜맞춤 등 한옥의 건축적 특징 

이해

우수사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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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나주시

고택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건축, 음식, 시대적의 미등을 콘텐츠화하여 고택종가문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와 연계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나주 남파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나주 금성관 

(보물)

나주읍성 

(사적)

문의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남파고택 

061-330-3387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검색 

#남파고택 

#남파고택 고택체험

나주 문화집합소
‘남파고택’

027

나주 문화 오픈 스페이스 유료

일정 3월~12월(총 10회)

장소  남파고택 나주시 일원

대상 일반인, 힉생, 외국인(대상별 30명) ※ 20,000원

내용  고택활용 및 지역살리기 토크콘서트, 나주특산물

만들기

‘내림음식’ 을 전하다 유료

일정 3월~12월(총 2회)

장소  남파고택

대상 일반인, 외국인(30명) ※ 20,000원

내용  경상도와 전라도의 종가음식 체험

고택음악회 ‘가락 향기를 품다’

일정 6월~10월(총 2회)

장소  남파고택

대상 일반인

내용  제8회 남파고택 음악회, 한여름밤의 음악회

우수사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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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곡성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함허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곡성 청송심씨 종가의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심청 이야기와 제호정 고택, 함허정을 활용한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배워보며 

개그맨 전유성과 함허정에서 풍류를 즐겨보자

전유성과 함께
곡성 제호정 고택에서 풍류

문의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1

전남종가회 

010-9328-9758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검색 

#곡성제호정고택 

#곡성제호정고택체험 

#곡성함허정체험

028

개그맨 전유성과 함허정에서 풍류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함허정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개그맨 전유성과 함께하는 곡성 함

허정고택에서 풍류

제호정 고택의 효 정신을 배워보자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제호정 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함허정에서 효를 배우다

제호정고택의 발효음식 체험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제호정 고택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제호정고택의 전통발효 음식을 알

고 익힘

섬진강 따라 곡성의 멋을 느껴보다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곡성 일원

대상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섬진강을 따라 곡성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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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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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구례 운조루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운조루 비영리법인  

010-9177-7705

홈페이지  

http://www.unjoru.net

2022년 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029

가람제

일정 2월~12월

장소  운조루 사랑채

대상 지역민(15명)

내용  운조루 서당

상생과 상상

일정 2월~12월

장소  운조루 뒷산, 농지

대상 일반인(30명)

내용  친환경 농업농촌체험

시방과 변방

일정 2월~12월

장소  운조루 사랑채, 뒷산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운조루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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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보성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보성 이진래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열화정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준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진래 고택 등이 있는 강골마을에서 매력있는 고택의 멋과 보성소리를 배워보고 제주양씨종가에서 500여 년 대대로 내려오는  

씨 간장과 400년이 넘는 녹차나무와 보성삼베 등을 활용하여 보성의 멋, 소리, 맛 등 다양하게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봄

보성의 소리, 멋, 맛에 빠지다

문의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1

전남종가회 

010-9328-9758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검색 

#보성이진래고택 

#보성이진래고택체험 

#보성강골마을체험

030

보성의 멋에 빠져보자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강골마을과 봇재 녹차밭 일원 등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이진래 고택 들여다 보기

보성의 맛에 빠져보자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보성제주양씨종가 등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보성제주양씨종가 이순신 장군차(茶) 만들기 등

보성의 소리에 빠져보자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열화정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열화정에서 만나는 보성소리(서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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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강진군

한국 현대시의 발상지인 강진 영랑생가의 문학사적 가치 극대화하고,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의 인식 및 보존의식 제고 

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정부 정책 부응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강진 영랑 생가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72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
simunhak/

더 샵 252 영랑생가!

031

영랑예술학교

일정 매주 월요일(총 50회)

장소 시문학파기념관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회당 15명)

내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 창작 

및 인문학 감성 교육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일정 연중

장소 영랑생가

대상 유치원생(500명)

내용  지역 유아를 위한 인문교육

영랑 감성 아카데미 자유학년제

일정 연중

장소 관내 초·중학교

대상 초·중학생(800명)

내용 '자유학년제’ 맞춤형 콘텐츠

영랑생가 목요음악회

일정 10월(5회)

장소 영랑생가

대상 지역민(500명)

내용 주민주도형 퓨전문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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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전라남도

영광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영광 매간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영광 불갑사 대웅전 

(보물)

매화낙지(梅花落地) 터로 불리우는 125칸 영광 매간당종가에서 건물 곳곳에 새겨진 주역괘의 비밀을 풀어보고 고전문학과 충효정신이  

뛰어났던 매간당종가의 정신을 계승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봄

주역으로 본 매간당 고택의 효 비밀

문의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061-350-5225

전남종가회  

010-9328-9758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검색 

#영광매간당고택 

#영광매간당고택체험 

#영광매간당선비체험

032

주역으로 풀어보는 매간당 고택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영광 매간당 고택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주역으로 본 매간당 고택의 효의 비밀을 풀어보다

방송인 이효재씨와 보자기 인문학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영광 매간당 고택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보자기 인문학으로 매간당 종가의 마음을 들여다 보다

매간당종가의 효정신을 배워보자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영광 매간당 고택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매간당 고택에서 효를 배워보다

천년고찰 불갑사를 거닐다

일정  3월 2일~12월 30일

장소 불갑사 일원

대상  일반인(20명)

내용 문화재의 보고 불갑사를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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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최부자가 실천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집안 전통의복인 무명옷을 입고, 내림음식도 만들어 먹고, 마을해설과 역사체험을 하는 숙박 

체험형과 당일 해설과 체험, 관람을 즐기는 일반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학술연구 · 교육 등을 통하여 최부자댁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승화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한층 더 높임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경주 최부자댁(경주최씨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054-774-0202

홈페이지  

http://choibuja.kr

https://blog.naver.com/

choibuja12

경주최부자! 곳간을 열다

03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유료 1박2일  

일정 3월~11월

장소 최부자댁 교촌마을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 60,000원

내용  최부자댁 무명옷을 입고 과객상으

로 사랑채에서 접빈하던 과객문화

를 재현하여 관광객에게 최부자댁

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

나눔의 곳간을 열라  

일정 3월~11월

장소 최부자댁

대상 일반인(회당 1,000명)

내용  최부자댁의 역사와 문화를 유물전

시, 영상관 등 관람을 통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매일 상설운영하며 

월 1회(토) 공연, 체험, 특강 등 다양

한 행사로 볼거리 제공

지혜의 곳간을 열라 유료 자유학기제

일정 3월~11월

장소 최부자댁

대상 일반인 ※ 자유학기제 10,000원

내용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소개

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알아가며 애향심과 자

긍심을 높이고, 시민강좌를 통하여 

마을해설사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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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경주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경주 독락당 

(보물)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국보)

동방오현인 회재 이언적선생의 종손이 현재 살고있는 종갓집(독락당)을 놀이와 예술, 학습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품격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감

회재(晦齋)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독락당) 초대장

문의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북문화관광진흥원 

054-774-0114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gbct114

034

독락 - 의(衣), 담(談) 독락당  

회재아카데미 

일정  4월~10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 독락당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종손의 안내로 이언적선생 알고 

배우기

독락 - 오(娛) 독락당 문화체험

일정  4월~10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 독락당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독락당 뜨樂콘서트

독락 - 식(食) 독락당 손님다과상

일정  4월~10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 독락당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독락당春夏秋冬 음식체험

독락 - 행(行) 독락당 역사체험

일정  4월~10월 셋째주 토요일

장소 독락당 정혜사지 옥산구곡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회재선생 나들이길 탐방

※   1회 입장료: 5,000원 

(전 프로그램 체험가능) 

숙박: 신청자에 한함 

(80,000~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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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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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안동 임청각 

(보물)

귀래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백하구려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안동문화지킴이 

054-858-1705

홈페이지  

www.adzikimi.com

www.imcheonggak.com/ 

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035

임청각 나라사랑학교 1박2일

일정 3월~12월(총 1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회당 25명)

내용  1박2일 고택체험 프로그램 / 문화

재·문화유산현장 답사

오백년 임청각의 대들보를 지켜라

일정 3월~12월(총 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임청각 답사 / 독립운동가들의 삶 

체험 프로그램

독립운동 토크콘서트

일정 3월~12월(총 1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

내용  임청각독립운동 등 다양한 주제강

좌 개최

서간도 바람소리

일정 3월~12월(총 5회)

장소 임청각

대상 일반인

내용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 실경역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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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구미시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용와종택 및 침간정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삼가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수남위종택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호고와종택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전모례가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외국인을 포함하여 전통문화 향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가고택에 전승되어 오는 내림음식을 비롯한 의식주 생활문화를 체험하며, 외국인 

대상으로는 비교문화체험을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사키는 사업

종갓집 슬로우푸드(Slow food) 체험여행

문의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4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홈페이지  

http://kkcc.or.kr

036

종갓집 슬로우푸드 체험여행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총 7회)

장소  용와종택 및 호고와종택, 신라불교 초전지

대상  일반인(40명) ※ 3인기준 50,000원

내용  고택 숙박을 겸한 종갓집 전통음식체험과 사찰음

식 비교체험, 정자를 활용한 콘서트 등의 문화예

술 향유 프로그램

외국인 초청 비교문화 체험하기 

일정  10월 1일(총 1회)

장소  용와종택 및 호고와종택

대상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내용  외국인 대상으로 비교문화체험을 통하여 한국 전

통문화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사업

우리는 종갓집 장독대 공동체!! 유료

일정 3월~11월(총 3회)

장소  용와종택 및 호고와종택

대상 가족(30명) ※ 1인 70,000원

내용  종갓집 장독대를 활용한 종갓집 내림 된장, 간장, 

딩겨장, 고추장 등 발효음식의 공동제조·관리·

분배, 문화이웃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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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오작당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함으로

서 지역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참여자들께는 여유와 낭만을 통한 힐링을 느끼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상주 오작당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문의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537-7210

상주 오작당 

054-532-5245

홈페이지  

www.ojakdang.com

맛과 멋에 정(情)을 담다!

037

종갓집 쿠킹클라스

전통먹거리체험

일정 4월 1일~10월 30일(총 5회)

장소 상주오작당

대상 학생, 가족(100명)

내용  상감고추장 만들기, 곶감강정(파이

체험) / 5첩반상기

상주에서 경험하는 하루치 시골 1박2일

안전한 먹거리 및 문화유산 체험

일정 4월 1일~10월 30일(총 2회)

장소  상주오작당, 양진당, 추원당  

- 서원, 승곡체험마을

대상 일반인(40명)

내용  전통 먹거리 체험 / 종손과 함께 / 

문화유적탐방 / 4계절 농사체험

불량농부와의 가을빛 데이트 1박2일

코로나시대 일상회복프로젝트

일정 9월 1일~11월 30일(총 2회)

장소  상주오작당, 승곡체험마을, 낙동승

곡리 일원

대상 학생, 가족(40명)

내용  전통먹거리 체험 / 전통공예체험 / 

4계절 농사체험

코로나를 넘어서 -  

체험키트 활용한 비대면 체험 3종

따로 또 같이

일정 4월 1일~11월 30일(총 2회)

장소  비대면

대상 일반인

내용  상감 정원 만들기 / 상감자개 브로치 

/ 조족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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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영양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석계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석천서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원리주곡고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두들마을의 고택 문화재 인프라와 한글최초 조리서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을 결합하여 영양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별이 빛나는 영양고택 바캉스
(선조들의 삶속으로)

문의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422

(재)영양축제관광재단 

054-683-7300

홈페이지  

www.yftf.kr

038

두들마을 악귀전

일정  7월 16, 17일 11:00~20:00(총 2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100명)

내용  두들마을을 배경으로 가상의 역병 

환자들을 피해 깃발을 꽂는 게임 

진행 및 애프터 파티

별빛고택 저잣거리

일정  7월 16, 17일 11:00~20:00(총 2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100명)

내용  고택을 배경으로 한 감성적 플리마

켓, 전통장터 등의 주민참여형 프

로그램

두들멜로디

일정  7월 16일 11:00~20:00(총 1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300명)

내용  두들마을에서 다양한 공연과 별자

리가 어울러지는 문화공간, 지역의 

재능있는 인재 및 단체들의 자율적

인 공연문화 형성

별빛고택 인생사진관

일정  7월 16, 17일 11:00~18:00(총 2회)

장소  두들마을 일원

대상 일반인(50명)

내용  조선시대의 전통의를 직접 체험하

여 SNS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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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영덕군

‘홍범연의를 낳은 갈암종가’라는 제목으로 덕이 가득한 고장 영덕(盈德)에서 하늘이 베푼 德(블루로드 / 블루시티)과 인간이 쌓은 德(선비 

문화 / 반가의 의례와 내림음식)을 매개로, 영덕의 인물(갈암 이현일, 여중군자 장계향, 목은 이색) 이야기를 체험으로 즐기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임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영덕 충효당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갈암종택 

(경상북도 기념물)

문의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7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홈페이지  

www.koreaheritage.or.kr/

홍범연의를 낳은 갈암종가

039

내림밥상표 갈암종가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첫째, 셋째주 금, 토요일

(총 12회)

장소  갈암종택, 해맞이공원 인량마을,  

메타세콰이어 숲

대상 일반인(30명) ※ 50,000원

내용  갈암종가의 내림음식을 전통적인 1
인밥상으로 차려냄 / 종손이 인도하

는 불천위 사당인사 / 반가의 자녀

를 위한 ‘승경도 놀이’ / 인량마을 이

장이 전하는 마을 이야기 / 참가자

가 주인공이 되는 연극 / 해맞이공

원에서 만나는 블루시티, 블루로드

블루영덕표 갈암종가

일정  4월~10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총 10회)

장소  갈암종택, 인량마을, 메타세콰이어숲

대상 일반인(50명)

내용  갈암종택이 무대가 되는 전문극단

의 마당극 공연

토끼와 모란표 갈암종가

일정  4월~10월 매주 수, 목요일(총 25회)

장소  갈암종택, 인량마을, 괴시마을,  

목은전시관

대상 학생(30명)

내용  영덕이 낳은 인물(이현일과 이색)의 

태어난 곳을 둘러보며 내 고장에 대

한 자긍심을 높임 / 옛 방식 책 엮기 

체험: 오침안정법 / 학술포럼(1회)

생명도토리표 갈암종가 유료 1박2일 

일정  5월, 10월, 11월 셋째주 금, 토요일

(총 3회)

장소  갈암종택, 인량마을, 메타세콰이어 숲

대상 일반인(30명) ※ 50,000원

내용  봄 : 신행 의례체험과 음식문화제 

/ 가을 : 신행 의례체험, 김장나눔 / 

행사 후 먹는 도토리죽으로 여중군

자 장계향의 나눔정신을 상기함 / 

옛 방식 책 엮기 체험 : 오침안정법

우수사업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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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북도

성주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성주 백세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심산김창숙생가 

(경상북도 기념물)

대산동 한주종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아 온몸을 던져 헌신한 성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세각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파리장서운동)으로, 성주 역사 

테마공원에서는 임진왜란 성주성 전투의 의병 활동으로 재조명하여 영남의 큰 고을 ‘성주목’의 위상을 알림

파리장서를 품은 백세각

문의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3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홈페이지  

www.koreaheritage.or.kr

040

태극기 백세각 유료  1박2일

일정  3월 1일~12월 10일(10회)

장소  백세각, 항일의적비 심산생가, 한주종택

대상 일반인(300명) ※ 50,000원

내용  성주만세운동 당시 태극기 만들어 서명하기 / 성

주읍성 야경즐기기 / 참가자가 주인공인 연극 공

연 / 오침안정법 / 파리장서 인출, 사발통문

독립운동 백세각

일정  7월 1일, 10월 11일, 11월 17일(3회)

장소  백세각, 항일의적비 심산생가

대상 지역민 중 다문화가정, 어르신(90명)

내용  항일의적비 헌화 / 전문극단의 연극 ‘백년전 성주

함성 오늘은 읍성에서’ 영상 시청 / 종손이 말하는 

백세각의 역사와 편액

노랫소리 백세각

일정   3월 1일~12월 10일(10회)

장소  백세각, 항일의적비 심산생가

대상 지역 학생(300명)

내용  참가자가 주인공인 연극 공연 / 심산의 후손이 전

하는 ‘인간 김창숙’ / 항일의적비 헌화

만세함성 백세각

일정   6월 17~19일(3회)

장소  성주 역사테마 공원

대상 일반인(900명)

내용  전문극단의 연극 ‘백년전 성주함성 오늘은 읍성에

서’ 공연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500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 교동 손씨(孫氏)고택 집성촌 내에 문화재로 등록된 2채의 고택에서 고택·종갓집의 본래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인문학  

강의와 전통 문화 체험, 공연 프로그램 및 년 중 활용 가능한 숙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생력 확보는 물론 활용을 통한 보존으로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도모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밀양 교동 손대식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밀양 교동 손병순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밀양시청 문화예술과 

055-359-5638

문화나눔 

055-356-9655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

inmiryang

문화객가(文化客家),
전통을 잇고 미래를 품다

041

달빛아래 하룻밤 유료  1박2일

일정  4월~10월

장소 손대식씨 고가

대상  일반인, 외국인(최대 20명) 

※ 60,000원~350,000원(객실별 상이)

내용 숙박체험(한옥체험)

달빛풍류(風流)

일정  4월~11월 넷째주 토요일 19:00
장소  손대식씨 고가

대상 일반인, 외국인(회당 100명)

내용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특색을 

담아낸 공연 & 전시

종갓집 이야기 유료  

일정  4월~11월(총 40회, 수시모집)

장소  손대식씨 고가, 손병순씨 고가

대상  일반인, 외국인(회당 20명) 

※ 5,000원~50,000원(체험별 상이)

내용  복식(한복) / 천연염색 / 전통놀이 / 

종가집 내림음식 만들기 / 원예체험 /

한옥(모형)만들기

종갓집 뿌리찾기  

일정  4월~11월(총 24회, 수시모집)

장소  손대식씨 고가

대상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종부들의 하루 / 선비들의 소풍 / 

한옥(고택)기획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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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경상남도

하동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하동 화사별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동매리 김씨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하동지역 고택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택과 마을의 지역문화자산을 공유하며, 지역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하고, 고택 활용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전통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함

화사별서(花史別墅)야 놀자!

문의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055-883-6544

홈페이지  

https://www.nolluwa.co.kr/

042

화사별서(花史別墅)야 놀자! 유료 

일정 4월~6월, 9월~11월(총 6회)

장소  화사별서, 문암송 등

대상 청소년, 가족단위(15명) ※ 5,000원

내용  화사별서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고

즈넉함을 느껴보고, 돌담에서 전통놀이(자치기, 목

자치기 등)를 체험하고, 고택과 어울리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옥 아카데미 유료

일정  9~10월(총 4회)

장소  화사별서, 김씨고가, 구례 운조루, 함양 일두고택

대상 일반인(20명) ※ 30,000원

내용  하동의 대표적인 고택(화사별서, 김씨고가 등)을 

살펴보고, 인근 영호남의 고택의 특징을 알고, 다

양한 고택을 비교해보며 각각 고택이 가진 미(美)

에 빠져본다

달빛에 물들다(고택음악회) 유료

일정   5월, 10월(1회는 지역민 참여)

장소 화사별서

대상 일반인(75명) ※ 30,000원

내용  공간(고택)과 문학과 예술을 하나로 묶은 융복합 

문화를 즐겨보고, 차를 마시며 시 낭송도 들어보고 

우리의 소리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본다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502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경상남도

함양군

고택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전통과 기품이 담긴 고택 · 종갓집에서 

전통생활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나보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함양 일두고택 

(국가민속문화재)

함양 허삼둘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함양 정여창묘역 

(경상남도 기념물)

함양우명리정씨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함양개평리하동정씨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문의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함양문화원 

055-963-2646

홈페이지  

http://hamyang.kccf.or.kr/

고택의 향기에 젖다

043

고택의 향기에 젖다 유료  1박2일

일정  3월 19~20일, 6월 4~5일, 

7월 2~3일, 8월 20~21일, 

9월 3~4일, 10월 1~2일

장소  함양 일두고택, 함양우명리정씨고가, 

개평한옥마을

대상  일반인 ※ 10,000원

내용  일두 고택을 중심으로 전통생활의

멋과 맛을 체험,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꼬신내 풍기는 잔칫날

일정  5월 14일, 6월 11일, 10월 15일, 

10월 29일, 11월 12일

장소  함양 허삼둘 고택, 함양개평리하동

정씨고가

대상  다문화, 노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내용  고택의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전통혼

례를 보급화하고 특별한 문화적 가치

를 담은 문화관광적 향유 프로그램

고택아 놀자!

일정  4월 9일, 5월 28일, 9월 24일, 

11월 5일

장소  함양 허삼둘 고택, 광풍루, 함양 법

인사, 함양목재문화

대상 일반인

내용  체험, 교육, 답사, 스테이를 통해 문

화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

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정여창선생의 얼을 찾아서!  

일정  4월 30일, 6월 18일, 8월 13일, 

10월 22일

장소  함양 일두고택, 함양 정여창묘역, 

광풍루, 남계서원

대상 일반인

내용  역사적 인물을 통해 그 시대적 상

황을 이해하고 주변 문화재를 활용

하여 교육, 체험, 답사, 공연 등 오

감만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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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경상남도

거창군

주요프로그램 대상문화재

거창 동계종택 

(국가민속문화재)

거창 모리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거창 당산리 당송 

(천연기념물)

종가의 입지(터地; 주산과 문필봉, 서출동류) · 인물(人; ‘의리’ 정온과 ‘역적’ 정희량) · 건축(家; 겹집, 눈썹지붕) · 의례(禮; 혼례식, 사당인사)에 

집중하여, 전통문화를 품격있는 체험으로 즐겨보고자 함

의리대가 동계종가

문의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우리문화유산일림이 

02-595-1755

홈페이지  

www.koreaheritage.or.kr/ 

044

동계종가터(地)무늬 유료  1박2일 

일정 3월 1일~12월 10일(8회)

장소  동계종택, 모리재, 당산리당송 거창

창포원

대상 일반인(240명) ※ 50,000원

내용  모리재를 찾는 금원산 트레킹과 인

문학 산책 / 참가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올곧은 선비 동계정온’ 연극체

험 / 종부님과 전통방식 고추장 만

들기 / 종손이 전하는 종택의 역사 

·편액·정조의 어제시

동계종가 집(家)무늬 

일정 5월 6일, 7월 1일, 9월 2일(3회)

장소  동계종택

대상 일반인(540명)

내용  거창지역 전문극단의 연극 ‘올곧은 

선비 동계정온’ / 종손이 전하는 종

택의 역사·편액·정조의 어제시 /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 오침안정법

동계종가 인(人)무늬 1박2일 

일정 6월 4~5일, 6월 11~12일(2회)

장소  동계종택, 모리재, 당산리당송 거창

창포원

대상 외국인(60명)

내용  외국인을 위한 유복입기와 유교식 

예절 체험 / 종손이 인도하는 외국

인을 위한 전통 유교식 사당인사 / 

종부님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재현 / 

한옥의구조, 온돌, 자연순환 / 고품

격전통문화체험; 오침안정법

동계종가 예(禮)무늬 1박2일 

일정 3월 1일~12월 10일(9회)

장소  동계종택

대상 지역 초·중·고등학생(270명)

내용  종손이 전하는 종택의 역사·편

액·정조의 어제시 / 고품격 전통문

화체험 / 오침안정법 / 참가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올곧은 선비 동계정

온’ 연극체험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504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프로그램

추사체와 세한도가 완성된 추사 적거지를 거점으로 주변의 다양한 역사 문화 지역의 자원을 통합하여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오감만족의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함

주요프로그램대상문화재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사적)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홈페이지  

http://jejuculture.org/

핸드폰 없는 세상!
추사체와 세한도를 만나다

045

유배지에서의 하룻밤 유료  1박2일

일정 3월~11월

장소  추사 김정희 적거지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유배객들의 절절한 문학과 심정을 몸

소 체험하는 전통문화체험 및 공연

핸드폰 없는 세상, 유배체험학교

일정 3월~11월

장소  추사 김정희 적거지 일대

대상  일반인

내용  핸드폰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보물

을 찾는 시간

추사가 되어 떠나는 유배길 유료  1박2일

일정 3월~11월

장소  대정읍 일원

대상  일반인

내용  추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유배길 

체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001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우장 고택문학체험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08
코리아헤리티지센터 

02-355-7990

002

광주

남구 비 개인 제봉, 마음을 걷는 시간
남구청 문화관광과 

062-607-2316
(사)대동문화재단 

062-674-6567
유료 1박2일

003 광산구 광산사계夢 - 두 날의 몽상夢想 19
광산구청 관광육성과 

062-960-6853
- 유료 자유학기제

004 울산 울주군 근재공 고택, 울산 근대를 걷다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052-204-0324
(주)이인 

053-657-0991
유료 1박2일

005 세종 세종시 세종사계[四季] 뱃길따라, 산길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34
삼버들협동조합 

044-863-5735

006

경기

성남시 문화의 숲 - 휴식의 정원, 수내동가옥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031-729-3012
-

007 고양시 밤가시초가 마실가자 - 초가에서 살아볼고양?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031-8075-3395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02-719-1495

008 용인시 음애공파 고택에서 여유를 바라보다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031-324-2099
-

009 광명시
관감당과 오리 종택에서
배우고 즐기는 청백리의 삶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02-2680-0761
-

010 양주시 매곡리고택, 명성황후를 만나다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76
- 유료

011 강원 강릉시 300년 고택, 이야기꽃 피는 종가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033-640-5581
(주)배다리문화원 

033-648-2271
유료 1박2일

012 충북 괴산군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21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유료

013

충남

아산시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주)문화상상연구소 

1833-2562
유료 1박2일
사전신청

014 건재고택, 외암에서 好樂하다!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041-536-8457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동조합 

041-556-1988
유료 사전신청

015 논산시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21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4
논산명재고택 

041-735-1215
유료 1박2일

고택·종갓집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연번 지역 사업명 자치단체 주관단체 비고

016

충남

논산시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 제사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70-7788-0133
유료 1박2일
자유학년제

017 계룡시 유유자적 사계고택체험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042-840-2403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042-551-0555
유료

018 부여군 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부여군청 문화재과 

041-830-2648
아키헤리스 

0507-1457-4260
유료 1박2일

3박4일

019 서천군 체험하 고, 擇
서천군청 문화예술과 

041-950-4230
청암문화재단 

041-951-3610
유료 1박2일

020 청양군 오램의 맵시 향원재
청양군청 문화재팀 

041-940-4982
온닮 

041-853-5185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21 홍성군 삶, 지혜의 공간 사운고택 문고리를 열다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6
사운고택 

041-642-6065
유료 1박2일

022 예산군 추사고택탐구생활
예산군청 추사고택팀 

041-339-8242
협동조합 추사라이브러리 

041-332-2003
자유학기제

023

전북

정읍시 오감만족,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20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84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063-219-5221
유료 1박2일

024 남원시 종가고택과 함께하는 “남원 몽심재로 마실가자!”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838

(유)지리산섬진강 
문화재활용사업단 

063-636-1855
유료

025 김제시 우물 속 선비정신, 學/隨/鼓/帶(학수고대)하다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517
(사)흥문화예술기획 

010-3654-0304
유료 1박2일

026 임실군 고택의 혼불! 생명으로 돌아오다 21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063-640-2315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063-243-3274

027

전남

나주시 나주 문화집합소 ‘남파고택’ 20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8616
남파고택 

061-330-3387
유료

028 곡성군 전유성과 함께 곡성 제호정 고택에서 풍류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061-360-8481
전남종가회 

010-9328-9758

029 구례군 2022년 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432
운조루 비영리법인 

010-9177-7705

030 보성군 보성의 소리, 멋, 맛에 빠지다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41
전남종가회 

010-9328-9758

고택·종갓집
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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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전남

강진군 더 샵 252 영랑생가!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061-430-3372
- 자유학년제

032 영광군 주역으로 본 매간당 고택의 효 비밀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061-350-5225
전남종가회 

010-9328-9758

033

경북

경주시

경주최부자! 곳간을 열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054-774-0202
유료 1박2일
자유학기제

034
회재(晦齋)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독락당) 초대장
경주시청 문화재과 

054-779-6108
(사)경북문화관광진흥원 

054-774-0114

035 안동시 임청각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38
안동문화지킴이 

054-858-1705
1박2일

036 구미시 종갓집 슬로우푸드(Slow food) 체험여행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054-480-6644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 

054-979-9501
유료 1박2일

037 상주시 맛과 멋에 정(情)을 담다!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054-537-7210
상주 오작당 

054-532-5245
1박2일

038 영양군
별이 빛나는 영양고택 바캉스
(선조들의 삶속으로)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422
(재)영양축제관광재단 

054-683-7300

039 영덕군 홍범연의를 낳은 갈암종가 19  20  21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297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040 성주군 파리장서를 품은 백세각
성주군청 문화예술과 

054-930-6783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041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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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359-5638
문화나눔 

055-356-9655
유료 1박2일

042 하동군 화사별서(花史別墅)야 놀자!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055-880-2370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055-883-6544
유료

043 함양군 고택의 향기에 젖다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055-960-4542
함양문화원 

055-963-2646
유료 1박2일

044 거창군 의리대가 동계종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우리문화유산일림이 

02-595-1755
유료 1박2일

045 제주 서귀포시 핸드폰 없는 세상! 추사체와 세한도를 만나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세계유산본부 

064-710-6978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유료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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