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18:00

대가야체험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누리 광장

가야문화권 홍보관 운영

가야문화권 시·군 공연
테마 주차장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누리 야외공연장 

녹색테마생태관 운영 테마 주차장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

대가야 고상가옥 생활체험
대가야박물관

딸기수확체험 관내 일원

녹색체험마을 운영 테마 주차장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운영

대가야레전드 앱 운영
테마관광지

마당극 및 스트릿 뮤지컬 공연 문화누리 야외무대

소규모 문화 공연 보건소 간이무대

매 일

4. 12(목) 4. 13(금)

| 행사 일정표 |

● 마당극 및 스트릿 뮤지컬 공연 (10:00~18:00)

● 인형극 공연 (11:00~11:30)

●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11:00~16:00)

● 일본 다카치호정‘카구라’ 공연 (13:00~14:00)

● 인형극 공연 (15:00~15:30)

● 퍼레이드 ‘가야의 통합’ (15:00~16:30)

● 세계 ‘현’ 페스티벌 (18:00~19:30)

● 고분군 야간트래킹 (18:30~20:00)

● 가야사 국제학술대회 (10:00~18:00)

● 제39회 악성우륵추모제 (11:00~12:00)

● 고분군 야간트래킹 (18:30~20:00)

● 뮤지컬 ‘가얏고’ 공연 (19:00~20:30)

※개실마을·가얏고마을 운영  (셔틀버스 이용)

4. 14(토)

4. 13(금)

1일차

4일차

2일차

3일차

● 제18회 대가야왕릉제 (11:00~12:00)

● 고령 가왕선발대회 (18:00~21:00)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식 연계)

● 고분군 야간트래킹 (18:30~20:00)

● 마당극 및 스트릿 뮤지컬 공연 (10:00~18:00)

● 인형극 공연 (11:00~11:30)

● 뮤지컬 ‘가얏고’ 공연 (11:00~12:00)

● 제10회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13:00~17:00)

● 가야문화협의회 단합 퍼포먼스(변경 소지 있음) (14:00~15:00)

● 인형극 공연 (15:00~15:30)

● 뮤지컬 ‘가얏고’ 공연 (15:00~16:30)

● 가야 최고의 레전드 시상식 (17:00~18:00)

※체험 스쿨데이 운영 (10:00~18:00) ※체험 스쿨데이 운영 (10:00~18:00)

4. 15(일)

4. 12(목)



| 오시는 길 |

지산동 고분군

http://tour.goryeong.go.kr/fest/http://tour.goryeong.go.kr/fest/http://tour.goryeong.go.kr/fest/

서울 → 대전 → 김천 → 고령(경부고속도로 3:30분 소요)

부산 → 현풍 → 고령(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1:30분 소요)

광주 → 함양 → 고령(광주대구고속도로 2시간 소요)

대전 → 김천 → 고령(경부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 1:30분 소요)

마산 → 현풍 → 고령(중부내륙고속도로 1시간 소요)

안동 → 대구 → 고령(중앙고속도로·광주대구고속도로 1:30분 소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고령행 버스 이용(7회, 4시간 소요)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고령행 버스 이용(21회, 2시간 소요)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고령행 버스 이용(5분 간격, 30분 소요)

동대구역(대구역) → 서부정류장(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 

고령행 버스 이용(30분 소요)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 축제문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T. 054. 950. 6424 / 950. 6652

 F. 054. 954. 6425

 http://www.grta.co.kr/fest/



문화

전통

모바일

관광지
특산물

글로벌

역사 속 가야 문명의 

체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딸기수확 체험
• 딸기하우스 내에서 직접 수확한 딸기는  드시고 

제공된 포장용기에 담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유료: 일반(딸기셔틀버스이용) 8,000원

               단체(25인 이상 자가차량이용) 7,000원

대가야 미니 가야금 제작체험
• 체험용 가야금을 직접 제작해보며 가야금의  

이해와 교육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 유료: 3,000원

대가야 칼 만들기 체험
• 대가야병영체험용으로 길이 50cm 미만의  

나무 재질의 칼을 만들어 보는 체험입니다.

•유료: 8,000원

대가야 활 만들기 체험
• 대가야 병사의 미니용 활과 화살을 만들어보고 

활쏘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부스 주변에 활쏘기 체험장을 운영하

여 직접 제작한 활을 쏴 볼 수 있습니다.

•유료: 5,000원

대가야 토기 제작체험
• 도예 전문가의 지도하에 물레를 이용하여 토기

를 직접 빚어보고, 문양과 이름을 새겨보는 체험

입니다.

•유료: 3,000원

문화체험

신비로운 대가야시대의 17가지 전통문화 체험 !
가야금 리듬게임 체험, 방패제작체험, 투구&갑옷제작체험, 점토성형 체험, 토기무늬제작체험, 바비큐존 체험, 

복식 체험, 대장간 체험, 금동관 체험, 귀면화 체험, 순장 체험, 고분군 야간트래킹 체험



흩어졌던 가야가 한곳에! 
22개의  가야문화권 시·군이  각각의  문화  콘텐츠로  하나  되어

4국의 신화가 재현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호남의  화합을  꿈꿉니다.

22개 가야문화권 시·군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야전통 체험

거창군, 고령군, 고성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김해시, 남원시, 

달성군, 산청군, 상주시, 성주군, 순천시, 

여수시, 의령군, 임실군, 장수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GAYA
L E G E N D

가야금 리듬 게임
가야금 소리에 맞춰 스텝을 밟는 게임으로 

리듬감과 순발력을 향상해 줄 뿐만 아니라 

축제장을 댄스파티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체험료: 1,000원

_달리기 게임

_OX퀴즈게임

_대가야문화재 찾기 게임

_대가야 무역선 운전 게임

_적군 물리치기 게임

_터치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시물, 표지판, GPS 등  단서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고점자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레전드 선발대회’도 있습니다.

앱 다운료: 3,000원

(앱 다운시 상품권 2,000원 증정)

가야 최고의 레전드에 도전하자!

모바일 체험

우승 콘테스트

‘레전드 선발대회’

가야 최고의 레전드 시상식

4월 15일 17:00~18:00

4월 12일~15일

장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세계 현(絃) 페스티벌
가야금과 세계 현악기의 콜라보레이션 

일 시:  2018. 4. 14(토) 18:00~19:30

장 소:  대가야문화누리관 우륵홀

가야문화권 국제학술세미나 
영·호남 가야문화권의 재발견을 위한 토론의 장

일 시:  2018. 4. 13(금) 10:00~18:00

장 소:  대가야박물관

세계로 나아가는 가야문화!

World

글로벌



개실마을
역사 깊은 전통체험마을입니다. 마을의 80%가 한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엿 만들기 체험 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한옥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정고령보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낙동강

의 보(洑)입니다. 시민들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고 여러가지 

볼거리와 강을 따라 자전거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의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이 묻힌 신성구역으로 

대가야국의 융성을 무언으로 말해주는 대표적 유적입니다.

장기리암각화 (보물 제605호)

경북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속칭 ‘알터

마을’이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림

은 너비 6m, 높이 3m 정도의 산비탈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관광지 및 특산물

쌍림딸기 우곡수박 성산메론 개진감자

개경포공원
팔만대장경이 강화도로부터 배로 도착한 곳이 

개산포였습니다. 영남 일대의 승려들이 경판

을 머리에 이고 도착한 곳이라 하여 개경포

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