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고급) 

1. 학습단원: 정조 

2. 학습목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조대왕의 업적을 통해 창조정신과 효행을 배운다 . 

3. 학습평가:  학습 참여도 위주로 평가 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 조선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룬 정조에 대해 아는 내용

을 말해본다-규장각,장용영,사도세자,수원화성등 

➢ 정조는 서양사에 있어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한 해

에 왕위에 올랐다. 

10분 

 

정조 이미지와 수원화성 

이미지 

세계사에 있어서 시기비교 

 

전개 

1.정조 시대의 업적을 간략하게 설명 

➢ 수원화성 축조-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 

➢ 왕권 강화-장용영과 규장각 설치 

➢ 노비면천 

➢ 수원 화성 축조 

➢ 금난전권의 폐지 

➢ 격쟁 

➢ 대전통편(법전) 발간등 수 많은 책을  편찬 

 

2. 여러 업적을 통하여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룸 

세종대왕에 비견하는 성군 

 

3.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 

➢ 인물 발탁-정약용 

➢ 박제가,박지원등의 인물 발탁 

 

4.중국의 문화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를  

   일으키려 노력-박지원의 열하일기 

15분 

 

 

 

 

5분 

 

    15분 

 

 

       5분 

 

 

1.업적에 관한 이미지 

    

 

 

 

2.세종대왕의 업적 이미지 

    

 

3. PPT 자료 

 

4. 시청각 자료 

 

정리 

정조의  업적을 살펴본다. 

• 용어 요약  설명 

• 문제풀이를 통해 수업 내용 이해 확인 

• 활동 미니북을 만든다 

 

10분 

 

 

학생평가자료 이용  

수업 내용 소화 확인 

                                                                



                                                                         교사용 지도 자료 

❖           

                                                             

 

❖ 정조-조선 시대 총 27 명의 왕이 있었으며 정조는 그 가운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22 대 왕 

           정조의 대표적 업적은 너무 많아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시대라 불리운다 

❖ 정조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 

영조 측근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노론파에 의해 아버지가 죽게 되었음을 정조는 11살인 

나이에 알게되었기에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반대편인 노론에 의해 제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왕위에 오르자 큰 아버지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세자를 거쳐 왕이 되어 그 첫 

마디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여 노론에 대하여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 정조의 업적 

1. 왕권의 강화 

a. 장용영(대통령 경호부대)-왕권강화  수단이었다. 

일반 3군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1785년 조선 

정조가 만든 호위 군대이다. 대장의 칭호는 장용사(壯勇使)이다.50명으로 시작한 

장용위는 이때부터 꾸준히 해마다 인원을 늘려 왔는데  나중에는 그 수가 무려 

2만여명에 달하였다. 이는 나중에 군비 지출이 많아지는 문제를 가져왔다 

b. 규장각(왕실,국립도서관) 설치-문권의 강화,인재 양성하여 왕의 정치적 힘을 강화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文翰)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킨 중심기관으로 많은 책을 

편찬했으며, 여기에는 실학자와 서얼 출신의 학자들도 채용되었다. 주요 인물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그리고 서이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1782년에 강화도의 외규장각(外奎章閣, 외각)이 완성되자 원래의 규장각을 

내규장각(內奎章閣, 내각)으로 이르고, 서적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면서 외규장각이 소실되고, 서적은 프랑스로 약탈되거나 불에 

타버렸다. 역대 임금의 시문과 저작, 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보관하고 

❖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영조가 41 살에 얻은 세자로 처음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3 살때 

               한자를 다 익히는 총명함에 아버지 영조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나  성장하면서 학문을 

               멀리하고 병정놀이에 심취하면서 아버지 영조와의 갈등이 심화됨.사도세자가 정신병으로  포악함이  

               극에 달하자 영조는 감옥에 가두기를 명하였고 후에 뒤주에 가둬 9 일만에 죽음 (1762 년 ,임오화변) 

 



수집하였다는 점에서는 국립 중앙 도서관과 비슷하며, 《일성록》 등의 특정한 주제의 

기록물을 간행하는 일도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국회 도서관과 비슷하다.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는데, 그 장서는 현재 서울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 

c. 탕평책 계승- Neutrality, a policy of equal opportunity 

             조선 영조(英祖)가 당쟁(黨爭)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 

여러 당파 사람들을 고르게 등용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책 

정조 말기에는 탕평책의 폐해로 당파간 싸움이 커지면서 후에 세도정치의 폐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규장각 수원화성 

2. 기타 정책 

a.노비의 면천-정책을 세웠고 정조의 아들인 순조(1801년)때 이르러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무려 60여년이  앞선 시기에 관청 소속의 공노비 66,000여명 해방시킴   

     조선시대의 신분 계층 

          b. 화성의 축조-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효심에서 시작. 정조 대왕의 꿈,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계기-아버지가 죽은  한양이 싫었던 정조는 풍수지리가를 불러 최고의 명당을 찾으라  

                     명했더니 풍수지리가가 “통일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도선  

                     스님께서도 최고의 명당이라 말씀하신 용이 여의주를 물고있는 형상인 수원이 

                     좋겠다”고 추천하여 수원에 아버지의 묘를 쓰기로 하였다. 그 이후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 뒤 아들(후에 순조)이 생기고 순조가 태어난 날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 

                    생일과 같은 날에 태어나자 수원의 기운이 좋음을 믿고 수원성 완성을 1804년  

                    자신의 어머니가 70살이 되고 자신의 아들인 순조가 15살인 성인이 되는 해이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델  

                    도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해보려는  계획이었다 .  

                    그러나 1800년 등에 난 종기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승하하게 되어서 그 뒤 순조가   



                   왕위에 오르지만 수렴청정을 한 정순왕후가 정조와 반대의 방향으로 정치를 했기에  

                    정조의 개혁 정치의 뜻은 물거품이 되었다. 

• 수원 화성 Hwaseong Fortress의  특징 

1) 처음부터 계획되어 신축된 성곽이라는 점-정조가 구상한 이상적 도시 현실화 

2)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9&v=2s2Oqs4JuTY 

PPT에 넣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3)  전통적인 축성 기법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 적극적 활용 

4) 그 이전의 우리나라 성곽에 흔치 않았던 다양한 방어용 시설이 많이 첨가 

5)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는 점 

6) 1801년에 간행된 화성 준공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통해 

공사의 자세한 전말을 알 수 있다. 

      d.금난전권의 폐지-17세기에 들어서서 상권이 커지고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 이익을 취하려는 

 제도로서 금난전권(국가로 부터 세금을 잘 내는 조건으로 허락받은 특별한 권한)이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통 관리와 시전 상인이 담합하여 일반 백성들의 상업 활동을 

막고 폭리를 취하던 중 정조는 독점적 유통권인 이를 폐지하여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고 나아가 무역도 발전하게 하였다. 

     e.격쟁-일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국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임금님 행찻길에 직접 징이나 꽹과리를 울려 임금의 관심을  

                모아 억울함을 해소하게 한 제도(신문고-궁궐안에 있어 실제 백성이 이용 불편) 

               평균 횟수로 따지면 정조는 한 번 행차시 50여 건의 민원을 수리하였다고 한다. 

               수원 행차시에 약 100여건의 민원을 수리하느라 행차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한다 

     f. <대전통편>-영조가 편찬한 속대전에 내용을 더해 정조가 만든 조선의 법전 편찬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30_00239  PPT 

❖ 세종과 정조의 비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9&v=2s2Oqs4JuTY
https://namu.wiki/w/%EB%B0%B1%EC%84%B1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30_00239


 세종 정조 

전체 건국 초기 혼란 안정시키고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한 왕 

카리스마 바탕 ,분열된 붕당 정치로 

과열된 조선 후기 재정비 

리더십스타일 밀어주는 왕 끌고가는 왕 

말투의 

차이 

일단 긍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스타일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자주 등장 

다양한 

업적과 

역사의 

기여점 

무지한 백성 위한 애민정신의 일환으로 

훈민정음 창제 

잔혹한 형벌 제도 수정 등 

억울한 백성 없도록 노력 

정치 스타일 토론 분위기 조성해 의견 수렴하는 

부드러운 정치 

규장각 문신에 서얼 뽑는 등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 

 

세종과 정조- 조선의 대표적인 ‘군사(君師)’로 칭송받고 있다. 군사란 임금이 곧 스승이란 

의미다.  

1)리더십의 차이 

세종-뒤에서 미는’ 방식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쳐 정책의 장단점을 

드러나게 한 다음, 그 일을 주관할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정조- 앞에서 끄는’ 방식의 지도자.국정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신하들에게 그 길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을 취했다. 

        2)말투의 차이 

정조-말 첫머리에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경들이 하는 일이 한탄스럽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세종- “일단 긍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예컨대 “네 말이 아름답다” “경들이 

말을 합하여 간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한 뒤 “그러나 말을 따를 수는 없다”고 

하는 식이다. 

3)세종- 태종이 준비해놓은 강력한 왕권이 바탕 왕이 되었기에 부드러운 정치를 펼 수있었다 

 정조- 붕당 정치로 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로 인해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에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 

        4)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오늘의 동양사상> 제 17호에 투고한 글  

            <세종과 정조의 리더십 스타일 비교>에서  

             세종-‘정치적 리더십’에서 뛰어났다.. 100여 명의 집현전 학사가 조선 전기의 기틀을 닦은 

                 정치적 공로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이나 박지원과 같은 걸출한 학자로 성장하지 못한 점 

          정조- ‘지적 리더십’에서 역사에 기여했다.” ‘가르치기 좋아하는’ 회의 방식이 정약용 박제가  

                   등의 왕성한 학문적 결실로 이어진 점을 긍정해야 한다는 의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63122.html#csidx62eb48885471eb8a08ac6e6e4f0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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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수원성 설계 

1)조선 후기 실학자 거두, 

          실학:조선시대의 성리학  기본의 사회가 실제 당시 조선사회에 

                적용하기에 현실적이지 않은 점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공부하는 학문으로 17세기 후반 부터 19세기 초에 성했다 

        2)법학, 철학, 통치학부터 과학, 실용학까지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학문'에 

          몰두했던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3)조선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4)3,000수에 가까운 시와 부(賦)를 비롯하여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남김 

       지방관리의 부패를 경계하고 해야할 일을 기술한 <목민심서>를 비롯한 다양한 저술 남김 

        5)수원화성 건축에 필요한 거중기 고안하고 사용을 제안 

❖ 박지원(朴趾源, 1737년  ~ 1805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이자 사상가, 외교관, 소설가 

1) 북학파의 시조 

북학파-조선 후기 실학의 한 유파이다. 중상학파라고도 한다. 당시 실학자들 가운데 한양의 

도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일파가 있었다. 이들은 한양의 상공업 발전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로 상품의 유통이나 생산수단의 발전을 주장 

2) 열하일기(熱河日記), 양반전(兩班傳) 허생전(許生傳) 등의 뛰어난 풍자 소설을 집필한 

문학가 측면이 더욱 저명 

3) 특히 청나라의 베이징을 방문한 뒤 청의 문물과의 접촉은 그의 사상체계에 큰 영향을 주어 

이를 계기로 그는 인륜(人倫) 위주의 사고에서 이용후생(利用厚生) 위주의 사고로 전환 

4) 귀국한 이후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술에 전력을 기울였다. 열하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호질(虎叱), 허생전(許生傳) 등의 소설도 들어 있고, 청나라의 풍속·제도·문물에 대한 

소개·인상과 조선의 제도, 문물에 대한 비판 등도 들어 있는 문명비평서이다 

❖ 박제가(朴齊家, 1750년 ~ 1815년) 

1) 정치가, 외교관, 통역관, 실학자로 북학파의 거두 

2) 청나라의 선진 문물 수용과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3) 상행위와 무역을 적극 장려하고 밀무역에 대한 제재를 줄이며, 화폐를 유통할 것, 

서양인들을 조선으로 초빙하여 화포 제작, 성곽 축조, 선박 건조, 양잠 등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4) 네 차례에 걸친 청나라 사행(使行)을 통해 100명이 넘는 중국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이었다. 

❖ 조선왕조 계보 

 

 

❖ 정조때의 시대적 배경-정조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선조때의 임진왜란(1592)과 그 이후 

여러번의 중국과 일본과의 무력다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숙종대를 지나며 조금씩 

부흥하다 영조를 지나며 안정적 시대가 막 시작된 조선시대의 후기였다. 

❖ 정조때(1752~1800, 재위 1776~1800)의 미국 역사 

1776: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89: George Washington inaugurated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800: Jefferson elected 

 

학생평가자료 

1.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대왕 중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의 이름은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가져온 왕의 이름은?정조 

2. 조선 역사에 있어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고 정조의 할아버지인 왕은? 영조 

3. 정조는 효심이 아주 깊은 왕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으로 여러 업적을 

남겼다. 정조 아버지의 이름은? 사도세자 

4. 정조시대때 수원화성을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학의 거두로서 많은 책을 저술한 대표적 

학자는? 정약용 

5. 정조는 왕위에 오른 뒤 정조가 오른 것을 못마땅해 하는 정적에 대항하기 위해 제일 먼저  

(왕권)을 강화하였다. 

6.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대통령 경호부대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를 

정예군인들로 구성하였다. 이 정예군인으로 이뤄진 왕위 수호부대의 이름은?장용영 

7. 세종대왕 시대에는 집현전을 두어 학자와 인재를 양성하였다면 정조시대에는 이 기관을 

두어 학자와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기관의 이름은?3 



1) 규현전         2)집장각               3)규장각              4)집규각  

8. 세종대왕시대에는 노비인 장영실을 등용하여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정조 시대에는 

서얼이나 노비 출신인 학자들과 관리를 골고루 등용하였다. 처음에는 영조시대에 

만들어졌으나 정조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정책이름은? 탕평책 

9.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에서 시작되었고 정조의 이상적인 꿈을 실현해 보려는 

의도에서 짓기 시작하여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 유적의 이름은? 

수원화성 

10.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이 정책은 특정 시전상인에게 

주었던 권리를 폐지하고 관리와 담합을 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4 

1)금수전한폐지            2)금난권전폐지         3)지폐전권폐지          4)금난전권폐지 

       11.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임금님 행찻길에 직접 징이나 꽹과리를 울려 임금의 관심을  

           모아 억울함을 해소하게 한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격쟁 

       12.정약용이 수원화성 짓는데에 사용하도록 고안한 서양의 crane과 비슷한 도구 이름은?  

거중기 

      13. 조선 후기 상권이 커지고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 이익을 취하려고 국가로 부터 세금을  

          잘 내는 조건으로 허락받은 특별한 권한을 무엇이라 하는가? 금난전권 

      14. 박지원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상공업적 발전을 특히 중시한 북학파의 거두이며 당시 

           청나라의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와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온 내용을 단순히 견문기가    

           견문기가 아닌 문물 비평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열하일기 

      15. 정조 때 북학파  거두로서 네 차례에 걸친 청나라 사행(使行)을 통해 100명이 넘는 중국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이었던 사람은?박제가 

참고단어 

규장각  The Kyujanggak was the royal library 

재위기간  reigning period 

독립   independence, become independent, gain independence (from) 

노비면천   (노예) slave; (하인) servant   Free from slave status   

실학 Silhak, A Korean Confucian social reform movement in late Joseon Dynasty. Sil means 

"actual" or "practical," and hak means "studies" or "learning." It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metaphysical nature of Neo-Confucianism (성리학) that seemed disconnected from 

the rapid agricultural, industrial, and political changes occurring in Korea between the late 17th 

and early 19th centuries. 

거중기 lift, crane 

사행(使行)  사신으로서의 행차 

수원화성  Hwaseong Fortress / Suwon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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