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ㅣ주관ㅣ 산청문화원

ㅣ후원ㅣ 문화재청・산청군 

2021. 5월~10월
장소 : 산청군 목면시배유지

화도화 이야기

목면시배유지 관람

두 번의 꽃이 피고 복숭아를 닮은 다래가 열린다

하여 화도화(花桃花)라고도 불리는 목화를 심고 

재배한 역사현장을 전문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관

람(전시관, 부민각, 효자비 등)

지역예술단체 공연 마당극, 인형극, 풍물, 버나 재담, 줌바 외

목화랑 놀자 목화 또는 면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익점 생생로드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를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윷놀이 형식으로 진

행, 목화를 많이 획득하여 귀국하는 팀이 승리

하는 놀이

문익점 생생로드

행사내용 

ㅣ기      간ㅣ 2021. 5월 ~10월(매월 셋째주 토요일) / 12회 운영

ㅣ장      소ㅣ 산청군 단성면 목면시배유지

ㅣ참여인원ㅣ 30인 미만(선착순 접수)

                   단체(25인이상) 신청시 평일 조정가능

 ※ 행사일정은 목면시배유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저희‘2021 생생문화재 목화야 놀자’행사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화니 다래 솜이

2021



산청문화원

산청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 및 향토인물 발굴 및 연구, 문화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 보급 사업 산청문화, 산청문화회보발행, 향토사대중화 사업, 문화

예술교육사업실시 산청군의 문화예술 행사를 주최한다.

현재 산청문화원은 25개분과에 8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학교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산청문화원을 이용하는 연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전화. 055-973-0977,  055-973-9402

홈페이지. http://sancheong.or.kr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56

행사장 찾아오시는 길

목화랑 놀자 : 체험활동

목화씨오일 비누 만들기

목화씨 오일을 넣은 목화송이 모양 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면 손수건에 치자, 쪽 등 천연 재료를 사용

하여 염색하기

파우치 꾸미기

패브릭 마카를 이용한 면 파우치 꾸미기

목화리스 만들기

목화송이를 활용하여 목화 리스 만들기

전통 씨아기 체험

목화솜에서 씨앗을 분리하는 과정 체험해 

보기

목화솜 따기(10월 체험)

목화밭에서 실제로 목화솜을 수확해보기

한복 입은 솜 인형 만들기

한지로 만든 치마에 목화솜을 넣어 인형 
만들기

마스크 줄 만들기

면실을 땋은 마스크 줄 만들기

지역예술단체 공연

산청매구보존회

전통놀이공연으로 풍물놀이와 버나

재담 공연을 보고, 직접 버나를 돌려

보는 체험활동을 함

마당극 ‘문익점선생의 목화, 

산청에서 꽃피우다’

문익점 선생의 애민사상과 복식문화

의 일대 전환점이 된 목화시배의 중

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문익점 선생의 

목화를 소재로 한 창작 마당극 공연

전통무명베짜기

목화솜에서 무명베가 되기까지의 일

곱과정 시연을 직접 봄으로써 목화 

도입 후 조상들의 의생활방식과 길쌈

의 힘듦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노

동의 소중함을 알게 함

마술쇼

베테랑 마술사가 면실을 이용한 마술

을 주 공연으로 한 마술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