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

공간재생으로 폐교에서
문화예술체험장으로 변신

경기도 평택시
웃다리문화촌

위치

지역 주민수

지역 가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231명

11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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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용도

지역 보유 자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를
주민 중심의 생활 친화적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 조성한 시설

진위향교, 진위천 유원지, 농업기술센터,
평택항, 한국소리터, 진위천, 황구지천

시설 운영 기간

학교 본관, 작업실, 세미나실, 부대시설

2006년 8월 ~ 현재

운영 주체
평택문화원

활용 시설
유휴시설 활용 성공 비법
지역 주민 협력 프로젝트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생
농악동호회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자연 친화적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으로 지역 발전 도모

지역 주민 협력 프로젝트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생
웃다리문화촌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장입니다.

폐교로 버려진 공간이

2000년 8월 폐교한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부터 주민과 함께 꾸려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 친화적 문화예술체험장으로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된 금각분교는 사람들의 관심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 벗어나자 우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폐교 활용 계
획을 세우고 주민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폐교 운
동장의 웃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비행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가 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 친화적 문화예
술 체험을 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웃다리문화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원활하게 운
영되는 데는 지역 어르신들의 역할이 큽니다. 어르신들은 웃
다리문화촌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장승·솟대만들기’ 수업에
서 직접 강사로 활동하시며 문화예술선생님으로 불리고 있
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도예체험, 농악 등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을 직접 발굴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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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동호회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웃다리문화촌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자·한지·금속공예 등

타 지역 사람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농악, 장승·솟대만들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과

기, 금속가죽공예, 한지공예, 도예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평택 웃다리 농악을 체계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가운데 전통문화를 계승

전승·보급하기 위한

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택농악은 웃다리문화촌의 대표 프로
그램입니다.
웃다리 농악은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평택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유명
합니다. 웃다리문화촌은 평택 웃다리 농악을 체계적으로 전
승하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풍사락, 칠전팔기 등 농악 동
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에서는 도자·한지·금속공예 같은 예술 체험활동도 할 수 있
습니다. 작가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활동은 아이
는 물론 어른,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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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으로
지역 발전 도모
웃다리문화촌은 이제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체험

쥐방울덩굴 육묘를 마을 주민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

협동생산방식으로 육성하고

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평택자연연구소와 함께 꼬리명주

판매해 꼬리명주나비를

나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꼬리명주나비는 우리

평택의 깃대종으로 복원해나갈

나라에 흔치 않은 다회성 나비로 매우 특이한 종입니다. 웃다
리문화촌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꼬
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위천 냇가에서 자생하는 꼬리명주나비를 웃다리문화
촌으로 옮겨와 꼬리명주나비 생태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것을 시작으로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를 육성하려는 꿈을 그
리고 있습니다.
웃다리문화촌에서는 명주꼬리나비 서식지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협동생산 방식으로 쥐방울덩굴
육묘 판매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꼬리명주나비의 복원
은 물론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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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입니다.

시설 소개
웃다리문화촌 이용 정보
운영 시간 : 09:00~18:00 (1월 1일, 추석·설 휴무)
이용 조건 : 제한 없음(누구나 이용 가능)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문의 : 031-667-0011(웃다리문화촌)

사업 전 모습

운영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금속 ·가죽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캘리그래피,
클레이아트· 압화, 천연염색· 천연제품 만들기,
민속공예 · 전통체험, 농악

시설 정보

1. 농악실 : 웃다리 농악을 배울 수 있는 체험실
2. 희망솟대실 : 지역 어르신들이 솟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공간
3. 갤러리 :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전시 공간
4. 향토사료실 : 평택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
5. 체험학습실 : 도예·금속·가죽·한지 등 예술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공간
6. 금각마을관 : 서탄면 금각마을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
7. 도예전시관 : 도예 작가와 정기회원들의 작품 전시관
8. 도예가마실 : 도예 작품을 구워내는 가마실
9. 쥐방울덩굴 육묘장 : 꼬리명주나비의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을 기르는 공간
10. 꼬리명주나비 놀이터 : 다양한 식물과 꽃으로 조성한 야외 놀이터
11. 주차장 : 승용차 50대, 대형버스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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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추천여행코스

웃다리문화촌 전통문화 체험 여행

1일차

진위향교

5.7km, 승용차 11분

평택국제시장

6.3km, 승용차 14분
웃다리문화촌

평택항

소풍정원 캠핑장(숙박)

2일차

8.5km, 승용차 19분

9.2km, 승용차 13분
평택호관광단지

추천숙박시설
소풍정원캠핑장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새악길 43-61
031-668-4815
www.pyeongtaek.go.kr/camp/
main.do

내리캠핑장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64-23
031-618-8446
www.puc.or.kr/business/
camping.do

라마다평택호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24
031-220-7800
www.ramadapyeongtaek.com

1.9km, 승용차 5분

한국소리터

추천음식점
불난버섯집
버섯매운탕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63
031-611-6171

김네집
부대찌개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25번길 15
031-666-3648

호박오리샤브샤브
오리요리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70
031-667-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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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 → 당현
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933m 이동
→ 고덕북로 서탄면 방면으로 좌회
전 후 1km 이동 → 용소금각로 문
곡리 방면 좌회전 후 569m 이동
→ 용소금각로 좌회전 후 58m 이동
→ 웃다리문화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