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용  상설전 관람학습지

관람안내 |

관람요금 | 무료

휴관일 | 매주 화요일

관람소요시간 | 약 1시간

하절기 3월 ~ 10월  관람시간 : 09:00 ~ 18:00   |  동절기 11월 ~ 2월 관람시간 : 09:00 ~ 17:00

입장시간 |

하절기 3월~10월 : 09:00 ~ 17:30   |  동절기 11월~2월 : 09:00 ~ 16:30

정기안내 해설 
|  안내시간 : 10:30 / 13:30 / 14:30 / 15:30 (3월~11월) 
|  안내동선 : 충무문 → 정려 → 옛집ㆍ활터 (약1시간정도 소요) 
|  충무문 앞으로 오시면 정해진 시각에 출발합니다. (사전예약 필요없음) 
|  현충사 정기안내 해설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의 단체해설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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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

● 홍살문

● 입구

●충무공
   이순신기념관

● 이면공묘소

● 구본전

● 충의문

● 충무공고택

● 활터

● 화장실

● 정려

●충무문

● 화장실

● 화장실

이곳 백암리 방화산 기슭은 충무공 이순신장

군님이 혼인하여 살던 옛집과 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충무공이 돌아가신지 108년이 지난 1706년

에 공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1707년 숙종 임금이 현충사顯忠祠라 사액 하였

습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사당

이 잠시 문을 닫았으나 1932년 온 겨레의 정

성으로 사당을 다시 세우게 되었답니다.

광복 후에는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

일에 탄신다례를 올리고 1966년부터 성역

화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충

사유적정비사업에 따라 충무공이순신기념

관을 세우면서 이순신 관련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1.현충사?

<현충사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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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장군님은 임진왜란 중 조선수

군을 이끌고 일본 수군을 무찔러 나라를 구

한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일찍이 일본 침략을 내다보고 거북선을 만들

었으며, 임진왜란 중에는 출격하는 싸움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량앞바다에서 1598년 11월 19일 

새벽 일본군의 총탄에 쓰려지고 말았습니다. 

선조 임금때 선무 일등공신으로 녹훈되고, 

인조임금 때 ‘충무공’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순신장군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첫 손에 꼽히는 

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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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시실은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의 승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

지 2차에 걸쳐서 우리 나라에 침입한 일본

과의 전쟁을 말해요. 1차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이라 

부르며, 2차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이라 부른답니다. 

1전시실에서는 임진왜란 중 주요 해전의 상황

과 조선 수군이 승리하게 된 주요 요인들인 화

포와 군선, 조선 수군의 체계와 전술, 거북선 

유물과 영상, 패널 등으로 전시하고 있답니다. 

2전시실은 충무공 이순신 장

군의 생애와 후대의 추모를 

다루고 있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연

표와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가문과  형

제, 후손들에 대한 유물들과 이순신 장군의 생애

를 따라 각종 교지와 난중일기, 장검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03.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1전시실
해전실

2전시실
충무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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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주요 전투의 출전 경과 및 전과에 대해 

보고한 것을 모은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임진왜란에 사용된 화포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해 보세요.

조선의 화포구조에서 화약을 넣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 동그라미 해

보세요~

1

선조 때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폭탄으로, 하늘을 진동시키는 소리

를 낸다는 뜻을 가진 폭탄은 무엇인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에 조선 개인의 무기는             이었다면, 

일본이 사용한 개인용 신무기는                       이었어요~

조선후기의 화약무기에 대해 적힌 병서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2개)

4

6

5

3

2

천자총통 / 전쟁총통 / 지자총통 / 현자총통 / 황자총통 / 임진총통

퀴즈를

풀어봅시다!

Quiz!

04.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심지구멍 들쇠

모병 약통 부리격목통

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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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은 전쟁 중 적진을 향해 맨 먼저 앞장서서 돌격하는 돌격선

으로 이용되었는데 맨 앞에서 싸울 정도로 거북선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군선을 썼을까요?

임진왜란때 조선의 수군을 승리로 이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전함

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7

조선수군의 진형 중 하나로 좌선座船이 학 날개의 중간에 있고, 중앙

의 군선이 날개 중앙 앞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진형으로 한산

대첩에 이용되었던 이 진법은 무엇일까요?

9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어 전쟁에 대비하여 만든 배인 

거북선의 한자이름은 무엇인가요?

10

11

8

퀴즈를

풀어봅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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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에는 몇 명이나 탈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 영정의 흉배(가슴에 있는 네모

난 그림 장식)에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거북선은 몇 척이나 있었을까요?

(추정해보세요~) 

12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15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592년 1월 1일부터 전사하

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2539일 7년간의 진중생활을 기

록한 일기인  난중일기의 권수는 총 몇권인가요?

16

전시실에 펼쳐 있는 난중일기의 날짜는 몇 월 몇 일인가요? 

17

충무공장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충무공장검은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전쟁중에 사용한 검이었

을까요?

18

13

14

한성의 건천동(지금의 서울 인현동)  /  충남 아산

퀴즈를

풀어봅시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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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기념관에 있는 유물을 찾아 연결해 보아요! 

(유물과 알맞은 내용도 선을 이어보세요.)

19

옥로 1 a
이순신장군이 받은 명나라 장수들의 선물 목록 가운데파총 

진국경이 선물한 ‘화주배 한쌍’이 있는데 복숭아 모양의 술잔

과 둥근 받침대로 되어있다.  

요대2 b 선조때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폭탄으로, 하늘을 진동시키는 

소리를 낸다하여 붙여진 이름을 갖고있다.

비격진천뢰 3 c 이순신의 유품으로 갓 머리에 다는 장신구이다. 높은 벼슬아

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이 썼다.

충무공 장검 4 d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고 새겨진 칼

이다.

무과급제교지 5 e
과거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합격자 즉 최종합격자에게 

내리는 합격증서로서 붉은 바탕의 종이에 썼다고 하여 홍패

라고도 부른다.

도배桃盃6 f

Ⅰ

Ⅱ 

Ⅲ 

Ⅳ 

Ⅴ 

Ⅵ 
이순신장군이 받은 명나라 장수들의 선물 목록 가운데 유

격 왕원주가 선물한 ‘금대 하나’가 있는데 관복 허리띠를 말

한다. 

퀴즈를

풀어봅시다!

Quiz!



1716

삼도통제사 시절부산해전 충무공의 효성

여진족을 무찌름

소년시절

첫 무과시험에 낙마 거북선 건조

명량대첩죄인의 몸 노량해전

05.이순신 장군의 생애

1545

1572

1587

1591

1593

1598

인종원년 

서울 건청동에서 태어나다 (서울 중구 인현동)

선조 5년 

훈련원 별과시험에 응시. 낙마

선조 20년 

녹둔도 둔전관 겸임, 여진족 침입으로 백의종군

선조 24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정3품

선조 26년 

삼도수군통제사 (8월)

선조 31년 

고금도에 진을 옮김 (2월), 명나라 수군과 연합 (7월) 

노량해전에서 전사 (11월 19일)

명종 20년

전 보성군수 방진의 딸과 혼인

선조 9년

식년무과에 급제 (병과 제4인)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종9품)

선조 21년

시전부락 전투에 참가, 공을 세워 백의종군에서 사면됨

선조 25년

옥포, 합포, 적진포 해전 (5월)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해전 (6월), 한산대첩 (7월), 부산포해전 (9월)

선조 30년 

조정의 출전명령 거부로 투옥 (2월), 백의종군 (4월)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7월), 명량대첩 (9월)

1565

1576

1588

1592

1597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오늘의 일기를 써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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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문화재청 현충소관리소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년               월               일               요일         날씨 :
1  임진장초  2  약통에 동그라미  3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4  비격진천뢰  5  신기비결, 융원필비  6  활, 조총  7  판옥선, 거북선

8  아다케부네, 세키부네  9  학익진  10  귀선  11  칼과 송곳으로 뾰족한 등부분 때문에 적이 

올라탈 수 없다. 화염과 화포가 펑펑 터져 적을 위협할 수 있었다. 거북선에 타면 적이 배의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다.  12  보통 3척에서 5척까지 있었다고 추정된다.

13  150여명이 탔었다고 추정된다.  14  표호(호랑이와 표범)  15  충남 아산  16  7권  17  정유년

(1597년) 9월 15일  18  196~197cm , 아니오.  19  1-c-Ⅲ, 2-a-Ⅵ, 3-e-Ⅲ, 

4-d-Ⅳ, 5-f-Ⅴ, 6-b-Ⅰ 

문제해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