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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핵심 주제 

  • 역사      • 건축      • 문화유산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

성취 
기준

[4사01-04]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4사03-03]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5-6학년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3-03]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과 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6사04-01] 영･정조 시기의 개혁 정치와 서민 문화의 발달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 모습을 탐색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내용 예상하기 
• 내용 확인하기
• 다른 그림 찾기
• 시설 살펴보기

• 화성 알아보기 
• 소개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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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내용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중 책에 나올 것 같은 낱말을 생각해 보고, 모두 ○표 해 봅시다.

사도세자 수원
혜경궁 
홍씨

의궤

녹로 부처님 서양 유네스코

화성 세종대왕 부산 무덤

정조 거중기 2년 8개월 방화수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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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내용 확인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정조 임금은  에 한양에 버금가는 큰 도시를 만들기로 했어. 

정조는 이라 이름 짓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 

 1794년, 드디어 성을 쌓기 시작했어. 

 와 로 무거운 돌도 거뜬히 들어 올렸지. 



「수원 화성」

- 4 -

 읽기 중 활동 다른 그림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수원은 화성을 지으면서 제법 북적대는  도시가 되어 
갔어요. 전국에서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위, 아래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서로 다른 곳을 찾아 ○표 해 봅시다.(총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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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시설 살펴보기
  학년  반   번

이름

 

 화성은 강력한  도시로 만들었어요. 당시 가장 발전된 
성곽을 쌓았고, 5천여 명의 장용영 군사들이 머물며 성을 지켰어요.

수원 화성의 각 시설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3층에는 이것을 설치하여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을 쳐서 
군사들을 준비시켰다. 

⚫                ⚪ 현안

성벽에 바짝 다가서거나 
기어오르는 적에게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붓는 곳이다. 

⚫                ⚪ 목어 

한 번에 2~10발의 기계식 
화살을 쏠 수 있는 곳이다. ⚫                ⚪ 노대

이곳은 장수가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는 곳이다. ⚫                ⚪ 봉돈

 비상사태를 알리는 
통신 시설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받았다. 

⚫                ⚪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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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화성 알아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수원 화성에 관한 알맞은 내용에 색칠하여 성벽에 색을 입혀 봅시다.

  

정조는 수원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었어요.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화성은 동, 서, 남, 북 
네 곳에 성문을 

두었어요. 

화성을 지을 때 백성들을 
품삯 없이 부렸어요.

<화성성역의궤>에 성곽을 
쌓은 모든 과정을 

기록했어요. 

정조는 화성을 짓는 백성들이 
한겨울에 잠시 일을 쉬게 했어요.

성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정조는 세상을 떠났어요. 

화성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어서 화성을 상업 도시로 

만들고자 했어요.

화성 반나절 거리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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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소개하는 글쓰기
  학년  반   번

이름

  

친구에게 수원 화성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친구의 글을 읽고, 수원 화성을 잘 소개한 친구 이름을 써 봅시다.

이름  잘 쓴 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넣어 소개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