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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홍문화원을 

소개합니다 

주소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 
전화 031-317-0827 , 0821 팩스 031-317-0828 

메이스북 www.facebook.com/shculture 

톨잉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흥문화원은 

정월대보름놀이， 단오제， 관흔상제， 군자봉성황제， 월미두레풍물놀이， 

시흥향토민요 등의 전통 민속， 무형문화유산 행사 및 연성문화제를 

연중개최합니다. 

도시화와 디지털화로 삶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현대 문명의 대안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재생산 시스템이 작동하는 문화도시를 

지항합니다. 

연성문화제 

연성(훌城)은 1466년 세조 임금이 하사한 별호로서 ‘연꽃 피는 고을’ 

이라는 의미로서， 현재도 행정동으로 연성동이 있으며，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 등이 있어， 지역민들은 연꽃마을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연성문화제는 시흥시 조례로 지정된 3대 축제(갯골축제，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의 하나로서， 시흥문화원은 매년 연꽃 피는 여름에 

전통문화축제인 연성문화제를 개최합니다 . 

• 문화원， 어디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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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돔에서오시려면 

월꽂에서오시려면 

목감동에서오시려면 

26번시흥등기소하차 

63 ， 11 -3번 시흥등기소 하차 

32 , 11-3번 시흥등기소 하차 

• 



시흉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시흥향토문화연구소는 

시흥시의 유·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시흥 향토문화와 관련된 자료 

@ 관내 유·무형 문화유산과 관련 정보 

시흥문화원 부설 시흥향토문화연구소는 문화재와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문화유산의 복원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전남흔 



Z얘서|기 한국의 λI[예 정신 
[훈화융성] 

일찍이 인류의 역사 발전은 

제정일치의 시대를 벗어나 

정원칠 (시흥문화원장) 

정치의 독립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이명의역사는 

중세 봉건 왕조와 근세 왕조 국가로 우묵 섰다가， 

횡포한 이웃에게 주권을 잃고는 

주권 재민의 독립국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오늘날대한민국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소득 3만 불을 바라보며 

공명한 분배를 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평무사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시대정신은 

삶의질과보람을높이는 

문화융성에있습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삶의 환경처럼 

문화 복지로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커야 합니다. 

시흥시 문화융성의 선두에 

시흥문화원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생활문화의 융성에 앞장서는 

시흥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 
열린문화학교 

큐레이터(박물관 흐뼈|사) 학교는 

사람의 가치를 알리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인문학자의 꿈을 심어줍니다. 

시흉의 정소년(중고생)은 누구나 

시흉문호}원으1 <청소년 큐레이터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리더의 소양을 

익힐수있습니다 



문화비전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뭇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역할을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앙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한국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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