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2 - 4호

2022 생생문화재 사업
충의의 고장, 청송에서의 하룻밤! 1박2일 투어 

참가자 모집공고
청송군은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등재된 의병유공자 2,645명 중 가장 많은 유공자를 배출한 
의병의 고장으로, 마을단위 항일의병 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덕천마을 투어와 지역  
문화관광 명소인 99칸 심부자댁 송소고택과 화전등 전투가 있었던 자리에 건립된 항일 
의병 기념공원 등 지역 항일의병의 역사장소를 둘러보고, 지역 농,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과 전국 두 번째 지질 공원으로 선정된 주왕산 국립공원 탐방 등 청송에서만 
느끼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2022 생생문화재 사업에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06. 08.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가. 접수기간 : 2022. 07. 04.(월) ~ 07. 08.(금) 10:00 ~ 18:00까지(선착순 모집) 
나. 참가방법 : 청송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cctf.or.kr)
다. 행사내용
∎ 사 업 명 : 충의의 고장, 청송에서의 하룻밤! 1박2일 투어프로그램
∎ 행사일자 : 1회_2022. 08. 27.(토) ~ 28.(일) / 2회_09.03.(토) ~ 04.(일)
∎ 참가대상 : 회당 가족단위 선착순 25명 내외(모집인원 미달 시 취소가능)
∎ 참 가 비 : 1인 40,000원 ※36개월 미만 무료(1가족 최소2인/ 최대 4인)
∎ 지원내용 : 청송한옥 민예촌 숙박(한옥 시설로 화장실 공용 사용, 객실 임의 배정), 3식 

제공, 버스임차(1일차-45인승 관광버스(단체활동)/ 2일차-개인차량(개별활동)), 국내여행자
보험, 농가체험료, 기념품 제공 등  

∎ 사업내용 : 충의의 고장, 청송에서 항일의병 발자취와 지역농산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주왕산국립공원 등 청송문화 관광자원을 적극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진행 

∎ 문    의 : 청송문화관광재단 ☎ 054-874-9096
∎ 참 가 비 : 농협은행 301-0270-6466-71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 입금해주셔야 예약 완료됩니다. 
   ※ 행사 10일 전 17:00까지 취소해야 100% 환불 가능합니다. 이후 환불 불가
      행사 10일 전 한옥 민예촌 숙박, 체험 등이 모두 예약 마감됨으로 이후 취소불가
      예) 행사일이 8월 27일인 경우 8월 17일 17:00까지
∎ 추진체계
 - 행사참여인력 : 사업담당자, 사업코디네이터, 안전요원 1~2명 
 - 행사참여강사 : 소류정 1인 연기자, 문화관광해설사, 활 만들기 강사, 농가 체험 강사

http://www.cctf.or.kr


∎ 프로그램 일정(1일차-단체활동/ 2일차-조식 후 자유활동)

※ 투어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시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장 소

1일차 
오전

09:50
청송한옥 민예촌

주차장 집결
- 45인승 관광버스 탑승 후 행사장소 이동
  (장소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494)

10:00
~

12:00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다!

(청송 문화관광지 투어/ 
공예체험)

- 항일의병 기념공원 전시관람 및 영상관람
- 청송의병 활 만들기 체험
- 협동심 게임 및 상품 제공
  (활쏘기 등)

항일의병
기념공원

12:00
~

13:00
중식 식사 및 자유시간

덕천마을

1일차 
오후

13:00
~

13:30

소류심성지 선생을 
만나다!

(1인 연극 관람)

- 소류정과 의병정신의 이해 & 기념촬영
  (1인 연극 및 해설)

14:00
~

16:00

청송 항일운동의 
모태지, 

덕천마을에서 정신을 
이어받다!

(청송관광지 투어)

- 항일의병선열을 다수 배출한 덕천마을
  (99칸 송소고택, 송정고택 등 방문)에 대한
  문화재 해설 및 자유관람

16:00
~

17:30

청송항일의병선열
농민의 생활을 엿보다!

(지역농산물체험)

〈농가체험〉
- 봄(4~6월):쌈따기, 사과쨈, 사과타르트 만들기 등
- 가을(9월~11월):전통된장 만들기, 농촌체험 등
- 청송사과유과 및 청송사과스콘 체험 등

지역농가
체험장

17:30
~

18:30
석식 식사 및 자유시간

청송한옥 민예촌 숙박

2일차 
오전

08:30
~

09:30
조식 식사 및 자유시간

10:00 
~

청송 주왕산에서 
애국심을 다지다!

(청송 관광지 투어)

- 전국 두 번째로 선정된 세계지질공원 주왕산 
국립공원 자유 투어

  (개인차량 이용)

주왕산
국립공원



※ 참고사진

청송의병 활 만들기 체험 지역농산물 체험(청송사과 스콘 만들기)

소류정 1인 연극관람 덕천마을 투어

항일의병 기념공원 투어 주왕산 국립공원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