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별 프로그램(주문식 맞춤형 연수가능) 전통인문정신 연수 프로그램

평생교육시설 및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민간전문교육기관 등록기관

세계기록유산

● 청량산

● 도산서원

● 퇴계종택

● 이육사문학관

● 오천한옥마을(군자리)

● 예안향교

● 임청각

경북산림자원개발원 ● 

구분 강의 현장학습

인문정신 
함양

- 선현들의 마음공부, 자녀교육

- 기록유산에 담긴 선현들의 삶

- 한국 문화유전자 등

- 퇴계선생 관련 유적지

   (도산서원 / 퇴계종택 / 묘소 등)

- 유교문화박물관 / 현판전시실

리더십 / 
공직의식

-  선비정신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자세

-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

- 여성 리더십, 청소년 리더십

- 서애 / 학봉선생관련 유적

   (옥연정사 / 충효당 / 학봉종택 등)

- 영양두들마을(장계향)

전통문화
체험

- 종가문화, 제례문화, 불교문화 

- 전통음식, 온주법

- 전통건축(정자와 누정 등)

- 전통마을(하회 / 군자마을 등)

- 종가탐방

   (퇴계 / 농암 / 학봉종택 등)

-  영주 / 봉화 / 예천 / 영양지역 

문화탐방

선비 / 
청렴정신

- 유학사상과 선비정신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우다

- 선비의 의리정신, 청렴정신

- 서원 / 향교

   (도산서원 / 예안향교 등)

- 임청각 / 이육사문학관

- 퇴계종택 / 묘소

호국정신 
함양

- 우리를 위해 나를 내려놓다

- 경북선비들의 독립운동

- 선비정신과 국난극복

- 독립운동현장

   (경북독립운동기념관 / 임청각 

    이육사문학관 등)

- 징비록의 현장(옥연정사 등)

체험학습

- 활인심방, 선비체조 - 스토리텔링 공연 -  전통예절, 한지, 하회탈춤

- 퇴계 오솔길(예던길) 걷기 - 연극, 전통음악 공연 - 마음을 여는 공동체 놀이

- 유림의 숲 산책
- 전통음식체험

   (종가음식)
- 영상관람, 분임토의

주변관광지  승용차 소요시간

유교문화박물관 국학진흥원 내

예끼마을 2분

선성현수상길 5분

오천한옥마을(군자리) 5분

산림과학박물관 5분

도산서원 10분

퇴계종택 15분

이육사문학관 20분

청량산 20분

임청각 25분

월영교 30분

하회마을 40분

병산서원 50분

민족의 정서와 혼이 배어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도모합니다.
현장학습과 함께 전통사상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교양강좌로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연수대상

사회지도층, 공무원·교원, 기업체, 청소년, 해외동포, 각종단체 회원 등

연수내용

강의·현장·체험으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원내연구원, 외부강사, 연수운영전문위원 현장해설)

연수기간

당일 / 1박2일 / 2박 3일 과정 등
연수자 주문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능

● 

인문정신연수원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의 향기
인문의 감성

      전통의 향기
인문의 감성

The Academy of Humanistic Spirit 

인문정신연수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대표전화  054.851.0700   Fax  054.851.0729
www.koreastudy.or.kr

대표전화  054.851.0900   Fax  054.851.0909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The Academy of Humanistic Spirit 연수프로그램 문의  054.851.0812

www.koreaacademy.or.kr  



콘도 | 32평형(3룸)

취사와 소모임이 가능한
다용도 숙박공간

일반실 | 양실

심플함과 편의성이 돋보이는 트윈룸

일반실 | 한실

예스러운 전통가구와 친환경적인 전통한지로 시공된 격조의 공간

특실 | 양실, 특실

브라운과 황금색을 조화있게 구성하여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꾸며진 더블룸

객 실

객실형태

콘도 | 24평형(2룸)

구분
특실 일반실(호텔형) 콘도형

계
한실 양실 한실 양실 32평형 24평형

객실수 2 2 15 18 16 12 65

수용인원 2 2 2 2 6~8 4~5 300

회의장·연회장

대강당 | 시청각실 | 회의실 | 국화실

객실요금표

편의·부대시설

식당 | 야외 연회장 | 운동장(축구, 농구, 족구) | 서바이벌장 | 산책로

      5
            3
                    2
                            1
                                 B1

객실 501호 ~ 521호

      객실 301호 ~ 317호

                객실 201호 ~ 221호

                           객실 101호 ~ 108호·회의실·인터넷정보실·사무실

                                     국화실(연회의실)·식당·매화실

VAT포함

5개국 동시통역 시설 완비

객실종류 요금(원)

양실(트윈) 99,000

한실 99,000

특실(한실) 242,000

특실(양실) 242,000

콘도(24평형) 154,000

콘도(32평형) 209,000

부대시설 안내

층별안내

구분 장소 규모

연수원

회의실(1F) 30석

국화실(B1) 70석

강의동(2F) 200석

강의동(3F) 200석

본관

대강당(1F) 500석

시청각실大(B1) 300석

시청각실中(B1) 144석

강의실(1F) 40석

대회의실(2F) 40석

연수관 강의실 30석

박물관 강의실 20석

야외장소

육각정

본관 야외 공연장

운동장(축구,농구,족구) 예약선착순이용

숲속 야외 강의장 50명

기타편의시설 산책로(1시간코스,30분코스)

서바이벌장

야외연회장

구분 장소 규모

매화실 연수원(B1) 30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