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터

4 주 완성

초등 국어

독해력
5단계
5학년 수준

다양한 주제로 융합 사고력 완성
무료 해설 강의는 기본
QR코드 영상으로
배경지식 빨리 쌓기!

4주차

2일

역사가 숨 쉬는 조선의 궁궐
관련 교과 6-1 국어 ‘인물의 삶을 찾아서’ / 4-1 사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알아보기’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40쪽

조선 시대에 한양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과 넓은 평지가 있
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곳이어서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중
심부에 있었던 한양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이렇게 다
★

섯 개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제일의 궁궐인 경복궁은 조선 태조 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경
복’이란 말은 『시경』에서 유래되었는데, ‘큰 복을 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

이성계가 도읍을 옮기면서 1년 동안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390여
★

칸으로 ㉠소박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왕들이 다른 건물을 지어 규
모가 더 커졌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기 등 여러 역사적 사
건들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큰 화재가 나서 많은 건
물이 불탔고, 오랜 세월 동안 복원되지 못하다가 고종 4년에 흥선 대원군이
다시 지어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고 지금까지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경복궁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근정전과 경회루가 있습니다.

★궁
 궐: 임금이 거처하는 집.
★ 도읍(都도읍 도, 邑고을 읍):

예전에, 한 나라의 수도를 이
르던 말.
★ 소박하였으나: 꾸밈이나 거짓

이 없이 수수하였으나.

내용 확인하기

01

조선 시대의 수도는 어디인지 쓰시오.
(

)

내용 확인하기

02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이성계가 지은 궁궐이다.
② 임진왜란 때 큰 화재가 났다.
③ 대표적인 건물로는 근정전이 있다.
④ 처음에는 소박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다.
⑤ 왕가의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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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확인하기

03

불에 탄 경복궁을 다시 지은 인물은 누구인지 찾아 쓰시오.
(

)

매체 읽기

04

이 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

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② 대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 있다.

4주차 2일

④ 읽는 이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기 위한 글이다.

공부한 날
월

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다.

일

어휘 학습하기

05

㉠과 뜻이 반대인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넓었으나

② 좁았으나		

④ 튼튼하였으나

⑤ 화려하였으나

③ 건전하였으나

도움말 	‘어떤 일이나 생활 따위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울 만큼 대단하거나 사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봅

니다.

‘서울의 5대 궁궐’
바로 보기

보너스 강의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고?

궁궐 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잡상:

잡귀를 물리치는
수호신 역할을 함.

▲ 드므:

안에 물을 담아 화
재에 대비하는 역할을 함.

▲ 홰꽂이와

부시: 새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는 역할을 함.

4주차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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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정답과 해설 41쪽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창덕궁

★

선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은 조선 시대 궁궐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되어

경운궁은 성종의 형인 월산 대군의 집으로 본래

있는 궁궐로, 태종 5년에 경복궁의 동쪽에 지어

는 행궁이었으나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서울에

져서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 불렸습니다. 많은 사

돌아와 머물면서 궁궐이 되었습니다. 고종 때에

람들이 즐겨 찾는 창덕궁의 후원은 자연을 거스

는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르지 않고 조화롭게 정자와 연못을 배치하여 동

경운궁에는 근대 서양식 건물과 전통 건물이 함

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

께 있습니다. 고종 34년에 덕수궁으로 명칭을 바

분의 정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지금 남아

꾸었으며,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중화전, 함녕

있는 정자와 궁궐 전각들은 인조 때 다시 지어진

전, 석조전입니다.

것입니다.

★

조선의 다섯 궁궐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

창덕궁 후원 옆에 있는 창경궁은 궁중의 어른들

진 경희궁은 경덕궁이라 불리던 것을 조선 영조

을 모시기 위해 성종 14년에 만들어진, 유교의 뜻

때에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제 강

을 잘 담고 있는 궁궐입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점기 때 건물은 없어졌으며 경성 중학교가 세워

에 일제는 창경궁에 벚나무를 심고 동물원을 만

졌다가, 경희궁 복원 사업으로 숭정전을 비롯하

든 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조선 왕

여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현재는 공원으로 사용

조의 상징인 궁궐을 공원으로 만들어 민족의 정

되고 있습니다.

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랜 시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

.

이 지난 후 1983년에 창경궁이라는 원래 이름을

조선 시대 임금이 살던 궁궐의 역사를 ㉡ 찬찬히

되찾고 복원 작업을 통해 궁궐의 모습을 다시 갖

살펴보다 보면 조선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

추게 되었습니다. 창경궁 안에 있는 명정전은 조

습니다.

★

★복
 원: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 정전(正바를 정, 殿큰집 전):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
★ 행궁(行다닐 행, 宮집 궁):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내용 확인하기

06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창경궁의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꾸고 공원으로 만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② 자연과 친근한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③ 일본 문화의 위대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④ 백성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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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내용 확인하기

07

조선 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궁궐의 이름을 쓰시오.
(

)

(

)

내용 확인하기

08

경운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석조전이 있다.
② 고종이 머물던 궁궐이다.
③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④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다.
⑤ 서양식 건물과 전통 건물이 함께 있다.

추론하기

09

㉠에 들어갈 알맞은 궁궐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도움말 	㉠에 들어갈 궁궐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추론하기

10

이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한 가지 쓰시오.
(

)

어휘 학습하기

11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

)

① 꼼꼼히

② 꾸준히		

④ 적당히

⑤ 조용히

③ 냉정히

정답 바로 보기

맞힌 개수

/ 11개

4주차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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