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3> 오죽헌 탐방하기

[강릉권 – ③ 삼척·태백·동해] 삼척·태백을 중심으로 생태와 체험활동 수학여행 짜기

오죽헌에 대하여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李珥)와 관련하여 유명해진 강릉 지역의 대
표적인 유적지이다. 오죽헌은 조선 초기의 건축물로, 건축사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인
정받아 1963년 보물 제165호로 지정됐다. 이 곳 몽룡실(夢龍室)에서 율곡 이이가 태어
났다고 한다. 경내에는 오죽헌을 비롯하여 문성사(文成祠), 사랑채, 어제각(御製閣), 율
곡기념관, 강릉시립박물관 등이 있다. 문성사는 율곡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며, 어제각
은 율곡의 저서 <격몽요결>과 율곡이 유년기에 사용 하였던 벼루(용연)를 보관하기 위
한 유품소장각이다. 한편 율곡기념관은 율곡의 저서와 신사임당의 유작을 비롯하여
매창·옥산 이우 등, 율곡 일가의 유품 전시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오죽헌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 2일차 – 하슬라 아트월드, 바다열차 탑승

생태탐방과 체험활동의 삼척∙태백∙동해권 (program3)
1

개요

관련 교과
및
단원명

<활동 1> 하슬라 아트월드 관람하기
▷ 하슬라 아트월드 안내도를 참고하여 관람경로 확인하기
- 공원 입장료(개인 : 6,000원/단체 5,000원) 미술관 입장료(개인 7,000원/단체 6,000원),

수용인원

공원+미술관 입장료(개인 10,000원/ 단체 9,000원)

•
•
•
•
•
•
•

4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1학기 사회 1.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2학기 도덕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2학기 과학 1. 식물의 생활
1학기 사회 1.살기좋은 우리 국토/2.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1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실과 - 건강한 식생활 단원
2학기 체육 – 여가활동 단원

200명 내외

활동일정

활동형태

2박 3일

조별 학습

▷ 관람하며 수행과제 해결하기(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기록하기 등)
자원명

▷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기
체험명
마리오네트
인형만들기
나무아트
프로그램
예술체험
프로그램
두뇌개발
프로그램

체험내용
신체의 관절이 연결된 나무
인형에 색칠하여 완성하여
움직여보기

요금
12,000원

피노키오/삐에로 인형만들기
아트양초만들기/나만의티셔츠/
초충도만들기/머그잔만들기
오토포이 키트를 색칠하거나
조립하여 만들기

유형
홈페이지

삼척 동굴엑스포타운

지역

강원도 삼척

☑ 체험시설 □ 전시·공연시설 ☑ 문화재, 역사 ☑ 자연
☑ 관공서 □ 안전·의료·복지시설 □ 연구시설 □ 기타( )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
re/where_tour.jsp?cid=130453

단체 1,000원
개인 1,500원
(단체 30인 이상)

이용료

10,000원
12,000원/ 15,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자원명
유형

삼척시립박물관

지역

강원도 삼척

□ 체험시설 ☑ 전시·공연시설 ☑ 문화재, 역사 □ 자연
☑ 관공서 □ 안전·의료·복지시설 □ 연구시설 □ 기타( )

홈페이지

http://www.scm.go.kr/

자원명

태백 365세이프타운

이용료

무료

※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상기시키고,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 공원이나 미술관에서 수행과제를 우선으로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 체험활
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 체험활동 참여 시 강사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안내한다.

유형
홈페이지

<활동 2> 바다열차 탑승

지역

☑ 체험시설 □ 전시·공연시설 □ 문화재, 역사 □ 자연
☑ 관공서 ☑ 안전·의료·복지시설 □ 연구시설 □ 기타( )
https://www.facebook.com/365safetown

이용료

▷ 바다열차를 타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느끼기
- 입장료 (일반실 어린이 기준 11,700원)
- 운행시간표 (정동진-삼척/ 정동진역 기준 출발시각 10:30, 14:10)

자원명
유형

▷ 바다열차를 타고 해안지형 살펴보기
▷ 수행과제 해결하기(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기록하기 등)

홈페이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기본료 8,000원(5개 미만 체험)
자유이용권 18,000원
(인터넷 구입 시 저가구매 가능)

지역

강원도 태백

☑ 체험시설 □ 전시·공연시설 ☑ 문화재, 역사 ☑ 자연
☑ 관공서 □ 안전·의료·복지시설 □ 연구시설 □ 기타( )
http://www.paleozoic.go.kr

▣ 3일차 – 대금굴, 환선굴 ☞ 중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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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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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단체 700원(20인 이상)
개인 1,000원

<활동 2> 헤양레일바이크 탑승하기

일정

2

▷ 이용 안내
1일차

2일차

3일차

구분

동굴 엑스포타운

장호항 투명카누

365세이프타운, 소방학교

주간운행

민물고기전시관

환선굴, 대금굴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해양레일바이크

추추파크

구문소, 석탄박물관

자원명

당일
추가
선택
자원

야간운행

체험내용
궁촌역 → 용화역
용호역 → 궁촌역
궁촌역 → 용화역
용호역 → 궁촌역

2인승

4인승

일반

단체

일반

단체

20,000원

18,000원

30,000원

27,000원

22,000원

20,000원

33,000원

30,000원

비고
※토,일요
일,공휴일
단체할인
없음

∙동해: 심곡약천마을, 천곡동굴, 무릉계곡, 추암 촛대바위

※ 단체적용 :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 중복적용 불가

∙삼척: 이사부사자공원, 도계 유리공예마을, 시립박물관, 죽서루, 수로

※ 할인대상자 : 삼척시·태백시·정선군·영월군 주민과 삼척시 '자매도시' 주민

체험형 부인공원
∙태백: 바람의 언덕, 황지연못, 상장동 벽화마을, 철암 단풍군락지
∙동해: 늘햇살 만우농촌마을, 청정신흥마을, 봉황새마을, 이로마을
숙박 ∙삼척(농산촌체험): 너와마을, 고천마을, 산양마을, 덕풍계곡마을, 가시
체험형 오가피마을, 맹방유채꽃마을, 신선마을
∙태백: 청소년수련관(수련・태백산 등반), 검룡소(한강 발원지 트래킹)

※ 동선에 따라 거꾸로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음.

▷ 곰솔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레일바이크는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
선을 따라 5.4km복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가 연출되는 환상
의 터널은 잠시나마 신비로운 해저터널을 여행한 듯 하다. 수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으
로 설계된 레일바이크는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삼척의 추억을 듬뿍 가져
갈 베스트 코스 중 하나이다.
※ 탑승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요원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안내하여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교사가 함께 탑승 지도한다.

3

활동내용

▣ 2일차 – 장호항, 삼척동굴(환선굴 또는 대금굴), 추추파크

▣ 1일차 – 동굴 엑스포타운, 민물고기전시관, 해양레일바이크
<활동 1> 장호 어촌체험마을(장호항) - 투명카누 및 스노쿨링 체험하기
<활동 1> 동굴 엑스포타운 관람하기

▷ 투명카누타기, 바다레프팅, 스노클링, 오리배타기, 후릿그물체험 등이 있다. 특히 투

▷ 사전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삼척에 있는 동굴의 생성 원리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 동굴신비관 1, 2층은 세계유명동굴과 영화 속의 동굴, 동굴의 문화연출, 동굴의 과거/
현재/미래 디오라마, 동굴의 파괴/보존 디오라마와 환생교 및 학술관련자료, 동굴내
서식동물인 박쥐의 생태, 기념사진 촬영 코너 및 전망대, 박쥐의 일생을 디오라마로
연출하고, 3,4층 주제영상관에서는 대형 I-MAX영상으로 환상의 동굴을 체험하는 순
서로 자유롭게 관람하기
- 입장료(어린이 개인 : 1,500원/ 어린이 단체(30인) : 1,000원)
▷ 관람하며 수행과제 해결하기(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기록하기 등)

명카누타기는 깨끗한 장호의 바닷 속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체험이다.
▷ 체험료: 스노쿨링 11,000원/ 투명카누 2인용 22,000원(30분), 4인용 44,000원(30분)
▷ 해양생태 관찰하며 수행과제 해결하기(체험 후 본 것, 느낀 점 작성하기 등)
※ 어촌체험활동은 내륙지방 학생들이 해보지 못한 해양생태 관찰 등 매우 흥미있는
활동이나 특성상 여름철과 가까운 시기에 일정이 있을 시 가능한 체험활동이다.
<활동 2> 환선굴 또는 대금굴 관람하기
▷ 환선굴은 약 5억 3천만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로, 동양최대의 크기이다. 동굴내
부에는 미인상, 거북이, 항아리 등 여러 모양의 종류석,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잘 발달
되어 있다. 환선굴에서 발견된 동물은 모두 47종이며, 이 중에서 환선장님좀딱정벌레

※ 동굴엑스포타운은 크게 동굴신비관과 동굴탐험관 2개로 나뉘어져 있어 통로와 입
구가 복잡해 학생들이 대형이 흐트러져 소집의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약속된 시간을
지키도록 하며 항상 교사의 시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행과제 해결 및 체험활동에 우선 참여할 수 안내한다.

등 4종이 환선굴에서만 발견되거나 환선굴이 모식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2010년 4월부
터 환선굴 모노레일 운행을 시작하였고, 좀 더 쉽게 환선굴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 대금굴은 인근에 있는 환선굴, 관음굴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동굴로, 동굴 발견까
지 4년, 시설물 설치 3년, 총 7년의 준비기간 끝에 개방되었다.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동굴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지하에는 근원지를 알 수 없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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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동굴수가 흐르고 있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동굴호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체험비: 환선굴(개인 2,000원/단체 1,700원), 대금굴(개인 6,000원/단체 5,000원)
※ 환선굴, 대금굴의 관람 시간은 대략 1시간~1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 동굴이라는 특
성상 어둡고 미끄러운 곳이 많으므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은 미끄러지지

※ 365세이프타운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관을 흥미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각효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위해서는 강원도소방학교에 따로 연락하여 CPR체험장과 소화피난체험
장을 이용 신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소방학교는 세이프타운과 연계하여 체험실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활동 2> 구문소 및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람하기

않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 대금굴의 이용요금에는 모노레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선굴은 모노레일을 이용할 시

▷ 구문소 지역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된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편도 2,000원 왕복 3,000원의 이용로가 추가된다.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한다.

으로 고생대의 따뜻한 바다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 널리 분포된 지역이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전기고생대 지질층서가 연속 관찰되고, 중기고생대 부정합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학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삼엽충을 비롯하여 완족동물,

<활동 3> 추추파크 관람하기
▷ 하이원추추파크는 삼척시 도계읍에 폐선된 스위치백 구간과 영동선을 활용한 국내최

필석류, 연체동물, 코노돈트 등 많은 화석이 산출되어 우리나라 고생대 화석의 보고라 할

초 기차테마파크이다. 추추파크 단지 내에는 추억의 증기기관차인 스위치백트레인, 스위

수 있다. 고생대 자연환경과 그 곳에 살았던 생물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화석 및

스 산악기차인 인클라인트레인, 국내 최고속도 레일코스터, 세계 유명기차를 미니어처로

퇴적구조를 구문소지역 일대에서 체험학습을 겸한 교육효과 향상과 학자들의 자연사 연

체험할 수 있는 미니트레인 등 4가지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기차테마파크의 객식을

구에 기여하고자 이곳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용한 숙소와 북유럽 별장형 단독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관람료는 어린이 개인 1,000원/ 단체 7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 이용요금: 레일바이크(2인승-28,000원, 4인승-35,000원), 인클라인트레인(6,000원), 스위

▷ 관람하며 수행과제 해결하기(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 기록하기 등)

치백트레인(5,000원), 미니트레인(4,000원)

※ 총 5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야외체험학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문소와 함께 야외

※ 추추파크는 하이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체험시설요금이 비싸며 숙박요금도 매우 고
가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이용하기 용이하다. 삼척과 태백을 잇는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체험료 3,000원)
※ 실내 상설체험

중간 지점이여서 위치상으로 좋고 중소규모 단체 수학여행에 적합하다.
※ 추추파크 사이트: http://choochoopark.com

▣ 3일차 – 태백365세이프타운, 구문소 및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활동 1> 태백365세이프타운 및 소방학교 안전체험활동
▷ 365세이프타운은 태백시가 국내외 최초로 ‘안전’을 테마로 하여 교육 놀이시설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시설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공익적 안전테마파크이다. 총 3개 지구로 안전체험시설이 있는 장
성지구와 산 정상에 챌린지 시설이 있는 중앙지구, 강원도 소방학교가 운영중인 철암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 이용요금: 자유이용권(18,000원)을 구매해야 의미있다. 폐광지역 시군은 50% 감면, 강
원도 재학생은 20%의 감면 해택이 있다. 학생단체의 경우 30% 할인혜택도 있으므로 20
명이상 단체 활동에 유리하다. 인터넷에 저렴한 티켓이 나오기도 하니 구매가능하면 활
용해도 좋다.

<활동 3> 석탄박물관 관람하기
▷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 자원으로서 생활연료 공급과 기간산업의 중
추적인 역할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청정에너지 사
용 증대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그간의 석탄산업 변천사와 석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곳에 모아 귀중한 사료가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서도 산업역군으로서 석탄생산에 종사한 광산근로자들의 업적을 알리고 석탄산업 전반
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 석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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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료 : 태백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한시적 관람료 무료(유료전환 시기는 별도 공지)

▷ 당일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하기

▷ 총 8개 주제의 전시실, 특별전시실, 야외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7,731개의 소
장품 중에는 화석과 공물 이외에도 도서류, 향토사료, 광산생활 자료 등을 보유하고

지역

체험내용

봉황새마을
(010-2858-1413)

농산물 체험(딸기, 옥수수,감
사,고구마,블루베리)
천연염
색, 연꽃축제, 꿀벌체험

천곡천연동굴
(539-3630~1)

석회암 동굴 탐방
램프워킹

10,000원

유리공예마을

글래스 샌딩

10,000원

있다.
< 추가선택활동 >

동해

▷ 숙박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하기
지역

체험장소

체험내용

만우농촌마을

영농체험,과수원체험,자연체험,
전통문화체험,레포트체험
김장체험, 손두부 및 전통장
만들기, 시골에서 하룻밤
만들기(전통두부,화전,천연염색)
시조짓기, 떡메치기, 차훈명상,
다도체험, 국궁, 농악, 다듬이,
물놀이, 메기·메뚜기 잡기
만들기(인절미,천연염색,손두부,
너와집짓기,설피,감자굽기)
수확(머루,산나물,송어)
전통먹거리(콩과즐,콩강정,보리
쨈빵,쌀머핀,다식,오리떡)
만들기체험(피자,수수경단,쿠키,
송편,모기스프레이,타일액자,청
사초롱), 수확체험(단감, 고사
리,감자,고구마),숲속놀이체험,
물놀이체험
만들기(천연방향제,비누,캔들,베
이커리,솟대,꼬마눈사람,과즐),
수확(블루베리,블랙라즈베리,찰
옥수수,앵두), 힐링체험
수학여행체험 (1박2일, 2박3일,
3박4일), 화전, 감자심기, 맨손
송어잡기, 김장, 고사리따기
만들기체험(유채꽃·딸기비누),
유채꽃 인절미, 토피어리, 솔방
울 공예,딸기쿠키,전통과즐.컵)
수확체험(고구마,시금치,딸기)

(534-3224)

청정신흥마을
동해

(522-2884)

심곡약천마을
(070-7769-8672)

너와마을
(552-1659)

고든내마을
(572-0995)

산양마을
(572-8658)
삼척

가시오가피마을
(573-2120)

고무릉환선마을
(541-4800)
맹방유채꽃마을
(070-4118-0105)

청소년수련관
태백

(554-0411~2)

검룡소

수련활동(서바이벌,인공암
벽,화석체험 등)+ 백두대간
체험활동(태백산 등반, 자
연관찰, 석탄박물관 견학)
한강 발원지, 트래킹 가능,
1.4km전 주차장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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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학생기준)
삼척

무료 ~ 25,000원
5,000원 ~ 10,000원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요금(학생기준)

체험마을

개인
3,000원

1,000원

(541-6259)
퓨징접시

덕풍계곡마을
(576-0394)

단체

3만5천

자전거타고 산소여행
(용소골 자전거 트래킹)

800원

2만8천
(30명 이상)
5,000원
(40명 이상)

5,000원 ~ 15,000원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 숙박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쉽게 기획할 수 있다.
※ 숙박형 프로그램의 경우 숙박을 함께 하면 더욱 프로그램을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5,000원 ~ 46,000원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10,000원
(지자체 보조신청시 50% 금액만)

체험할 수 있으므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숙박료는 인원과 배치에 따라 유동적이
므로 해당 장소에 문의와 상담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싶을
때는 직접 답사나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포털사이트에서‘정보화마을’이
나‘인빌체험’으로 들어가 해당 마을이 대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별도의 누리
집을 운영하는 마을도 있으므로 검색 후 참고한다.

2,000원 ~ 10,000원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홈페이지 참고
5,000원 ~ 58,000원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 정보화마을(인빌체험) : http://tour.invil.com/front/tour/main/index.do
(고무릉환선마을, 가시오가피마을, 너와마을, 덕풍마을, 산양마을, 심곡약천마

5,000원 ~ 88,000원

을, 신흥마을 등 체험마을 및 프로그램 소개)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 동해관광 : http://www.dhtour.go.kr/

10,000원 내외
(종류에 따라, 기준 인원 확인)
숙박
비

급식
비

6,000
원

5,000
(60명
이상)

수련
활동비
2박
3일
1박
2일

- 관광강릉 : http://www.gntour.go.kr/

시설
이용비

- 삼척문화관광 : http://tour.samcheok.go.kr/
- 봉황새마을 : http://5218559.modoo.at/
- 도계유리마을 : http://www.dogyeglass.co.kr/menu2_1.php

18,000

8,000

- 만우농촌마을 : http://cafe.naver.com/geva/90

12,000

5,000

- 맹방유채꽃마을 : http://www.맹방유채꽃마을.kr/

입장료 없음

- 태백청소년수련관 : http://www.tbyou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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