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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써레
소가 쟁기를 끌어 갈아낸

논바닥의 흙을 평평히 고르는 농기구

11.홀태
곡식의 알곡을 터는 농기구

12.지게
짐을 얹어 어깨와 등에 메고

나르는데 사용하는 운반기구

14.키
곡식따위를 담고 까불러서 쭉정이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구

16.삼태기
거름이나 재·곡식·흙을 퍼 담아

나르거나 뿌리는 데 사용
8.쟁기
소나 말,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해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

13.맺돌
밀 같은 곡물을 가루로 만들고

팥·콩·메밀·녹두 등을 거칠게 타거나

물에 불린 콩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

7.넉가래
곡식을 밀어 모으거나 눈 같은 것을

치우는 데 쓰는 연장

*지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주   소

파랑(간선) : 105, 147, 201, 202, 241, 260, 261, 262, 270, 271, 272, 420, 720

녹색(지선) : 2221, 2233

*제기동역, 서울약령시 정류장 하차

버   스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방향 (도보 5분)

6호선 안암역 3번 출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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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단
도시농부학교
체험교육 프로그램

찾아오시는 길농기구 알아보기

17.짚신
가는 새끼를 꼬아 날을 삼고 총과

돌기총으로 올을 삼아서 만든 신발

6.보토괭이
봄에 보리밭 골을 매고

북을 주는데 사용하는 연장

18.갈퀴
나뭇잎·검불 따위를 긁어 모으는 데 사용

5.괭이
흙을 파고 고르는 데 쓰는 연장

9.발고무래
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씨뿌린 뒤 흙을 덮을 때 쓰는 연장

4.곰방메
밭을 갈고 난 후, 땅을 평평하게

돋을 때 사용하는 방망이

3.쇠스랑
논밭을 갈고 땅을 파헤쳐

두엄·풀 무덤 등을 쳐내는 연장

2.매통
벼의 껍질을 벗기는 데 쓰는 기구

1.돌절구
곡류를 빻는데 쓰이던 돌로 만든 절구

15.탈곡기
벼·보리 등의 탈곡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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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농단역사문화관

서울선농단     (사적 436호)

B1

B1

B2

로비

하절기

*입장료 무료

(3월~10월) (11월~2월)동절기 휴관일

전시실

주차장

체험공간

Information

경세애민을 모토로 풍요로운 삶 에대한 염원과 친경을 통해 왕이 백성들

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고 소통하던 선농단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계승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풍년을 기원하며 농사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

으로,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애민사상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안내 데스크, 전통다향

선농제 진설체험, 의복체험, 크로마키 촬영, 탁본체험, 농기구체험

삶의 근간 농업, 선농의 시대적 기록, 제신농씨와 후직씨,

선농대제와 선농단, 왕의 행차 어가행렬, 하늘에 올린 제사, 왕의 친경의례

벼 싹틔울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싹이 올라오지 않으므로 온도관리에 주의해주세요.

5~9월의 생육기간 중에는 교실 밖에서 키우다 벼알이 여물 때 실내로 옮겨 놓는다.

종자

7~20일 60~80일 15~20일 50~60일

싹틔우기 잎·뿌리 생육기 꽃 피는 시기 여물기

볍씨는 파종 후 수분이 적합한 상태, 하루 평균기온이 15℃이상인 경우 7일 정도면 싹이 올라옵니다. ( *7~20일 정도 걸립니다.)

노화된 벼잎은 제거해주어야 보기에 좋습니다. (*특히 8월경 벼 꽃이 핀 후에는 반드시 제거)

벼가 자라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받침분의 2/3이상을 유지한다.

영양분이 부족하여 벼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생육이 부진 할 때는 추가로 영양분(비료 등)을 보충해 줍니다.

6~7월경 꽃피기(출수)전에 과도하게 웃자라 늘어지면 벼잎의 1/3정도를 가위 등으로 잘라줍니다.

층별안내

관람안내

5시6시

10시10시

법정 공휴일,
매주 월요일

선농단에서 벼화분을 키워 보아요!

벼 재배화분 만들기

벼 재배화분 관리하기

주의할 점

재배분 안쪽 바닥에 티슈를 깔고  배양토(흙)를 담는다. (흙이 빠져나가는 것 방지)1

1

흙톨볍씨 1~2개를 중앙 부위에 1cm 깊이로 심고 배양토(흙)로 덮는다.2

2

받침분의 돌기 부분에 재배분을 꽂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3

3

받침분의 한계 표시선(상한선, 최대) 정도까지 물을 담는다.4

미꾸라지 등 수생동물을 넣어 함께 기른다.5

벼는 햇볕을 좋아하므로 양지 쪽에 놓아 재배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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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장소

싹 틔우기

벼 다듬기

벼의 일생(한살이)

물 관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