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80선

Chungnam, Gongju

대상문화재

충남 공주

전통산사에서
만나는 인문학 :
불교미술과
산사의 문학

공주 갑사 삼신불괘불탱(국보 제298호), 공주 갑사 철당간(보물 제256호),
공주 갑사 승탑(보물 제257호), 공주 갑사 동종(보물 제478호), 공주 갑사
월인석보목판(보물 제582호),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보물 제799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 제800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공주 마곡사 석가모니 괘불탱(보물
제1260호),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284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
삼세불도 및 복장유물(보물 제1651호) 등

전통산사건축과 단청의 아름다움
4월 21일, 5월 19일, 6월 16일, 7월 21일, 8월 18일 / 총 5회 | 마곡사 | 전연령 40명

단청문양 그리기
4월 21일, 5월 19일, 6월 16일, 7월 21일, 8월 18일 / 총 5회
한국문화연수원 강의실 | 전연령 40명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4

답사 중 발견해 찍어온 문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와편에 그려보는 시간

주요프로그램
꽃창살로 배우는 디자인학교
쌍계사 교육장, 대상학교 교실(강당) | 청소년 일반인 400명
•쌍계사 대표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 전통 목조 건물 제작과정 이론 및 체험, 대웅전 꽃무늬 창살 디자인하기, 스마트폰
촬영 이벤트 진행

공주시 마곡사(사곡면 운암리),
갑사(계룡면 중장리)

쌍계 마바시

4월 21일, 5월 19일, 6월 16일, 7월 21일, 8월 18일 / 총 5회 | 마곡사 | 전연령 40명

4~11월 강좌 3회 / 총 3회 | 쌍계사 중정 | 청소년 일반인 관광객 360명

축소 모형을 이용하여 마곡사 오층석탑을 만들어보는 시간

•불교문화 주제 강연을 통한 산사 힐링 체험(3회)

문양탁본체험

쌍계사 대웅전 켈리그라프

한국문화연수원 강의실 | 전연령 40명

4~11월 이론6회, 실습4회 / 총10회

특이한 기와문양을 탁본해보는 시간

쌍계사 교육장, 대상학교 교실(강당) | 청소년 일반인 400명

9월 15일, 10월 20일, 11월 17일 / 총 3회 | 가족단위 전연령 40명
갑사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재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

공주

- 쌍계사 관련 주제 강연(3회), 문화예술 소공연 1회

4월 21일, 5월 19일, 6월 16일, 7월 21일, 8월 18일 / 총 5회

보물아 보물아 어딧니?

마음을 바꾸는
시간

4~11월 이론8회, 실습4회 / 총10회

마곡사 오층석탑 만들기

http://www.budcc.com/

충남 논산

쌍계
마·바·시

장 소

홈페이지

Chungnam, Nonsan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51호),
쌍계사 부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80호)

주요프로그램

마곡사 경내의 전통건축물과 전통 미술을 답사

문 의

대상문화재

산
사

문 의
논산시청
041-746-5412
쌍계사
041-741-2251
장 소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92

•쌍계사 대웅전 켈리그라프(5회)
- 대웅전 주련 켈리 디자인하기
•대웅전 석고전각 체험(5회)
- 석고 대웅전 제작 체험

추갑사 시향이 묻어나는 산길

쌍계사 숨은이야기

9월 15일, 10월 20일, 11월 17일 / 총 3회 | 갑사 | 가족단위 전연령

5~11월 이론8회, 실습2회 / 총 10회

엽서에 가을 갑사 방문의 추억과 가족애를 글로 남기는 프로그램

쌍계사 교육장, 대상학교 교실(강당) | 청소년 일반인 400명

논산

•쌍계사의 불교문화유산 바로알기(10회)
- 쌍계사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북 만들기, 불교문화유산 스마트폰 촬영 이벤트
마곡사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고 배워보
며 갑사에서는 사찰 내 많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문학과 연계해 느껴보
는 시간

쌍계 목공제작소
5~11월 이론6회, 실습4회 / 총 10회
쌍계사 교육장, 대상학교 교실(강당) | 청소년 일반인 400명
•중·고등학교 교과 연계 프로그램(10회)

불교문화재를 바탕으로 기술·창의 체
험 교육(청소년), 역사·문화의식 함양
지역민), 산사체험(관광객)의 기회를 제
공하여 산사의 이미지 쇄신 및 불교문
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화 추진

- 쌍계사 문화재 탐구 및 답사, 목공예 제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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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 프로그램은 일정과 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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