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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활용사업

충청북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색다른 체험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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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꿈 이은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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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2 충주 문화재야행

10. 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Talk-Tok)

11. 살아 움직이는 팔봉서원

제천

12. 제천 문화재야행

청주

02. 2022 청주 문화재야행

03. 정북동 토성 마한의 꿈

04.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

05.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

06. 文義, 향교 가는 날

07.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 용화사 칠존석불에 기원하다

08. 탐나는 청주

보은

13. 2022 보은 문화재야행 

14.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15.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16. 법주사 산지승원 천년의 향기

영동

19. 천태산 영국사 천년의 문화유산을 담다

20. 세종의 음악 브레인 '박연', 학교에서 만나다

21. 대한민국을 달리는 1939 네모의 꿈

증평

22. 일상 속 쉼표 하나, 증평 문화유산

음성

28. 한독의약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단양

29. 신(神)에게 허락받은 죽령 옛길 여행

진천

23.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24. YouTube와 함께 행복한 교육, 창조적 문화사랑방

괴산

25. 괴산 이음 도서관

26. 화양서원 1박 2일 선비체험

27. 홈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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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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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꿈 이은
문화유산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043-220-3855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043-279-5461
홈페이지  http://www.chungbuk.re.kr

일정 | 3월~11월 중 (회당 25명 이내, 총 80회)

장소 | 신청 학교

대상 | 도내 중학교 1학년 (학급단위 접수)

구성 | 강의 1시간, 체험 1시간 / 회당 총 2시간

충북

대상문화재

꿈 이은 문화유산

프로그램 안내

진천 이상설 생가 (충청북도 기념물), 청주 흥덕사지 (사적), 

보은 순조 태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외

학교에서 만나는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이야기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충북형 문화유산 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04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으로세계유산

법

레

주

벨

사,

업!

53.99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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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기록과 기억, 이 땅의 백제이야기

845c4b

백제이야기이땅의
기억기록과 ,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방탄 유람단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방坊탄歎 유람단
노래하며 전국을 유람한 선비들의 이야기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Корея Ура!

꼬 아레

우라!

01 03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중원, 변방에서 중심으로

신 라 고구려백 제

문 화 유 산 방 문 학 교 
꿈이은 문화유산

에서 으로변방 중심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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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2 청주 문화재야행 
"달빛 항해, 희망을 향해"

청주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국보), 청주 청녕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청주 압각수 (충청북도 기념물) 외

재해·재난으로부터 청주를 지켜준 "용두사지 철당간과 주성"의 전설을 기반으로 

청주 도심 속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따라 천 오백년 청주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 공연, 체험, 시연, 마켓 등 8야(夜) 프로그램으로 운영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철당간~중앙공원~청녕각~청주읍성 전시관 등 원도심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중앙공원~철당간~청녕각~북문로~옛 청주역사공원 등 원도심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9:00~20:00

장소 |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 18:00~18:30

장소 | 용두사지 철당간

대상 | 누구나

천 오백년 달빛항해 (야경)

주성(舟城)의 뱃사공 (야로)

괴의 가락지 - 용두사지 철당간과 주성이야기 (야설)

달빛 출항식 (야설)

천 오백년 청주의 역사를 빛으로 만나는 시간!

뱃사공이 들려주는 청주 원도심 문화재 해설 및 투어

한국 전통 도깨비가 들려주는 재해 ·재난으로부터 청주를 지켜준 
용두사지 철당간 전설 이야기

청주 문화재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출항 퍼포먼스

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43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043-219-1020
홈페이지  http://cjculturenigh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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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연계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중앙공원 망선루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2:00

장소 | 성안길 로데오거리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청주시 일원

대상 | 가족 및 성인

경이로운 서문 (야식)

반찬등속과 찬선한상 (야식)

달빛항해 아트마켓 (야시)

뭉쳐야 뜬다! (야숙)

서문시장과 함께하는 청주 간장삼겹살 음식 이야기

「반찬등속」을 활용한 다과상 체험

지역 내 작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선보이는 다양한 예술 작품

한번에 즐기는 청주 문화재야행 패키지 투어 (숙박, 체험, 음식 등)

일정 | 8. 27.(토)~8. 28.(일)

장소 | 네이버 '제페토' 등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청주 원도심 빈 점포 연계 운영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장소 | 온라인 및 모바일

대상 | 누구나

일정 | 8. 27.(토)~8. 28.(일) 18:00~23:00

장소 | 용두사지 철당간

대상 | 누구나

아바타 여행 (야사)

무형의 가치, 명장과 같이 (야사)

픽셀던전, 찾아라! 문화재몬스터! (야화)

당간기 휘날리며 (야화)

비대면으로 문화재야행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무형문화재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고려·조선시대 지역문화재 속 사라진 이야기와 
글자를 찾는 텍스트 게임

'용두사지 철당간과 주성' 전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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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북동 토성 
마한의 꿈

청주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022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043-224-5256

청주 정북동 토성 (사적)

정북동 토성의 축성과 토성에 얽힌 이야기를 주제로 전통 세시풍속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

일정 | 3월~11월 (총 22회)

장소 | 청주 정북동 토성

대상 | 누구나

일정 | 9. 11.(일)

장소 | 청주 정북동 토성

대상 | 누구나

일정 | 7월~9월 (총 2회)

장소 | 청주 정북동 토성

대상 | 청소년, 가족 (유료)

일정 | 3월~11월 (총 2회)

장소 | 청주 정북동 토성

대상 | 지역주민, 예술인

마한의 문화 속으로

정북동 토성 마한의 꿈 달맞이 축제

정북동 토성 1박 2일 배움여행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만드는 창작극 한마당

정북동 토성의 역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

정북동 토성에서 이루어지는 한가위 축제와 전통놀이 한마당

정북동 토성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1박 2일 배움여행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진 창작극 한마당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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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

청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물), 

청주 손병희 생가 (충청북도 기념물),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충청북도 기념물)

유교, 불교, 동학의 인문학적 가치 속에서 현 시대에 필요한 평화정신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일정 | 4월~10월 (총 14회)

장소 |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비중리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4월~5월 (회당 20명 내외, 총 3회)

장소 |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대상 | 청주 시민 (가족 단위)

일정 | 9월~11월 (회당 20명 내외, 총 13회)

장소 | 청주 손병희 생가

대상 | 초~중학생 (자유학기제)핛

일정 | 6월 (회당 30명 내외, 총 1회)

장소 |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 일원

대상 | 청주시민, 외국인

평화가 꽃피는 마을 - 비중리

온고easy食

동학을 전하는 아이들

웰컴 투 초정 3경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전통음식 배우기, 마을 잔치 등 비중리 농촌마을에서 즐기는 전통 체험

동학에 담겨진 철학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

우리고장의 숨겨진 문화유산 탐방하기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022
청주역사문화학교  010-9426-8116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philosophy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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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주

청주 신항서원 (충청북도 기념물), 청주 신항서원 묘정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마을 인문생태살림 프로그램.

신항서원의 인문학적·공간적 가치를 통해 현대인의 새로운 쉼(휴)과 앎(식)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일정 | 4월~10월 (총 42회)

장소 | 청주 신항서원

대상 | 지역 내 초·중학생, 성인 등 (세부 프로그램별 문의 필수)

일정 | 4월~12월 (총 13회)

장소 | 청주 신항서원

대상 | 지역 주민

일정 | 4월~11월 (총 14회)

장소 | 청주 신항서원 및 이정골 마을

대상 | 가족 (유료 / 회차당 5,000원)

일정 | 4월~10월 (총 5회)

장소 | 괴산, 대전, 대구, 경주 일원

대상 | 누구나

신항 뉴선비 휴休~테크

달빛 톡톡 별빛 시네마

으랏차차 서원마을

신항 인문버스

신항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배향인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녹여낸 체험 프로그램

신항서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테마의 야외극장

서원마을 지도를 따라 릴레이 미션 체험, 유키즈 온 더 블럭

신항서원 배향인물과 관련된 유적지 답사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

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022
신항서원  043-215-1125, 010-3456-2224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shinhangacademy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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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의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청주 문의 문산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문의향교 본래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인문 예술 등을 향유하는 프로그램

일정 | 4월~10월 (총 18회)

장소 | 청주 문의향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11월 (총1회)

장소 | 청주 문의향교

대상 | 청소년 (고등학생)

일정 | 4월~6월 (총 8회)

장소 | 청주 문의향교

대상 | 초~중학생

일정 | 5월 중 (총 1회)

장소 | 청주 문의향교, 청주 문의 문산관 일원

대상 | 지역예술인, 지역주민

전통문화체험 "향교 가는 날"

전통관례행사 "성년식"

어린이 마당극 "하늘천따지"

문의화첩기행 "문의산수 甲天下"

국악 ·예절교육 ·단오 부채만들기 ·문방사우 배우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전통 성년식, 문의향교에서 열리다

지역 초~중학생과 전문 국악인이 만들어가는 어린이 마당극 

문의의 산수와 문화재를 화폭에 담아 열리는 특별전

06 청주
文義, 
향교 가는 날

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022
문의향교  010-7204-5658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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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보물)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인 용화사에는 각기 출신이 다른 일곱 개의 불상이 있다, 

이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불교문화와 청주이야기

일정 | 4월~11월 (총 3회)

장소 | 청주 용화사

대상 | 누구나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칠존석불에 기원하다

공연, 다례제, 3D 프린터로 문화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 | 3월~11월 (총 6회)

장소 | 청주 용화사

대상 | 누구나

용화사 칠존석불을 만나다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그림그리기, 캘리그라피 등 체험 프로그램

일정 | 4월~10월 (총 4회)

장소 | 청주 용화사

대상 | 누구나

용화사 칠존석불 인문학 강좌

칠존석불이 들려주는 인문학강좌 용화사, 직지심체요절 등 
재미있는 우리지역의 불교문화 이야기

07 청주청주시 문화재과  043-201-2022
충북문화유산지킴이  043-224-5256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 
용화사 칠존석불에 기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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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봉동 고분군 (사적), 청주 송절동 유적, 청주 용암동·운동동 유적

청주 신봉동 고분군을 비롯한 지역의 고고학 자료로 배우는 삼국시대 생활사와 

옛 청주의 이야기

일정 | 3월~11월 (총 7회)

장소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내 체험장

대상 | 도내 초등 3~6학년 (회당 30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청주에 살았던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시청과 
삼국시대 유물 만들기, 모의 발굴 등 다양한 체험으로 배우는 시간

일정 | 3월~11월 (총 4회)

장소 | 벽지학교 또는 사회 소외계층

대상 | 도내 초등 3~4학년

※참여 단체의 교육시수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수업으로 조정

무사 신봉의 이야기

백제 신봉동 고분군에 묻힌 백제 무사들의 이야기를 갑옷 만들기, 백제무덤과 
유물만들기, 퍼즐복원하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08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043-201-4288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043-279-5462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탐나는 청주, 
모두가 갖고 싶었던 
삼국시대 청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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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주 문화재야행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

충주시 문화예술과  043-850-5981
충주중원문화재단  043-723-1350
홈페이지  http://www.cjcf.or.kr

충주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및 고구려비 전시관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국제조정경기장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박물관, 고구려비 전시관

대상 | 누구나

대상문화재

중원 문화의 빛 (야경)

문화재 스탬프 랠리 (야로)

한밤 중 보이는 라디오 (야화)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문화재 이야기 (야사)

프로그램 안내

빛나는 문화재를 배경으로 문화재야행 인증샷 찍어보기

대상 문화재와 체험부스에서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

문화재 이야기와 시민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한밤의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온!'

해설사와 함께하는 충주의 문화유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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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문화'의 중심지 충주가 문화재와 역사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도시로 

탄생하는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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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대상 | 사전 예약자 (50동)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문의 바랍니다.

중원의 저잣거리 (야식)

사라진 장터 재현 (야시)

플리마켓 (야시)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숙)

조선시대 목계장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먹거리

조선시대 내창장터가 부활하다!

지역 예술인들이 충주 문화재를 테마로 제작한 공예품 판매 및 전시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즐기는 문화재 야행 캠핑!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 청명주 양조장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6. 23.(목)~6. 25.(토) 18:00~22:00

장소 |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문화재투어버스 운영 예정 (천문과학관~중앙탑공원~고구려비 전시관~ 충주터미널)

고구려부터 이어진 우리 하늘 (야사)

충주 무형문화재와의 만남의 장 (야사)

문화재 버스킹 (지역 예술단체 공연) (야설)

옛 택견판 재현 (야설)

고구려부터 이어진 우리의 별자리 찾기!

충주에는 어떤 무형문화재가 있을까?

밴드, 국악, 춤, 클래식,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버스킹으로 만나다

국가무형문화재 택견이 선보이는 신나는 플래시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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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읍성길 따라
친구와 톡톡 (Talk-Tok)

충주시 문화예술과  043-850-598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043-279-5463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

충주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일정 | 9월~11월 (총 4회)

장소 | 충주 관아공원 일원

대상 |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회당 70명 내외)

충주읍성 미션을 수행하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보는 신나는 충주읍성 히스토리 미션!

일정 | 3월~10월 (총 2회)

장소 | 충주 호암동토성 ~ 관아공원 ~ 탑평리 칠층석탑 ~ 고구려비 전시관

대상 | 누구나

시대를 따라 걷는 역사

삼국~조선까지 시대를 따라 충주 문화유산 답사하기!

일정 | 5월 (총 1회)

장소 | 충주 관아공원 일원

대상 | 충주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00명)

충주 유생 골든벨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형태로 치러지는 유생 골든벨! 
골든벨을 울리게 될 유생은 누구?!

충주 청녕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충주 제금당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충주 축성사적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외

조선시대에는 충청감영으로, 구한말에는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충주읍성 등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배우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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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움직이는
팔봉서원

충주시 문화예술과  043-850-5981
중심고을연구원  043-843-1676, 010-3064-636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j-ins

충주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일정 | 3월~11월 (총 22회)

장소 | 팔봉서원, 달천 일원

대상 | 시민, 관광객

일정 | 3월~10월 (총 17회)

장소 | 팔봉서원, 전국

대상 | 시민

일정 | 4월~10월 (총 18회)

장소 | 팔봉서원, 지역 화실

대상 | 시민, 관광객

일정 | 3월~11월 (총 12회)

장소 | 전국 서원

대상 | 시민

팔봉서원과 달천 문화·관광자원 만들기

배향인물 공부하고 알리기

팔봉서원 문화예술 한 마당

팔봉서원 알리기와 교류하기

팔봉서원과 달천의 관광명소화

강의와 토론, 그리고 답사를 통한 팔봉서원 배향인물 교육과 홍보

팔봉서원과 연관된 예술에 대한 이해, 축제 즐기기

연구와 현장 답사, 연구자료 교환, 서원 간 네크워크 구축

충주 팔봉서원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의 숨은 명소, 수주팔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팔봉서원의 멋진 이야기!

팔봉서원과 배향인물을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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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문화재야행, 
"달동무 내제 문화재야행"

제천시 문화예술과  043-641-5524
제천문화재단  043-645-4997 제천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제천 의림지와 제림 (명승),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국가등록문화재)

제천 의림지를 배경으로, 제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체험하는 시간

일정 | 9. 23.(금)~9. 24.(토) 18:00~23:00

장소 | 제천 의림지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9. 23.(금)~9. 24.(토) 18:00~23:00

장소 | 제천 의림지 영호정

대상 | 누구나

일정 | 9. 23.(금)~9. 24.(토) 18:00~23:00

장소 |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일원

대상 | 누구나

일정 | 9. 23.(금)~9. 24.(토) 18:00~23:00

장소 | 제천 엽연초 게스트 하우스

대상 | 누구나

의림지 달빛 소나타 (야경)

제천 의병 플레시몹 “제천 의병 이야기” (야사)

달동무 내제 장터 (야시)

달동무 내제 야숙 (야숙)

제천 문화재야행 개막 선포와 함께하는 달 조형물 점등식

이강년 의병장의 추대장면 및 의병 전투장면 플래시몹

저잣거리장터에서 벌어지는 물물교환 및 아트마켓

근대문화유산 엽연초 수납취급소에서 함께하는 하룻밤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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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은 문화재야행
피반령 도깨비와 함께하는
인산인해 회인야행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보은 회인 인산객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보은 회인 사직단 (충청북도 기념물), 

보은 회인동헌 내아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외

조선시대 유교 관련 문화재와 도깨비 등 민속 문화에 기반한 콘텐츠가 결합된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일정 | 8. 14.(일) 20:00~21:00

장소 | 보은 인산객사, 사직단 일원

대상 | 누구나

밤도깨비 망궐례 (야경)

행사 마무리 공연

일정 | 8. 12.(금) 18:00~19:00

장소 | 보은 인산객사, 사직단 일원

대상 | 누구나

인산객사 손님 맞이하세 (야경)

길놀이와 사직단에서 펼쳐지는 '회인사직제'

일정 | 8. 13.(토) 18:00~19:00

장소 | 보은 인산객사, 사직단 일원

대상 | 누구나

회인 사직제 (야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직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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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8. 13.(토) 19:30~20:30

장소 | 오장환문학관~회인 우체국~동헌내아

대상 | 누구나

회인 현감의 밤 나들이 (야로)

조선시대 회인현 밤거리를 돌아보는 관객 참여형 행렬 놀이

일정 | 8. 12.(금)~8. 14.(일) 18:00~23:00

장소 | 문화재야행 거리 일원

대상 | 어린이, 청소년

보물 나와라 뚝딱! 피반령 도깨비와 말뚝박기 (야사)

도깨비와 내기(게임)하는 상설 프로그램

일정 | 8. 12.(금)~8. 14.(일) 18:00~23:00

장소 | 회인 다목적관

대상 | 누구나

어둑어둑 그림자로 만나는 보은 문화재 (야화)

그림자극을 통해 보은 일대 문화재를 알아보자!

일정 | 8. 12.(금)~8. 14.(일) 18:00~23:00

장소 | 문화재야행 거리 일원

대상 | 누구나

무형문화재 전수자 시연과 함께하는 신나는 도깨비 시장

일정 | 8. 12.(금) 19:30~21:30

장소 | 오장환문학관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웃음 나와라 뚝딱!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회인의 문화재 (야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보은 회인 문화재 이야기

밤에만 열리는 피반령 도깨비 시장 (야식, 야시)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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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전통문화보존회  070-7795-3989
홈페이지  http://www.gojeongipumsong.co.kr 

보은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은 송로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외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의 가치를 알리고 정이품송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일정 | 5. 7.(토)~6. 12,(일) 13:00~16:00 (총 12회)

장소 | 정이품송 공원 일원

대상 | 사전예약자 (회당 30명, 참가비 1가족당 1만원)

오감만족! 정이품송

정이품송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들고, 맛보는 다섯 가지 테마의 프로그램

일정 | 5월~12월 (총 4회)

장소 |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226-4)

대상 | 사전예약자 (회당 40명, 학교 및 단체 ·자유학기제)

정이품송, 보은의 전통공예를 만나다 (자유학기제 연계)

보은 무형문화재 및 전통공예 작가(낙화장, 목불조각장, 각자장, 한지공예, 
규방공예, 사경)와 함께 만들어 보는 정이품송 체험 프로그램

일정 | 5월~12월 (총 5회)

장소 | 신청지역 (방문)

대상 | 사전예약자 (회당 25명, 사회적 약자)

마을로 마실 간 정이품송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직접 찾아가는 전통공예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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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407
보은대장간  043-544-1700, 010-7579-2148 보은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보은 삼년산성 (사적), 야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은 대야리 고분군 (충청북도 기념물)

국내 유일의 "야장" (대장장이) 체험 ·교육이 가능한 기반시설과 삼국시대 유적인 

보은 삼년산성, 보은 대야리 고분군을 테마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일정 | 3월~10월 (총 4회) / 1박 2일

장소 | 보은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외

대상 | 사전예약가족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일정 | 3월~10월 (총 8회)

장소 | 보은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장 외

대상 | 사전예약가족

일정 | 3월~10월 (총 20회)

장소 | 삼년산성 북문 농경문화관 광장

대상 | 산성탐방객 및 사전예약자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 대장장이와 함께해요

장인(匠人)과 함께하는 1박 2일

삼년산성을 느끼고 "대장장이"를 맛보다

보은에서 만나는 화랑 김유신

장인의 공방 방문과 서각체험, 대장간 단조 체험, 보은 문화유적 답사 등 
다채로운 1박 2일 프로그램

삼년산성을 가족과 함께 느끼고 야장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체험하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함께 삼년산성에서 수련했던 화랑도 체험하기

일정 | 3월~10월 (총 8회)

장소 | 삼년산성 역사 탐방로

대상 | 삼년산성 탐방객 및 사전예약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 최전방 기지로 삼은 삼년산성 이야기도 듣고, 
야장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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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주사 산지승원 천년의 향기
과거·현재·미래의 만남

보은군 문화관광과  043-540-3407
법주사  043-543-3615
홈페이지  http://www.beopjusa.org 

보은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보은 법주사 (사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중 한 곳인 법주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만남을 가져 보고 4차 산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시간

일정 | 4월~11월 (총 7회)

장소 | 법주사

대상 | 법주사 탐방객, 도내 청소년

법주사 산지승원에서 4차 산업을 만나다

3D 스캔, VR 체험, 문화재 모형·에코백·토퍼 만들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일정 | 4월~11월 (총 7회)

장소 | 법주사

대상 | 법주사 탐방객, 도내 청소년

도솔천으로 향하는 풍류세상

산지승원에서 만나는 전통과 현대음악의 만남



39 40

17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

일정 | 4. 9.~10. / 5. 28.~29. / 6. 11~12. / 10. 15.~16. (총 4회) / 1박 2일

장소 |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3인 이상, 회당 25명 내외)

비용 | 3인 10만원 (1인 추가 시 3만원)

일정 | 4월~12월 (총 2회)

장소 | 옥천 조헌 묘소 일원 (단체버스 제공)

대상 | 도내 초~중학생 (단체접수, 회당 25명 내외)

일정 | 9. 15.~9. 17. (3일간)

장소 | 국제문화재산업전 현장

대상 | 누구나

일정 | 2. 23. / 3. 2. / 3.16. (총 3회)

장소 |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대상 | 옥천 군민, 문화유산 활용에 관심있는 일반인

옥천

대상문화재

슬기로운 옥주생활 1박 2일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하라!

실천하는 선비의 삶

옥주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안내

옥천 이지당 (보물), 옥천 조헌 묘소 (충청북도 기념물), 

옥천 옥주사마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외

가족과 함께하는 옥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탐방 · 체험

조선시대 의병 활동을 주제로 한 창의적 스토리텔링 · 컬러링북 수업

국제문화재산업전과 함께하는 조헌 선생의 이야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교육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헌 선생님의 숨결이 머문 옥천에서 펼쳐지는 

가족 문화유산 캠프, 청소년 문화유산 창의활동, 문화유산 활용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옥천군 문화관광과  043-730-373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043-279-5462
홈페이지  http://www.chungbu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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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산향교! 현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다

옥천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옥천 청산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옥천 이지당 (보물), 

옥천 조헌 묘소 (충청북도 기념물)

중봉 조헌, 우암 송시열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 옥천의 향교에서 

과거의 유학과 현대의 삶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듣고, 체험을 통해 

청산향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일정 | 4월~11월 (총 5회)

장소 | 옥천 청산향교 일원

대상 | 누구나 (회당 30명 내외)

중봉·우암과의 끊임없는 대화 (자유학기제 연계)

중봉 조헌 선생과 우암 송시열 선생 관련 유적 답사, 선비의 생활 체험

일정 | 4월~11월 (총 7회)

장소 | 옥천 청산향교

대상 | 다문화가족 (회당 20명 내외)

21세기 대월(大越)의 허황옥, 조선에 빠지다

한국의 예(禮)·의(衣)·식(食)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일정 | 5월 (총 1회)

장소 | 옥천 청산향교

대상 | 20세 전후 학생 및 성인 (회당 30명 내외)

청소년, 성인이라는 책임의 관(冠)을 쓰다 (자유학기제 연계)

전통 성년식을 통해 체득하는 책임감과 세대 간 소통 방법

옥천군 문화관광과  043-7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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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천태산 영국사 
천년의 문화유산을 담다

영동군 국악문화체육과  043-740-3204
영국사  043-743-8843
홈페이지  http://yeongguksa.com

일정 | 4월~11월 (총 5회)

장소 | 영국사, 천태산 일원

대상 | 지역민, 관광객

일정 | 4월~9월 (총 4회)

장소 | 영국사

대상 |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일정 | 10. 30.(토) (총 1회)

장소 | 영국사, 천태산 일원

대상 | 지역민, 관광객

일정 | 4월~11월 (총 4회)

장소 | 영국사, 천태산 일원

대상 | 일반인

영동

대상문화재

망탑봉 힐링트레킹과 3인 3색 콘서트

영국사 은행나무, 역사를 말하다

천태산 은행나무, 천년문화유산을 담다

산사체험 활용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안내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보물),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물) 외

영국사 망탑봉과 천태산까지 힐링트레킹 및 3인 3색 콘서트를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영국사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들어보는 재미있는 문화유산 이야기

천연기념물 영국사 은행나무와 함께하는 음식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해설 및 산사체험 강사 양성 교육

영국사에 위치한 문화유산과 영국사를 품고 있는 천태산의 

수려한 자연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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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종의 음악 브레인 '박연',
학교에서 만나다

영동군 국악문화체육과  043-740-3204
동재국악진흥회  043-742-7288
홈페이지  http://www.nangyekukak.or.kr

영동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악기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영동 난계사 (충청북도 기념물),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보물)

국악기 제작과 체험, 공연 등의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음악의 기틀을 확립한 

박연 선생과 국악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프로그램

일정 | 3월~11월 (총 24회)

장소 | 도내 학교, 세종시 소재 학교

대상 | 초등학생

일정 | 7월, 10월 (총 2회)

장소 | 신청 학교 외

대상 | 수강생, 가족, 관광객

학교에서 만나는 박연

수양의 음악, 풍류의 음악

지역 학교에서 진행되는 박연 선생에 대한 강의와 국악 교육프로그램

명승지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옛 사람들의 풍류정신을 느끼고,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시간

일정 | 6월, 10월 (총 2회)

장소 | 영동 관내 학교, 난계국악기제작촌, 세종시 소재 학교

대상 | 참여 학생

내가 만든 국악기

직접 만들어 보는 국악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악기의 과학적 특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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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달리는
1939 네모의 꿈

영동군 국악문화체육과  043-740-3214
영동축제관광재단  043-745-8923
홈페이지  https://yd21.go.kr

영동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 (국가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경부선 추풍령역 급수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전상을 알아보고, 철도의 역사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일정 | 5월~6월 (총 3회)

장소 |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네모의 꿈과 성장한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

우리고장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시대별 기차 체험하기

일정 | 5월~6월 (총 3회)

장소 |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일원

대상 | 누구나

추풍령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기차와 급수탑

증기 기관차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종이로 만들어 보는 나만의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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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쉼표 하나, 
증평 문화유산

증평군 문화체육과  043-835-4693
홈페이지  https://www.jp.go.kr/kds.do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증평 김득신 묘소 (충청북도 기념물), 증평 추성산성 (사적), 

백곡집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조선시대의 독서왕 김득신 선생이 읽어주는 증평의 문화유산 이야기

다양한 체험활동과 휴식을 결합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회

일정 | 5월~6월 (총 4회)

장소 | 증평 김득신묘소,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대상 | 초등학생 4~6학년 (회당 25명 이내)

문화재 읽어주는 위인, 김득신

김득신 문학관 및 김득신 묘소 답사와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일정 | 6. 17.(금)

장소 |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일원

대상 | 일반인 참가자 (100명 내외) 

김득신 별밤 캠핑

김득신 문학관에서 펼쳐지는 공연 등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휴양 프로그램

일정 | 10. 8.(토) (총 1회)

장소 | 추성산성 일원

대상 | 일반인 참가자 (100명 내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가을(秋)에 만나는 추성산성

단풍과 함께 즐기는 추성산성 가을 소풍!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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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

진천군 문화관광과  043-539-362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교육활용팀  043-279-5463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

진천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사적), 진천 길상사 (충청북도 기념물) 

진천에서 태어난 신라 화랑 김유신.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에서 만나는 신라의 색다르고 놀라운 이야기 !

일정 | 4월~10월 (총 3회) / 1박 2일

장소 | 진천 김유신 탄생지, 진천 물안뜰 마을 일원

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회당 25명 내외)

비용 | 3인 10만원 (1인 추가 시 3만원)

화랑 김유신과 함께하는 1박 2일

진천 김유신 탄생지를 배경으로 1박 2일간 화랑이 되어 보는 가족형 역사체험캠프

일정 | 4월~12월 (총 8회)

장소 | 진천 김유신 탄생지, 진천 물안뜰 체험관 일원

대상 | 도내 초~중학생 (회당 25명 내외, 학교단위 접수)

김NEW신전!

김유신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그림자극으로 재현하기

일정 | 9. 15.~ 9. 17. (3일간)

장소 | 국제문화재산업전 현장

대상 | 누구나

일정 | 4월~11월 (총 5회)

장소 | 진천 김유신 탄생지 일원

대상 | 누구나 (회당 100명 내외)

김유신이 태어났다!

김유신을 만나러 오세요!

국제문화재산업전과 함께하는 화랑 김유신의 이야기

진천 김유신 탄생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우는 문화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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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와 함께 행복한 교육, 
창조적 문화사랑방

진천군 문화관광과  043-539-3624
진천향교  043-533-5051, 010-7186-3934 진천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진천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진천 연곡리 석비 (보물),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사적) 외

진천향교와 문화재를 활용한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유학기제 학교 및 다양한 기관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정 | 3월~11월 (총 28회)

장소 | 진천향교, 진천 문화유산 일원

대상 | 관내 중학생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YouTube와 함께! 신나는 자유학기제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수업 및 현장학습

일정 | 4월~12월 (총 4회)

장소 | 진천향교, 향교회관 일원

대상 |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정 (회당 100명 내외)

가족과 함께 향교와 함께!

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진천향교 향유 프로그램

일정 | 3월~10월 (총 4회) / 1박 2일

장소 | 진천 문화유산, 진천 청소년수련원 일원

대상 | 진천군민, 사회적 약자 (회당 100명 내외)

일정 | 4월~12월 (총 6회)

장소 | 진천 향교회관 강의실

대상 | 진천군민, 청소년 (25명)

우리도 국민! 즐거운 향교스테이

유교문화에 입문하다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진천향교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인문학 수업 입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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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음 도서관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일정 | 9월~12월 (총 12회)

장소 | 괴산군수 관사

대상 | 지역주민

일정 | 9월~12월 (총 12회)

장소 | 괴산군수 관사

대상 | 지역주민

일정 | 10월~12월 (총 5회)

장소 | 괴산군수 관사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주민, 어르신

일정 | 10월~11월 (총 1회)

장소 | 괴산군수 관사

대상 | 지역예술가, 청년예술가, 지역주민

괴산

대상문화재

한옥 그림책 도서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괴산이야기

가까운 학교 <한옥 인문학>

괴산이음문학관 <전시마당>

프로그램 안내

괴산군수 관사 (국가등록문화재)

지역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그림책 만들기와 전시 및 그림책 도서관 운영

사라져가는 마을의 이야기를 모아 표현하는 문화예술교육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한옥을 주제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창작 및 전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괴산군수 관사'를 중심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향유하며, 

지속가능한 교육과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까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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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서원
1박 2일 선비체험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043-839-3432
화양서원보존연구회  010-7399-284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wayangseowon 

괴산

대상문화재

괴산 화양구곡 (명승), 괴산 송시열 유적 (사적), 괴산 만동묘정비 (충청북도 기념물) 외

일정 | 3월~11월 (총 14회)

장소 | 괴산 화양서원, 화양구곡 일원

대상 | 누구나 (회당 25명 내외) / 유료 (사전문의)

선비체험 1박 2일 별 보고 밤길 걷기 ‘총총’

1박 2일동안 펼쳐지는 선비 체험과 판소리강연, 공연, 밤길과 아침 숲 걷기

일정 | 3월~11월 (총 3회) / 1박 2일

장소 | 괴산 화양서원, 화양구곡 일원

대상 | 외국인, 다문화가정 (회당 25명 내외) / 무료

선비체험 1박 2일 다문화 화양서원캠프 “Oops”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하는 서원 체험

프로그램 안내

화양구곡에서 펼쳐지는 1박 2일간의 충청도 선비 체험! 

도시와는 다른 공간의 체험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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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043-830-3432
문화학교 숲  043-832-3009, 010-5112-4743 괴산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괴산 홍범식 고가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아름다운 음악, 정겨운 구연이 함께 하는 그림책 극장, 영상으로 만나는 임꺽정 이야기, 

연극·판소리·탈춤 등 민속공연과 전래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홍범식 고가로 떠나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

일정 | 5월~6월, 9월~10월 (셋째 주 토요일, 총 4회)

장소 | 홍범식 고가

대상 | 누구나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
그림책 극장, 괴산 만세도서관, 공연마당, 놀이마당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일정 | 2월~11월

장소 | 홍범식 고가

대상 | 지역 청년 및 대학생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홍범식 고가 청년문화기획단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부스를 운영

일정 | 2월~12월 (어린이·청소년 5회 / 청년·지역주민 6회)

장소 | 홍범식 고가

대상 | 누구나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
고택에서 펼쳐지는 괴산만세운동 재현, 굿즈, 보드게임 등 제작

일정 | 7월~8월 (총 2회)

장소 | 홍범식 고가

대상 | 누구나 (회당 50명 내외) / 유료

별빛 야행
다양한 체험과 함께 자연 속의 옛 공간에서 자신과 주변의 삶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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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독의약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음성군 문화체육과  043-871-3412
한독의약박물관  043-530-1268 음성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향약제생집성방』권 4~5 (보물), 『동의보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충북 음성군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의서 『향약제생집성방』과

  『동의보감』실물을 관람 후 해당 의서 속 여러 처방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약장 입체 퍼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일정 | 8월~11월 (상시 운영)

장소 | 한독의약박물관

대상 | 관람객

『향약제생집성방』과 『동의보감』 속 처방 이야기

두 의서 실물을 관람하고 워크북을 통해 증상별 다양한 처방을 학습

일정 | 8월~11월 (상시 운영)

장소 | 한독의약박물관

대상 | 관람객

약장 입체 퍼즐 만들기

약재를 보관했던 약장에 대해 알아보고, 입체퍼즐로 만들어 보기

일정 | 8월~11월 (상시 운영)

장소 | 한독의약박물관

대상 | 관람객

내의원 ‘어의와 의녀’ 체험

궁중에서 약재를 다루고 사용했던 내의원의 어의와 의녀가 되어보는 체험



63 64

29
신(神)에게 허락받은
죽령 옛길 여행

단양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043-420-2576
홈페이지  https://ok.danyang.go.kr 단양

대상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죽령 산신당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다자구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옛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다자구야~들자구야~!”  다자구 할머니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일정 | 5월~8월 (총 10회)

장소 |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용부원리 일대, 메타버스 내

대상 | 지역주민

다자구 할머니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입문과정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 죽령옛길, 다자구 할머니 산신당 구현 실습

일정 | 5월~9월 (총 6회)

장소 |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 메타버스 내

대상 | 누구나

쉬고, 걷고, 놀아보는 “다자구 할머니 학교”

다자구 할머니가 가져온 이야기 보따리! 전래놀이, 업사이클, 우드버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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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이용방법

http://www.cbmhjstory.com 

1. 카카오톡에 접속 

   상단 오른쪽      클릭

3. 팝업창 확인 버튼 클릭 4. 새로운 친구 추가 완료

충북문화유산활용사업 플러스친구 추가 방법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린 후 지도에서 프로그램 선택

2. '충북문화유산활용사업' 검색 

   친구추가 버튼 클릭

QR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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