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현박물관
오리(梧里)

탐험대
‘청백리 이원익선생에게 묻다.’

＊본 리플릿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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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47번길 5-6
T. 02.898.0505  F. 02.898.2507
H. www.chunghyeon.org

회차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1회 4/15 5/20 6/17 7/15 8/12 9/9 10/14

2회 4/22 5/27 6/24 7/22 8/19 9/16 10/21

3회 4/29 6/3 7/1 7/29 8/26 9/23 10/28

4회 5/13 6/10 7/8 8/5 9/2 9/30 11/4

● 일시	 4월	15일	~	11월	4일
									 매주	토요일	10:00	~	13:00
● 장소	 충현박물관
● 모집대상	 초등학교	4~6학년	고학년생
● 접수방법	 전화예약(선착순)	,	체험비	:	무료
														 02-	898-0505	(담당자	:	윤나영)
● 교육기획 및 개발		충현박물관	학예사	김원영
																																충현박물관	교육사	윤나영
● 프로그램 소개
	‘오리(梧里)	탐험대,	청백리	이원익선생에게	묻다.’는	오리이원익	
선생의	유물	·	유적들을	통해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놀이	및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안내
  ·1주차	:	첫	번째	오리탐험대!	이원익의	마음씨
  ·2주차	:	두	번째	오리탐험대!	이원익의	여유	찾기
  ·3주차	:	세	번째	오리탐험대!	이원익의	글솜씨
  ·4주차	:	네	번째	오리탐험대!	도전~	과거시험!!

※	1기수	당	20명	내외(4주	운영),	
				신청자	결원	시	대기자	우선	참여가능

 관람안내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4시까지	입장가능)
휴  관  일	 매주	일	·	월요일,	명절	연휴
관람요금	 성인	3,500원	청소년	2,500원,
	 7세	이하	2,000원

 오시는 길

대중교통
1호선(석수역)
시흥대로방향	마을버스	1번	이화주유소	하차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5627,	5633번	버스	충현고교	하차
7호선(철산역)
2번	출구	2번,	17번	버스	광명KTX역	방향
소하2동주민센터	·	광명동굴길입구	하차

*차량이용	시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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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오리(梧里) 탐험대 청백리 이원익선생에게 묻다.’ 

박물관 체험교육
오리이원익 선생의 생활상과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놀이 및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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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박물관 관람안내도

	1	 충현관

	2	 종택

	3	 관감당	및	탄금암

	4	 오리영우

	5	 충현서원지

	6	 삼상대

	7	 풍욕대

	8	 야외학습장

	9	 함천군	내외묘소

	10	이원보	내외묘소

	11	이억령	묘소

	12	함천군	묘갈

충현박물관은 조선중기 대표적인 청백리 재상인 오리 이원익(梧里 李元翼, 1547-1634) 선생과 그의 직계 후손들의 

유적과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종가박물관이다. 선생의 충ㆍ효ㆍ청백리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던 선비가

문의 청렴한 생활철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며, 2003년 개관 이래 매년 다양한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충현박물관 구성은 상설전시관인 충현관(忠賢館)과 야외전시장으로 되어있다. 충현관에는 이원익 
선생의 영정(影幀), 친필, 문집, 목가구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인조임금이 선생에게 
하사한 사택인 관감당(觀感堂)과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오리영우(梧里影宇),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宗宅) 등이 보존되어 있어 옛 종가문화를 느낄 수 있다.

충현박물관오리(梧里)탐험대
‘청백리 이원익선생에게 묻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매주	주말	아동	·	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	간	소통
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충현박물관은	‘오리(梧里)탐험대	청백리	이원익선생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이원익영정퍼즐놀이로	만나는	이원익의	
마음씨,	솜방망이만들기와	탁본체험을	통한	이원익의	여유
찾기,	서예켈리그라피활동을	통한	이원익의	글솜씨,	시제
짓기놀이를	통한	과거시험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하며,	1기수 당(20명 내외) 4주차의 교육으로,	총	7기수	
운영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위치한	충현박물관을	4주	동안	방문해,		
이원익	선생의	유물	·	유적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향상	될	것입니다.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연계프로그램

1. 오리이원익영정(보물 제1435호)

2. 관감당(경기도문화재자료 제90호)

3. 오리영우(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1호)
대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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