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선사체험
고인돌 선사체험은 기록이 없는 우리의 선사시대를 복원하여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연중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체험
장 운영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 일환으로 실시되는 고인돌 문화학교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고인돌이 만들어졌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협동생활을 직접 경
험해 볼 수 있으며 교과과정과도 연계되어 문화유산의 산 교육장 역할을 다하고 있다.

▶ 개인 및 가족
♣ 고인돌나라로 시간여행
기간: 매년 3월~11월 4주 토요일 13:00~16:00
장소: 화순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
대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둔 개인 및 가족
프로그램: 매월 주제별 진행
참가신청: 홈페이지(www.idolmen.or.kr) 선착순 접수
3월

고인돌 마을의 제례의식

4월

우리가족 고인돌과 발굴

5월

고인돌 마을의 보금자리

6월

돌로 만든 도구로 사냥하기

7월

고인돌 사람들의 여름나기

8월

최첨단 하이테크 도구제작

9월

토기소성 및 신앙체험

10월

고인돌마을의 정복전쟁

11월

고인돌마을의 겨울맞이

♣ 1박 2일 고인돌캠프

장 소 : 화순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 및 인근 마을
대 상 :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둔 가족 15가족
기 간 : 7월~10월 1박 2일
프로그램: 부족장 선출, 움집짓기, 선사도구 만들기, 선사 밥상 차리기, 선사음악회, 나도
고고학자 등

▶ 유치원 및 유아단체
영차! 영차! 고인돌 만들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고인돌이 어떻게 만들어지
는가를 이해하고 실재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고
인돌을 만들어 봄으로서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꼬물!꼬물! 내가 만든 장신구
-고인돌시대 사람들의 멋내기 모습을 통해 고인
돌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오감으로 이해하
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나는야! 선사시대 마술가
-선사시대 암각화 관찰을 통해 고인돌시대 사람
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직접 암벽화 그리기를 통
해 창의적 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프로
그램입니다.

▶ 초등단체
고인돌 축조체험
-고인돌 채석과 운반, 고인돌 축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직
접 축조함으로써 고인돌 축조가 공동체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고인돌 사냥체험
-돌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돌도구에 대해 알아보고 쉽
게 만들 수 있는 돌화살촉을 직접 갈아 화살대에 끼워 사
냥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고인돌 발굴체험
-내가 고고학자가 되어 고인돌 무덤방을 직접 발굴해보고
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토기제작체험
-흙이 그릇이 되는 과정과 토기의 종류, 용도를 통해 청동
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프로그
램입니다.

신앙체험
-바위에 그려진 바위그림을 통하여 고인돌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직접 그려보거나 탁본을 통해
재현해 봄으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체험교
육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단체
■ 고인돌 축조와 과학기술
-고인돌 채석과 운반, 고인돌 축조에는 숨겨진 과학기술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접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고인
돌축조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석기제작과 사용기술
-돌로 만든 도구를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석기제작과
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직접 제작을 통해 당
시의 생활상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고인돌 발굴체험
-고인돌의 채석과 운반, 무덤방 축조의 과정에 대한 개념
을 이해하며,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