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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성
및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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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자료는 장성의 많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 중 장성을 대표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험이 자주 이루어지는 14곳의 장소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작하여 사전에 동영상을 보고 배경 지식과 현장 체험학습
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 후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체험활동이 끝나면
학교에서 다양한 사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체험 장소마다 동영상 내용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유투브 - 검색 - 장성교육지원청 창의적
체험활동)

본 자료는 개인 및 모둠활동이 모두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모둠별 활동을 통해 집단사고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권장합니다.

학교나 학년 실정, 특성에 따라 제시된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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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읍

주 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1

전 화

061) 390-7601

홈페이지

장성군은 행정구역상 1읍 10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인구는 45,623명
이다.
장성읍은 1948년 장성면에서 장성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장성읍에는 장성군 인구의 약 29%인
13,686명이 거주중이며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13.4%에 해당하는 69.60㎢이다.
장성읍은 행정구역상 55개 리 56개 마을이
있으며 고려시멘트, 보해를 비롯한 51개의
기업체와 7곳의 교육기관, 36개소의 의료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장성읍에는 장성향교, 봉암서원,
기옹영정, 5층석탑, 방울샘, 장성댐, 청암역
등 8개소의 문화재가 보존 되어 있다.

http://jeup.jangseng.go.kr

장성읍행정지도 보기

장성군 장성읍

사전활동
장성읍 주요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표시한 곳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
이 있나요?
공통점

차이점

장성읍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지역교과서 우리 고장 장성 6~11쪽을 참고하세요.)

 장성군은 호남지방의 어디쯤 자리잡고 있나요?
 장성읍은 장성의 어느 쪽에 자리잡고 있나요?

함께해요! 장성체험! 장성군 장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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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에 가봐요

장성읍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성읍에 가 본 경험이 있나요? 가서 무엇을 했나요?

체험활동

 장성읍을 돌아보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곳에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장성읍에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성읍에 있는 공공시설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장성군 왜 옐로우 시티일까?
고대시대 장성군의 젖줄인 황룡강(黃龍江)
깊은 물에는 황룡이 살았다.
그 황룡은 부족마을로 내려가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이렇게 장성군은
애초부터 노란색에서 시작된 도시이며 현재
노란색을 소재로 관광자원화 중으로‘옐로우
시티 장성’
으로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읍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책을
만들어봐요.

체험활동
장성읍에서 살펴봐요

 아래의 장소 중 한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인
터뷰를 해봅시다.

일시:
장소:

경찰서

공공도서관

군청

보건소

소방서

우체국

 음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 사진을 
다
찍어봅시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할머니댁에 기차를 타고 다녀온 친구가 장성역
앞에 노란 꽃들이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할머니를 따라 치과에 갔을 때에는 노란 꽃이 없었는
데, 어떤 노란꽃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노란 꽃들이 많아진 장성읍의 모습이 궁금해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장성읍에 가기로 하고 우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장성읍으로 향했습
니다.
제가 읍에 나간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순천에 사시는 고모님댁에 보
낼 소포를 주셔서 먼저 우체국에 들러 소포를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큰 문구사에 들러 평소 갖고 싶던 노트
와 필통을 구입하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진 친구들과 나는 햄버거 가게에 들러 맛있게 먹고 집
에 돌아왔습니다.

대상:
내용:

□ 장성역
□ 우체국

□ 노란꽃밭
□ 문구사

□ 치과

□ 햄버거가게

함께해요! 장성체험! 장성군 장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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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전 화

061) 393-7270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은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
(1510~1560)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공부하는 곳을 앞쪽에, 제사 지내는 곳을
뒤쪽에 배 치 한 전 학 후 묘 ( 前 學 後 廟 ) 의
형태로서 휴식공간이 되는 확연루를 시작으로
수업을 받는 청절당, 그 뒤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문과 담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당을 두고 제사를 지냈다.
청절당 처마 밑에는 윤봉구가 쓴 ‘필암서원’
현판이 걸려있고, 대청마루에는 동춘당
송준길이 쓴 청절당이라는 현판(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조각)이
있으며 확연루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장판각에 보관된 자료는 주로
18세기~20세기 초부터 전래된 것으로써,
당시 지방교육과 제도 및 사회·경제상, 그리고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전국 9개
서원과 함께 ‘한국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전활동
서원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 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필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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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➊ 확연루 (廓然樓) 서원의 정문인 문루(門樓) 겸 휴식 공간인 누각(樓閣)으로, 편액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이다.
➋ 청절당 (淸節堂) 선비들이 공부하고 회의하던 강당으로 옛 진원현 객사를 옮겼으며, 편액은 동춘당 송준길의 글씨이다.
➌ 진덕재 (進德齋)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동쪽의 건물로 편액은 송준길의 글씨이다.
➍ 숭의재 (崇義齋)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서쪽의 건물로 편액은 송준길의 글씨이다.
➎ 경장각 (敬藏閣) 인종 임금이 하서 선생에게 하사한 묵죽도의 목판을 보관한 건물이며, 편액은 정조 임금 글씨이다.
➏ 우동사 (祐東祀)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편액은 주희의 글씨를 집자했다.
➐ 장판각 (藏板閣) 하서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초천자문, 무이구곡, 백련초해 등 목판 700여 매를 보관한 건물이다.
➑ 한장사 (汗掌舍) 서원에서 일하는 노비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생활했던 건물이다.
➒ 계생비 (繫牲碑) 서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고 검사하는 비석으로 묘정비도 겸한다.
➓ 전사청 (典祀廳)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祭物)과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건물이다.
 고직사 (庫直舍)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로, 직사(直舍), 창고(倉庫), 행랑(行廊)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살문 (紅虄門)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신성한 곳임을 알리기 위해 서원 입구에 세운 붉은색 문
 하마석 (下馬石) 말을 편하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발돋움을 위한 넓적한 돌
 화장실 (化粧室)

 서원의 문을 출입해 본 느낌은 어땠나요?

 서원에는 왜 은행나무를 심었을까요?

체험활동

체험활동
 장판각에 보관된 보물은 무엇일까요?

 묵죽도에서 하서 선생이 지은 시를 찾아 적어봅시다. (유물전시관)

 청절당과 필암서원 두 현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경장각의 처마 밑에 용 3마리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서 선생이 5세에 천자문을 통달하여 지은 시를 찾아 적어
봅시다. (유물전시관)

함께해요! 장성체험! 필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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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후 신도비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전 화

061) 390-7607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

하서 김인후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동국 18현 가운데 1인이다. 선생의
신도비(임금이나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동남쪽의 큰길가에 세운 석비)는
묘역 입구에 있는데,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비로 귀부(거 북 모 양 으 로 만 든 비 석 의
받침돌)와 비신(비문을 새긴 비석의 몸체),
이수(건축물이나 공예품에서 뿔 없는 용이
서린 모양을 아로 새긴 형상)를 갖추고
있으며 1742년(영조 18, 숭정기 원후
재임술)에 세웠다.
김인후 신도비는 도학(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과 절의(절개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문장을 두루 갖춘 그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다. 건립 당시의 명유인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고, 이재가 글씨를 쓰는 등
기록사료로써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학술적, 향토사적 가치도 크다.

체험·사후활동
동국 18현은 누구누구였는지 찾아봅시다.

		
		
		
		
		

 서 김인후 선생이 쓴 시를 낭송해 보고, 나만의 시로 바꿔 써
하
봅시다.

하늘
둥글고 크며 아득한 하늘
끝없이 넓고 텅 비었으되 땅을 감싸도다.
만물을 갈아 자라게 하는데
기나라 사람은 왜 무너질까 걱정했는고

		
		
		
신도비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봅시다.

		

자연가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綠水(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물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함께해요! 장성체험! 김인후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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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 백비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 47

전 화

061) 390-7607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

아곡 박수량 선생은 조선 시대에 청렴한
관리로 이름난 분이다. 38년 동안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변변한 집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였으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준 분이다.
아곡 선생은 1554년(명종 9년) 세상을
떠나면서 “고향에 장사를 지내되, 묘를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선생의 청렴결백함에 크게
감동한 임금은 서해 바다의 빗돌(비석과
같은 말)을 골라 비를 하사하였는데, 비문을
새기다가 선생의 고결한 삶에 자칫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그대로 묘 앞에 비문이 없는
돌을 세우니 이 비가 박수량 백비이다.

‘시묘살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시대 관직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전활동

청백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박수량 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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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량 백비를 보고 자신의 비문을 써봅시다.

체험활동

체험활동
 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박수량 백비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
여
인지 생각해 봅시다.

		
		
		

혼유석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혼유석이란
우리 조상들의 근검절약하는 생활모습이 담긴 속담을 써 봅시다.

예) 강물도 쓰면 준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박수량 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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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테마파크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31

전 화

061) 394-7242

홈페이지
체험안내

http://www.honggildong.com

4D 체험관 입장료(2,000원/현금결제만 가능)

홍길동 테마파크는 홍길동 생가, 전시관, 산채
체험장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가는
전통 한옥 목구조로 건립되어 있다. 특히 홍길동
생가와 담 사이의 정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여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밥과 음식을
준비해 두었던 곳이라고 한다. 산채 체험장은
산채 9동을 조성하여 민속놀이마당, 이벤트행사,
무예수련장 등 생활 체험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에는 25개의 데크와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청백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옥 형태의
숙박시설로 우리 전통한옥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홍길동의 활약상을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는 4D영상관과 작은 동물원,
분수광장, 최근에 개장한 국궁(우리나라의
활)장이 들어서 있다.

홍길동전을 읽고 느낀 점을 써봅시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옥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통 민속놀이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

 사당

함께해요! 장성체험! 홍길동 테마파크

사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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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하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민속놀이>

① 제기차기 ② 비석치기 ③ 윷놀이 ④ 투호놀이
		
		
		
		
		
		
		
		
		
		
		
		

인증샷을 찍어요 (V 표시)

□ 홍길동 생가를 배경으로 친구와 한 컷!
□ 망루에서 홍길동테마파크 전경 한 컷!

□ 작은 동물원 앞에서 거위와 함께 한 컷!
□ 청백한옥 정자에서 한 컷!
□ 홍길동과 함께 한 컷!

체험활동

사후활동
‘홍길동전’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홍길동으로 삼행시를 지어 봅시다.

홍
길
동

홍길동 생가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홍길동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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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창의사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1길 70-7

전 화

문화관광과 061) 390-7224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home/tour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20호로 지정된
오산창의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을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정조18년(1794년)에 남문창의
77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북이면
사거리에 창의비를 건립하고 단향(壇享 :
단에서 지내는 제사)을 올리다가, 북이면
직도리(필심이)에 창의사를 창건하여 17위를
모셨다. 그러나 고종5년(1868년)에 현 위치에
오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어지면서
67위를 모셨으나 3년만에 일제의 탄압으로
패쇄되었다.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어 1945년에 2위를 모시고 1982년에
오산창의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86년에
3위를 추배, 의병장 김제민과 김경수, 기효간
등 72위를 모시고 매년 음력 2월 27일, 향내
유림들이 향화(불전에 공양하는 향과 꽃)를
올리고 있다.

동학농민운동 황룡전적지
국가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된 동학농민

운동 황룡전적지는 1894년 4월 23일, 동학
농민군이 최초로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적은
수의 군대)을 무찌른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격전지였다. 황룡전투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고창, 영광, 함평현을 차례로
점령한 후, 전라도의 수도요,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 곳에서
경군과 일대접전을 벌였던 전투이다.

이 싸움은 동학농민군이 서울의 정예부대를

격파한 의미 있는 전투로써 동학농민군에게는

사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대포와 기관총, 그리고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내황길 50-8

전 화

문화관광과 061) 390-7224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home/tour

신식무기를 갖춘 경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장태 (닭의 둥지)라는 무기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대나무를 쪼개 원형으로 길게 만들어

그 속에 많은 짚을 넣어 굴리면서 경군의
총알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오산창의사/동학농민운동 황룡전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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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학농민운동 황룡전적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봉준 장군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전활동

체험·사후활동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괄호 안을 채워 봅시다.

 오산창의사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활동을
한 의병장 김제민 등 (

)위를 배향하고 있다.

 동학농민운동 때 대나무를 쪼개 원형으로 길게 만들어 그 속에
많은 짚을 넣어 총알을 피했던 (
였다.
 (

)라는 무기가 처음 등장하

)는 1894년 4월 23일, 봉건의 압제와 외세의 핍박을 깨

치고자 반봉건의 제폭구민과 반외세의 척양척왜를 들고 일어
선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을 무찌른 동학
농민혁명의 최대 격전지이다.

‘창의’의 뜻을 알고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동학농민군과 경군으로 나누어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동학혁명운동 황룡전적지를 다녀온 후 느낌을 글로 써 봅시다.

‘오산창의사 묘정비’의 탁본을 떠 봅시다.
‘장태’ 사진을 찍고 장태의 용도에 대해 써 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동학농민운동 황룡전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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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 치유의 숲
국내 최대 난대 조림(숲 만들기)성공지인
장성 편백 숲이 지닌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이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춘원 임종국 선생님은 1956년부터 21여
년간 당시 벌거숭이였던 축령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지금의 축령산을 만드신
분이다. 치유의 숲 센터 앞에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숲 한켠에는 선생
부부의 수목장이 있다.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추암리 664번지

전 화

061) 393-1777 (치유의 숲 센터)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m-mamhealing

숲을 관찰해봅시다.

 편백나무와 삼나무 잎을 찾아서 그려보고 두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편백나무 씨앗을 관찰해봅시다.

체험활동

· 씨앗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요?
(
)
· 씨앗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심어봅시다.
(이름:
)
(심은 날짜: 20 년 월 일)

 나무 그루터기를 찾아서 나이테를 세어봅시다.

편백나무 잎 모습

· 내가 세어본 나이테 수
(

)개

· 친구가 세어본 나이테 수
(

)개

삼나무 잎 모습
함께해요! 장성체험! 축령산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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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속 나무에 있는 딱따구리 둥지를 찾아봅시다.
· 어느 나무에 있었나요?
(

· 둥지 모습은 어떠했나요?
(
숲을 느껴봅시다.

숲을 나누어봅시다.

)

□ 편백 나무조각 길을 맨발로 걸어보기

□ 편백나무 숲길 벤치에 누워 하늘 바라보기
□ 숲 속에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명상하기
		

 숲길을 한 가지 골라서 걸어보고 소개해 봅시다.
< 축령산 숲길 >
① 건강 숲길 ② 하늘 숲길 ③ 산소 숲길

)

 숲 속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한 가지 골라서 해보고 느낀 점을
써봅시다.

체험활동

④ 숲내음 숲길 ⑤ 치유 숲길
- 숲길 이름:

- 소개 내용 (숲길의 모습이나 특징, 체험거리 등)
		
		
		
		

		

		

		

		

체험활동
 나뭇잎을 이용해서 천염염색을 해봅시다.

MEMO

< 준비물 >
① 흰색 손수건 ② 고무망치 또는 숟가락 ③ 코팅지

●

나뭇잎으로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① 바닥에 코팅지를 깔고 나뭇잎을 올려 놓는다.
② 나뭇잎 위에 흰색 손수건을 놓고 그 위에 코팅지를 덮는다.
③ 고무망치나 숟가락으로 살살 두들기거나 문질러서 물을 들인다.
④ 소금물에 삶아서 깨끗하게 헹군 뒤 말린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축령산 치유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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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서원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화차길 159

전 화

문화관광과 061) 390-7224

홈페이지
체험안내

http://tour.jangseong.go.kr/home/tour
방문 전 예약전화 필수

전라남도 기념물 제 54호인 봉암서원은 망암
변이중 선생(1546~1611)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후진(나이가 아래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시징당은 망암 변이중 선생의 화차도설을
참고하여 제작한 화차모형, 총통, 신기전 등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시징당은 ‘오랑캐를 응징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망암선생이 발명한 ‘화차’는 임진왜란 시 3대
발명품의 하나로 기동성과 화력이 탁월한
병기였다.
봉암서원 입구 왼쪽에 있는 삼강정려는
망암 변이중 선생의 종제인 휴암 변윤중
선생과 부인 함풍성씨 그리고 며느리 이천서
씨의 삼강(유교에서 근본이 되는 도리)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망암 변이중 선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망암선생(1546~1611)은 1546년 5월 17일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에서

사전활동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어나셨다. 선생의 나이 39세 되던 1636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인 1637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시니 작은 암자를 부모님

묘소의 남쪽 봉우리 언덕 곁에 짓고, 초하루와 보름이면 반드시 서대에

올라 묘소를 바라보며 절하고 통곡하였다. 그래서 이 암자를 망암(望菴)

이라고 불렀는데 선생의 호(본명 대신 쓰는 이름)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예조정랑에 임명되었고,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때 임금을 수행하였고,

3차에 토벌대책을 상소하고, 의병을 일으키고 수만의 정병을 모집하였으며

시징당(화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3만석의 군량을 조달하였다. ‘총통화전도설’과 ‘화차도설’ 등을 지었으며

직접 화차 300량을 제작하여 행주대첩을 승리고 이끈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봉암서원의 건립 배경 알아봅시다.

노령산맥의 하나인 입암산의 한 줄기가 광덕산과 성미산 구봉산 등을

거쳐 봉암산이 되니 그 모양이 봉명조양(鳳鳴朝陽, 봉황새가 동쪽에서

삼강정려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다는 뜻으로 천하가 태평할 조짐을 일컬음)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봉암서원은 망암 변이중 선생(1546~1611)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후

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나 군사
전략에도 밝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큰 공을 세운 분이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봉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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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괄호 안을 채워 봅시다.

 망암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때 (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

)를 발명하여 행주

)을 지나면 (

‘시징당’의 뜻을 알아봅시다.

)이 보인다.

이 곳은 유림(유학생 무리)의 화합 장소이면서 유생들이 글을
배우는 교육장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가운데 대청마루와 같은

넓은 공간이 있고, 양쪽은 방으로 이루어졌다. 안으로 들어서면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생활하던 공간인 (
자리 잡고 있다.

)와 (

옛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가

		
		
		
		
		
		
		

체험활동

체험활동
삼강정려비를 찾아보고 그 곳에 담긴 의미를 써 봅시다.

화차를 살펴보고 화차에 있는 각 구멍의 용도를 알아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봉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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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계곡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399

전 화

문화관광과 061) 390-7241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남창관리소 061)393-7288

높이 654m의 입암산 기슭에 위치한
남창계곡은 산성골, 은선동, 반석동, 하곡동,
자하동, 내인골 등 여섯 갈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길이가 십여리(약 4㎞)에
이르며 계곡 곳곳마다 크고 작은 폭포와
기암괴석(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늘어서
있다.
온갖 새소리가 그침이 없는 울창한 숲이
있어 삼림욕을 할 수 있고 물고기의 작은
놀림까지 들여다보이는 수정처럼 맑은
계곡물에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가을에는 계곡물에 떨어진 단풍잎과
단풍나무의 조화가 멋진 곳이다. 또한
계곡을 따라 지루하지 않게 이어지는 삼나무
오솔길은 남창계곡이 자랑하는 가장 빼어난
멋이다.

입암산성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0-2

전 화

문화관광과 061) 390-7224

홈페이지

http://tour.jangseong.go.kr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남창관리소 061)393-7288

입암산성은 원래 삼국시대에 세워진 옛 성을
고려, 조선시대에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산
정상 갓바위에 오르면 북쪽으로 넓게 펼쳐진
정읍 일원의 곡창지대와 남쪽 고갯길로 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어 적을 감시하기가
쉬웠다. 또 사방이 높아 밖에서는 성안이
보이지 않지만 성 안은 넓어 많은 군사와
주민이 머물 수 있었다.
고려 말 몽골에 대항할 때에 송군비 장군이
몽골군을 물리친 성으로도 유명하며,
조선시대에는 왜적에 맞서 대항하던 윤진
장군이 장렬히 전사한 곳이기도 하다. 피와
땀으로 내 나라를 지키려던 조상들의 숨결이
깃든 이곳 성곽은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윤진의 순의비가 있고, 가을 억새는
장관을 이룬다.
전남과 전북을 지키는 중요한 곳에 위치한
입압산성은 근처에 있는 내장산, 백암산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가을 단풍이
빼어나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남창계곡/입암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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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 곳을 채워 봅시다.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수질
급수

물의 상태

사는 물고기

사전활동

포곡식산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 때문에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였
습니다. 지형에 따라 어떤 산성이 만들어졌을까요? 인터넷 검
색을 통하여 어떤 모양인지 직접 그려 봅시다.

1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냄새
급수 도 없고 맑고 깨끗한 물
비교적 맑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2
1급수처럼 바로 먹을 수는 없는
급수
물
황갈색의 탁한 물로 인해 바닥이
3
잘 보이지 않고 해감이 널려 있
급수
는물
4-5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
급수

포곡식산성

자연적인 산의 모양을 따라 쌓은
산성으로 계곡을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적의 공격
을 방어하기에 좋다

테뫼식산성

산봉우리 중턱쯤에 한 바퀴 휘돌
아 쌓은 것으로 멀리서 보면 시
루에 흰 번을 두른 것으로 보이
므로 ‘시루성’이라고도 한다.

사전활동
입암산성과 관련된 인물을 탐구해 봅시다.

관련인물

한 일

MEMO

송군비

윤 진

전봉준

함께해요! 장성체험! 남창계곡/입암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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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관찰해 봅시다.

 남창계곡을 따라 오르며 관찰하고 그려 봅시다.
계곡 물 속에 사는 생물

삼나무의 생김새

체험·사후활동
인증샷을 찍어 봅시다.

□ 남창계곡 물에 손 담그기

□ 삼나무 숲길에서 친구와 다정하게
□ 남문 성곽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입암산성의 성벽을 배경으로 성을 지키기 위해 힘쓴 의병들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 성벽

□ 성벽 앞에서 단체 사진
□ 윤진장군 순의비
□ 물길 흔적
□ 가을억새
□ 거북바위
□치

□ 독특하게 생긴 나무
□ 야생화 5종류
□ 갓바위

□ 갓바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함께해요! 장성체험! 남창계곡/입암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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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전 화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홈페이지

http://www.baekyangsa.or.kr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061)392-7288

내장산 국립공원 내 백암산에 있는 절로,
1,400여 년 전 백제 무왕(632년) 때 세워졌다.
백암사, 정토사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선조
때 지완스님이 영천굴에서 설법(불교의
가르침을 설명)을 할 때 흰 양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의해
백양사로 바뀌었다.
거대한 바위를 배경으로 좌우에 맑고 찬
계곡물이 흘러내려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며
기도가 신비하여 소원이 빨리 성취되고, 맑은
기운이 샘솟아 정신수양에 가장 좋은 신성한
곳이라고 전해 온다.
보물인 소요대사 부도(덕이 높은 승려의
유골을 넣고 쌓은 돌탑)와 극락보전, 대웅전,
사천왕문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비자나무 숲과 고불매 등의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다.

사전활동
절에 대해 자유롭게 마인드맵을 만들어봅시다.

순
1
2
3

절
(사찰)

백양사 10문 10답 (8~10번은 내가 만들어요)
질문

백양사가 있는 곳은 무슨
산일까요?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백양사만의 독특한 구조 (1)

4

백양사만의 독특한 구조 (2)

5

‘이 뭣꼬?’의 뜻은?

6

약사암의 뜻은?

7
8

답과 설명

비자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 했을까요?

9
10
함께해요! 장성체험! 백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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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을 찍어 봅시다.

사람들이 백양사를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백양사 입구 백암산
□ 갈참나무 할아버지
□ 고로쇠 나무

□ 쌍계루 모습 촬영 후 180도 뒤집어 보기

□ 학바위를 배경으로 대웅전 기와지붕 찍기
□ 비자나무 잎 찍기

□ 비자나무 숲길 국기단



백양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면담해 봅시다.
 백양사를 방문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 백양사가 품은 문화재들

□ 약사암에 오르는 길 자연 경관 찍기
□ 약사암에 올라 백양사 찍기
□ 영천굴 굴 내부 모습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 약사암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풍경
 다른 사람들에게 백양사를 소개해 줄 한 마디는?

체험활동

체험활동
 직접 보고 가본 곳의 개수로 점수를 매겨 봅시다.

백양사가 품은 문화재들을 만나 봅시다.
고불매

(제○○○호를 채워 보세요.)

비자나무숲

청류암 관음전

사천왕문

천연기념물 제○○○호

천연기념물 제○○○호

문화재자료 제○○○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매년 3월 말경에 피는 홍매화로
호남 4매화 중 으뜸입니다.

비자나무 5,0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진드기나 병충해를 막아 줍니다.

백양사에 소속된 암자로 마음을 맑
게 하여 착하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네 방향(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건물입니다.

백양사 백학봉

극락전 아미타회상도

대웅전

극락보전

명승 제○○○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백학봉의 암벽과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대한 8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비단 바탕에 채색한 그림으로
여러 장의 비단을 이어 만든
화려한 작품입니다.

최고로 모시는 석가모니 불상을
모신 법당입니다.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아주 깨끗한
세상으로 이끄는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입니다.

각진국사 진영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소요대사 부도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전라남도 유형문화제 제○○○호

보물 제○○○○호

백양사를 세 번째로 다시 고쳐 지은
승려의 초상화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인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백양사 극락보전에
모셔진 2m가 넘는 목조상입니다.

소요대사의 높은 덕을 기리고자
만든 둥근 종모양 돌탑입니다.

나의 눈도장,
발도장 점수는?
점

함께해요! 장성체험! 백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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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달라요

 내장산 남쪽 지방에서 자라고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백양꽃. 상사화나 꽃무릇과 닮아 헷갈리지만 분명히 다
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백양꽃

상사화

꽃무릇

MEMO

체험활동

체험활동

단풍잎으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백양사 일대를 수놓는 단풍잎을 이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백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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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591-8

전 화

장성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061) 392-7248

홈페이지

http://tour.jangseng.go.kr (장성군 문화관광)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사무소 (061) 393-0805

백암산과 입암산의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황룡강의 상류를 막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등 4개
시·군·구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낚시터, 수상스키, 조정 등
전국적인 수상관광지로 유명하며 1977년
장성호 관광지로 지정되어 장성 관광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이곳에 조성된 장성문화예술공원에는
우리나라 및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의
혼이 담긴 시(詩), 서(書), 화(畵), 어록(語錄)
103점의 작품을 조각에 새겨 설치한 최대
규모의 조각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1936년
장성에서 태어나 50년 넘게 영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를 알린 임권택 감독을 기념한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이 조성되어 있다.

사전활동
이곳을 참고하세요
●

 ttp://kids.kwater.or.kr
h
방울이의 신나는 물 여행 - 애니방 - 즐거운 댐여행 - 8분 보기
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댐은 무엇인가요?

 댐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전남 지방에는 어떤 댐들이 있나요?

 댐의 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체험활동
인증샷을 찍어 봅시다.

□ 창조의 문

□ 물레방아 옆 홍길동

□ 장성호 북상면 수몰문화관 벽 실향민의 글
□ 임권택 감독 동상과 함께
□ 전망대에 올라 본 전경
□ 가장 마음에 드는 시
□ 가장 마음에 드는 글

□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

□ 가장 인상 깊은 조각품과 함께

□ 임권택 시네마테크 입구에서
□ 조트로프 체험

□ 프락시노스코프 체험

함께해요! 장성체험!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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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호는 1973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76년 완성되었다. 댐 건설로
장성군 북상면이 물에 잠기면서 이곳에 살던 주민 5,826명이 고향을 잃
고 서울, 광주, 정읍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
긴 그 당시 주민들이 물 속에 잠긴 그들의 고향을 복원하여 영원히 남기
고자, 북하면 쌍웅리(장성호 관광지)에 ‘장성호 북상면 수몰문화관’을 건
립하였다.

정말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임권택 감독이 찍은 영화는 역사, 길, 전통,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
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초성으로 찾아봅시다.
㉠
㉡
㉢
㉣
㉤
㉥
㉦
㉧
㉨
㉩
㉪
㉫

 수몰문화관 건물 벽에 새겨진 실향민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체험활동

㉬
㉭
  깜짝퀴즈 제목에 없는 초성은 무엇일까요?
답

체험활동
가장 마음에 들어요.

 문화예술공원에 있는 조각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
라 그려보고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사후활동
생각해 봅시다.

 댐 건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댐 건설로 생기는 문제점에 관한 기사
를 찾아 붙이고 나의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제목
출처

기사
내용

나의
생각

함께해요! 장성체험!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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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산 및 방장산 자연휴양림
방장산은 전·남북의 경계지역이며 노령
산맥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방장산은,
험준한 산세로 옛날에는 도적떼들이
숨어살았는데, 이들에게 잡혀간 한 여인이
남편이 구해주러 오지않자 기다림에 지쳐
불렀다는「방등산가」
(방장산의 옛명)가 있다.
자연친화적인 방장산 숲 탐방길은 완만한
오솔길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어려움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고창평야와 멀리 서해를 볼 수 있다.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

전 화

061) 394-5523

홈페이지

http://www.huyang.go.kr

사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숲 해설프로그램

숲속 공예마을

에코어드벤처

유아숲체험원

내

용

숲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며 나무의 이름, 쓰임새, 얽
힌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지고 느낌으로써 자연과의
친화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휴양림을 찾아 주시는 고객에게 친숙한 나무를 이용
하여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이 직접 집에서 필요한 나
무목걸이, 우드버닝 문패, 편백비누만들기, 편백물비
누만들기, 천연해충퇴치 스프레이& 천연버물리(시즌
체험) 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다양
한 체험활동과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사이를 와이어, 목재구조물, 로
프 등으로 연결하여 땅을 밟지 않고 나무와 나무사
이를 이동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친환경 레포츠시설
(참가조건: 신장140cm 이상)

숲에서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
성과 창의성 등을 배양하도록 운영되는 자연체험활
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함께해요! 장성체험! 방장산 및 방장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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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꼭~ 알아둡시다.

 침엽수와 활엽수 비교

침엽수 (입이 바늘처럼 가는 모양)

소나무, 잣나무, 주목, 비자나무, 노간주, 향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등
활엽수 (입이 넓은 모양)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목련,
사철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

 숲 체험 활동시 주의 사항

사전활동

방장산 숲 체험 길은 오솔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길이 좁고 풀
들이 많이 자라있다. 숲 체험을 갈 때에는 반드시 긴 바지와
운동화를 준비하고, 오솔길 외에 숲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체험활동
 만의 식물도감을
나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나뭇잎을 수집

하여 관찰해보고 나만
의 식물도감을 만들어
보세요.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굴참나무

배롱나무

생강나무

비목나무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잎을 붙이세요

삼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함께해요! 장성체험! 방장산 및 방장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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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의 식물도감을
나
		 만들어 봅시다.

체험활동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굴참나무

배롱나무

생강나무

비목나무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의 모양과 잎맥의 모습
을 관찰하고 특징을 써보
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 잎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
아보고 특징을 써보세요.

삼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솔방울에 대해 알아봅시다.

 솔방울을 물에 담갔을 때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계곡물 이용)
물에 담그기
전의 모습
물에 담근
후의 모습

왜 그럴까?

함께 숲길을 걸어봅시다.

 숲 체험 감상 쓰기

		
		

솔방울의 껍질 사이에는 소나무의
씨앗이 있어요.
소나무는 씨앗이 빗물에 떨어지지 않
도록 모습을 바꾼답니다.

 솔방울을 이용해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봅시다. (가정 연계활동)
1. 솔방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2. 물에 담가놓은 솔방울을 건져내어 가습이 필요한 곳에 둔다.

		
		
		
		
		
		
		
		
함께해요! 장성체험! 방장산 및 방장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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