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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은 1408년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의 건원릉이 처음 조 

성되었고 동오릉, 동칠릉이 되었다가 1855년 철종때 수릉의 

익종이 양주 용마봉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동구릉이 되었 

어요. 

그리고 1904년 헌종의 계비인 효정황후가 남편의 곁으로 

오면서 동구릉의 마지막 식구가 되었어요. 

동구릉에는왕이 7분, 왕비 10분이 계십니다. 

동구릉은 조선시대 왕실의 가족 능으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왕릉군이예요. 

2009년 6월 30일 조선 왕릉 42기중 남한에 있는 407]가 유 

네스코가 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우리 고장의 훌륭한 세계문화 유산을 아끼고 보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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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셰껴l1t 민생언 우리의 새| 껴| 유 싼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산 가운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산을 말해 

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인류의 유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1978년부터 유네스코의 세 

계유산위원회에서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면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산들을 중심으로 지정하 

다 보니 ,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나라는 현재 수원화성, 창덕궁,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고창 · 화순 · 강화의 고인돌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으로는 직지심체요절, 훈민 

정음,승정원일기,조선왕조실록, 화성성역의궤, 조선왕조의궤, 팔만대장경 , 동 

의보감이 등재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무형유산으로는 종묘제례와 제례악, 판소리 , 강릉단오제, 강 

강술래 , 남사당,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가 등재되었고, 서|계자연 

유산으로는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답니다. 

-톨홈~침률굉i퍼-

써rnt유"f J..Jb낯운 ••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을 의미하고 바깥쪽의 원은 자 
연을 의미합니다,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며 둥근 로고는 세계의 표상이고 보호 

의 심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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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좋X짧(紅節門)은. --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지요. 

좌우에 높은 기둥을 채우고 햄 모양의 대를 세워 붉은 칠을 했어요 
붉은 칠을 하는 것은 신성한 곳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귀를 내쫓는 의미이기도 해요. 

-폐i훌필흐를. 

훈i흥 훈|쩌|도 좋_,(.f훈·| 써|뭐낀 풋·| 쨌:[t-1다. 
조선시대에는 충 효사상을 중요시 하는 유교를 숭상하여 그에 따른 예를 강조하였어요. 

I」

그래서 임금님이 충신, 효A~ 열녀들을 표창하여 그 집이나 口덜 입구에 홍살문을 세워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백성들이 본받기를 원했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서원이나 항교에도 세웠는데, 이 곳에는 성현을 모신 사당이 있 

었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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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갱이 낮어요.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신 왕과 왕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국장이라고 

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장을 준비하게 되지요. 

한양에서 성 밖 100리 (40km) 안에 좋은 자리를 찾아 돌아가신 왕과 왕비를 모셔요. 

• 국장도감 ; 국장에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 빈전도감 : 돌아가신 왕의 옥체를 산능에 모실 때까지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산릉도감 : 왕릉 현장에서 땅을 파고 석물을 만들고 정자각, 비각 등을 조성하는 

기관입니다, 

동, 원, 효흥 낯.,~홍끼}요? 

능 : 왕과왕비의 무덤을능이라고해요. 

원 : 왕이 될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무텀을 원이라고 하지요. 
또한 왕을 낳은 후궁의 무덤도 원이라고 합니다. 

묘 : 능, 원에 계시지 않은 왕실가족의 무덤을 묘라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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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효선 건국의 후민공 해죠의 건윈증 J 

태조의 어진 건원릉 

') C>~:좌{ 보..,,에서 꽃하 f-Jj칸흉 ~ff무l보써{]_ ‘ 

태조 이성계는 1392년 ( )을세웠어요. 

)에서 건원릉의 봉분은 태조의 고향인 ( 

가져온 ( )로만들었어요. 

〈보기〉 

함흥, 조선, 억새풀 

1-) 조션의 7;f국·|년온 부염낯n~요? ( ) 

@불교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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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Cl~:좌{ 보..,,에서 꽃화 f-Jj':!f좋 ~H원!t_,써|요. 

조선을 세우는데 함께 한 사람들은 ( 

이 분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한답니다. 

), 조준등인데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의 젊은 관리들로서 고려 사회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었던 ( )사상을 비판하면서 고려 사회를 개혁 

하고자한분들이예요. 

특히 원나라로부터 유학의 새로운 학따인 성리학을 배운 분들이 

랍니다. 

신진사대부의 한 사람인 정도전은 태조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분으로 조선의 정궁인 ( )의 명칭을지은분 

입니다. 

〈보기〉 

경복궁, 정도전, 불교 



L 백생들이 씨링하는 문종피 면댁왕후의 면릉 ] 

현릉 

문종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재위기간은 짧지만 세자시절 아버지를 도와 

백성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푼종과 그의 1~쪽흘의 1f궤도흥 앗아쁨λl다. 

• 세종대왕 I표 소헌왕후 심씨 
” (경기도 여주의 영릉) I ~ (경7懶릉) 

子 I IT 현덕왕후권μ| 

子 단종 
(강원도 영월의 장릉) 



( 잉헌왜란을 이껴낸 션죠의 욕중 ~ 

- 아김{ 보-, I에서 꽃하 

“l계t좋 ~H뭐보써f!L-

임진왜란은 1592년 ( )에 
선조 

우리나라를( )이 침략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왕이신( )는 조상들의 

정비의인왕후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보기〉 

임진년, 일본, 선조 

계비 인목왕후 

갱tll' 껴1/tll흥 않%주·Ml.요. 

정비 ; 왕이 가례도감을 통하여 정식으로 얻은 첫 번째 왕비 

겨|비 : 첫 번째 왕비가 돌아가신 후 가례도감을 통하여 정식으로 얻은 

두번째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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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쩨얼 낀 ,, 낀 흥연 왕을 야씬 영효외 생용용후의 웬증 ] 

비각 

톨훌‘I폐i훌필I파l 

원릉 

52년 동안 재위한 영조는 ‘당평책’ 을 실시 

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시 

킨왕이예요. 

영조의 묘호는 처음에는 영종이 었으나 

나중에 영조로바뀌었어요. 

왕이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의 성품이나 

치적을종합하여 조와종을붙였답니다. 

조와 종은 어떻11/ 훌이나요. 

조 ; 나라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해내는 일 국가의 기강을 바르게 세운 일 

등을 행하신 공(功)이 있는 왕에게 붙여 드려요. 

종 ;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거나 덕(德)이 있는 왕에게 붙여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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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엉죠의 씨씩 ] 

조선의 왕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길 

었고 또한 83세의 수를 누린 분이예요. 

조선후기 중흥의 기틀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당시 조선사회의 존립까지도 흔들었던 

붕당정치를 개혁하고자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사회를 안정시켰고, 

영조의어진 

힘 없는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군포를 줄이는 균역법을 처음 실시하였 

어요. 

뿐만 아니라 준천사를 설치하여 정계천을 준설해 홍수로 인한 범람에 대 

비했답니다. 

~초의 'C/I표적 ~I적흥 적어보Jrtl표. 

띠 

~ 

rm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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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은 백잉톨의 R와 닮히요. 

폴여1t~어도 왕파 왕비꺼든요 

예감 

~ 

소전대 

〈왕릉상설도〉 

금천교 

마석 

비각 

짧수복방 

고장 

호석 

양석 

앙주석 





@ 건원릉(健元隆) @ 경릉(景隆) 

@ 현릉(顯隆) @ 수릉(緣陸) 

@ 목릉(種隆) @ 관리사무소 

@ 휘릉(微陸) @ 음수대 

@ 숭릉(뚫陸) @ 화장실 

@ 혜릉(惠隆) @ 외홍살문 

@ 원릉(元隆) @주차장 

I 홈구증 언애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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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션의 억해 휠톨 | 
동구롱에 계신 왕과 왕비롤 알아보아요-

1대 태조(건원릉) 

2대정종 

3대태종 

4대세종 

5대 문종 (현릉 / 현덕왕후) 

6대단종 

7대세조 

8대예종 

추존:덕종 

9대성종 

10대 연산군 

11대중종 

12대 인종 

13대 명종 

14대 선조(목릉/으|인왕후, 인목왕후) 

15대 광해군 

추존:원종 

16대 인조 (후|릉 / 장렬왕후) 

17대효종 

18대 현종 (숭릉 / 명성왕후) 

19대숙종 

20대 경종 (혜릉 / 단의왕후) 

21 대 영조 (원릉 / 정순왕후) 

추존;진종 

흐초·차X 
-「'- • OJ-

22대 정조 

23대순조 

추존 : 문조 (수릉 / 신정황후) 

24대 헌종(경릉/효현황후, 효정황후) 

25대 철종 

26대고종 

27대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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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톨의 특갱폴 얻멸야여 폴매요? 

태조 · 원릉 억새풀 

C그 ;·= 
τrε5 . 건원릉 · 여조 

C> c그 

선조 모
 「

임진왜란 

영조 현릉 · 서|종 

휘릉 장렬왕후 인조계비 

Eι~‘;는~ 현종 {-그|。C그# 

혜릉 단의왕후 경종비 

::!'「‘ε"=>므 문조익황제 효명세자 

~그#트〈르그 헌종 삼연릉 



6쪽 

1) 조선 / 합흥 / 억새물 

8쪽 
C그;. 
~a 

11쪽 

당평책 / 균역법 / 준설 

13쪽 

16쪽 

。t λj 
0 -, 

비각 

홍실문 

태조 

CJ~ 

‘」〈그 

선조 

여;R 
ζ,_‘-

2) ~ 

장영등 

앙주석 

침도 

7쪽 

3) 정도전 / 불교 / 경복궁 

9쪽 

임진년 / 일본/ 선조 

'6. _s;_ 닝} 
' 「 。

셋<〈 
• 원릉 

건원릉 

억새울 

여조 
ζ〉ζ〉

목릉 임진왜란 

현릉 세종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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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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