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사또 혼쭐내러 

암행어사암행어사가 떴다!

사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방이 뛰어와 암행어사 정약용이 온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또는 혼쭐이 날까 무서워 안절부절못해요. 

그런 사또에게 이방은 정약용을 먼저 찾아내서,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는 척 속이면 된다고 하지요. 

사또는 좋은 생각이라며 당장 정약용을 찾으라 명령합니다. 

이방은 나졸들을 이끌고 마방에 들르고, 나루터로 향하고, 주막이며, 옹기전도 찾아가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정약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암행어사 정약용이 온다는 건 잘못된 소문이 아니었을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천개의바람'을 검색하세요.

블로그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을 찾아라
김진 글 | 장선환 그림 | 천개의바람

암행어사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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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며,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상상하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인물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그려 보세요.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책을 읽기 전에



3

고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민관’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보기에서 모두 찾아 동그라미해 보세요.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1. 비슷한 말을 찾아보세요 

내용을 확인해요

보기

이방 나졸 마의

주모 원님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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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시대 직업 알아보기

2) 길가 주막에서 밥과 술을 팔거나, 돈을 받고 나그네를 

집에 묵게 했어요.

3) 지방에서 호랑이를 잡는 일을 했어요. 

조선 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림과 설명을 보고 알맞은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옹기장수

착호인

방물장수

마의

주모

책쾌

등짐장수

뱃사공

1) 지게 등을 이용해 물건을 지고 다니며 팔았어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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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을 지고 다니며 사고파는 

일을 했어요.

5) 말의 질병을 치료했어요.

6) 진흙을 구워 만든 옹기 그릇을 팔았어요.

8)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따위의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7) 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 등을 실어 날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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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약용의 업적

아래 그림들은 정약용과 관련된 것이에요. 설명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선을 이어 보세요.  

배다리

한강 위에 큰 배를 줄지어 세우

고 판자를 놓아 건너갈 수 있도

록 다리를 만들었어요. 

거중기

목재로 만든 틀에 도르래를 설

치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돌 

등을 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매화병제도

결혼하는 딸을 위해 매화와 참

새를 그리고 그 아래에 글을 지

었어요. 

다산초당

정약용이 귀양을 가 생활했던 

곳이에요.

목민심서

지방 관리를 위한 지침서로, 백

성을 위해 바른 행동을 해야 한

다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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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던 마패를 멋지게 꾸며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암행어사라면 어땠을지 상상해서 말해 보세요.

마패 꾸미기

책을 읽고 난 뒤에



찾아라 찾아라 그림책그림책  시리즈!시리즈!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406호  전화 02-6953-5243  팩스 031-622-9413  

블로그 https://blog.naver.com/athousandhope  인스타그램 @athousandhope   

과거시험 날, 

갑자기 사라진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배워요.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한 정약용!

좋은 나라를 꿈꾼 정약용의 마음을 배워요. 

세종대왕을 찾아라 정약용을 찾아라

1. 비슷한 말을 찾아보세요

2. 조선 시대 직업 알아보기

3. 정약용의 업적

원님, 사또

1) 등짐장수 2) 주모

3) 착호인 4) 책쾌

5) 마의 6) 옹기장수

7) 뱃사공 8) 방물장수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