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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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화차길 159
홈페이지 � http://tour.jangseong.go.kr/home/tour
전   화 � 061) 390-7226

봉암서원



 망암 변이중 선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봉암서원의 건립 배경 알아봅시다.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징당(화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삼강정려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전활동

  망암선생(1546~1611)은 1546년 5월 17일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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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석의 군량을 조달하였다. ‘총통화전도설’과 ‘화차도설’ 등을 지었으며 
직접 화차 300량을 제작하여 행주대첩을 승리고 이끈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노령산맥의 하나인 입암산의 한 줄기가 광덕산과 성미산 구봉산 등을 
거쳐 봉암산이 되니 그 모양이 봉명조양(鳳鳴朝陽, 봉황새가 동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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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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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괄호 안을 채워 봅시다.

� � �망암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때 (               )를 발명하여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        )을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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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     )가 
자리 잡고 있다.  

 옛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시징당’의 뜻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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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정려비를 찾아보고 그 곳에 담긴 의미를 써 봅시다.  화차를 살펴보고 화차에 있는 각 구멍의 용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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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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