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초급) 

1. 학습단원: 삼국시대 

2. 학습목표: 삼국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삼국 발전을 통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 학습평가:  참여도 위주로 평가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삼국 시대 성립 이전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삼국 시조에 관한 신화를 설명하여 흥미 유발 

   

10분 

 

 -관련 이미지 

-PPT 

전개 

1. 삼국과 가야 그리고 부여의 위치를 알아본다 

➢ 영상과 지도 자료 제공 

 

2.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3. 삼국을 대표하는 왕 이름 알아보기 

➢ 근초고왕, 광개토왕, 진흥왕 

 

 4. 활동 

➢ 지도에서 삼국의 위치와 가야, 부여의 위치 찾기 

➢ 삼국과 삼국의 왕 연결하기 

➢ 삼국 전성기 때의 영토 확인과 왕의 업적 

 

 

    10분 

15분 

10분 

 

15분 

 

   1. 지도 자료 

 

   2. 왕 이미지 자료 

 

  3. 역사 저널 동영상 

      

  4. 삼국의 위치와  

     왕의  관련 활동지  

➢ 북한산성 

➢ 광개토대왕비 

➢ 장군총 

➢ 진흥왕 순수비 

 

정리 

삼국시대가 한국 역사의 고대 역사임을 확인시키고 

한반도 영토에 대한 인식  확인시킨다. 

➢ 전성기 때의 영토 사진 순서대로 배열하기 

➢ 사진 밑에 전성기 시기와 왕의 이름 쓰기 

➢ 확인 문제 풀기 

5분 
학습지 

 

                                                                



교사용 지도 자료 

❖ 삼국시대 성립 이전의 역사 

             BC 2333 한반도 최초의 국가 (First Kingdom) 고조선 건국-단군 

             BC 1 Century(세기) 경 북쪽 부여, 남쪽에는 삼한이 있었다. 

                     단군 (홍익인간) 

 

❖ 고구려 시조 주몽(동명성왕) 신화 

동부여의 금와왕 때 유화라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알에서 태어난 아기를 활을 잘 쏘는 소년이란 

의미에서 주몽이라 하였다 -고구려는 부여 계통의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지금의 

졸본 지방에서 건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신라 시조 박혁거세 신화 

경주의 남산 우물옆 숲에 말이 울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알에서 남자아이가 나와 자란 뒤  임금이 

되었는데 큰 알에서 태어나 그 알이 바가지와 닮았다 하여 성씨를 박으로 삼았다-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 가야의 김수로왕 

가락국의 시조 설화로 6가야를 이루는 6개의 황금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와 

가장 강력한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다. 나머지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뤄 발전했다 



❖ 백제 건국 

고구려 주몽이 부여에 두고 왔던 유리 왕자를 데리고 오자 고구려에 있던 비류와 온조는 남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  

❖ 난생설화卵生 說話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신화적 소재로서 새의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하늘과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인물로 신격화시키는 설화 

❖ 삼국의 성립과 발전 

1. 부여-동명왕이 세움, BC 2세기~AD 494  쑹화강 유역 중심의 지금의 만주 일대 

2. 가야-1세기경 한반도 중남부 현재의 김해시 근처  

           주변 작은 가야들과 연맹 국가로 성장,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철의 나라’로 불렸다 

3. 백제-BC18~660 고구려에서 내려온 비류와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움 

4. 고구려-BC 1세기~668   만주와 한반도 북부 원래 고려라고 불렀지만 왕건이 건국한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라 불린다 

5. 신라-BC 57~935 (1000년 왕조라 불리운다) 

❖ 삼국과 부여,가야의 위치 

       
 

 

• 삼국시대는 부여와 가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 시대란 열국시대라 불리기도 한다 



❖ 삼국의 발전 (전성기) 

1. 백제 

• 근초고왕(346~375) 

            4세기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      일본에 학문 전파,삼국 중 무역의 중심 

 

                  북진정책을 했던 근초고왕   요새였던 북한산성 

2.고구려 

• 4세기 말~5세기 광개토대왕(374~413년)과 장수왕.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영토 확장.   

• 관련 유물: 광개토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과 유언을 새긴 비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 작업으로 광개토대왕릉비를 중국 역사로 포함시키고 연구,접근 불허   

3. 신라 

• 진흥왕(6 세기) 

• 땅을 넓히고 왕이 방문했다는 표지로 비석을 세움 -> 진흥왕 순수비 

             



                                            

           서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세종실록지리지(독도표시)                                             

• 신라 지증왕(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하다 

4. 삼국의 전성기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한강 유역의 차지 

• 이유: 한반도의 중심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리 

한강 변의 넓은 평야가 있어 농사짓기에 좋다 

                  한강을 통해 물건을 쉽게 유통할 수 있다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 좋다 

5. 삼국 전성기 시대의 영토 변화 

           

                4세기 백제의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6. 삼국시대 정리표 

 



7.한국사 연표 

 

7. 삼국관련 영어 동영상 자료 

고구려 https://www.youtube.com/watch?v=WpIVmi6nNB4 

신라 https://www.youtube.com/watch?v=dRWGn2IO6_A 

백제 https://www.youtube.com/watch?v=6yaf_BoF5fM 

8. 동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7F7DdDuJ15E&list=PL3038D2A731945678&t=0s&index=13 

https://www.youtube.com/watch?v=62c_XJhuTuU&index=36&list=PL3038D2A731945678 

https://www.youtube.com/watch?v=LEOlIrQp91k&index=38&list=PL3038D2A731945678 

 

학생평가문제 

1. 삼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이름은? 신라 

2.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의 선조를 가진 고대 국가는? 부여 

3. 한국 역사에서의  삼국시대란 고구려, 백제, 신라이다.(o) 

4. 삼국시대 중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이다.(x) 

5.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의 왕은 광개토대왕 이다.(o) 

6. 삼국시대 각 나라의 전성기란 한반도의 어디를 차지했을 때를 말하나요?(한강) 

7. 백제 전성기 때의 왕은 누구인가요?(근초고왕) 

https://www.youtube.com/watch?v=WpIVmi6nNB4
https://www.youtube.com/watch?v=dRWGn2IO6_A


8. 삼국 영토변화를 삼국 전성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2-3-1 

  ○1            ○2   ○3      

 

참고어휘 

시조- Progenitor, Forefather 

전성기-Golden Ages, Prime time 

한반도-Korean Peninsula 

영토-Territory 

선조-Ancestor 

유역- river valley 

건국- National Foundation 

유물- relics of ancient times 

난생설화- Nansaeng(born inside of eggs) traditional stories 

 

 

 

자료출처 

          www.google.com 

https://www.youtube.com/watch?v=4QU4ZabJksk 

http://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45713 

http://koreatripfriends.tistory.com/175 

         http://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_3_1_1_1.jsp?cid=264261 

         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chive_2660 

         http://heritage.unesco.or.kr/whs/seokguram-grotto-and-bulguksa-temple/ 

         http://korea.prkorea.com/wordpress/english/2012/03/15/balhae-kingdom/ 

 

http://www.google.com/
https://www.youtube.com/watch?v=4QU4ZabJksk
http://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45713
http://koreatripfriends.tistory.com/175
http://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_3_1_1_1.jsp?cid=264261
http://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chive_2660
http://heritage.unesco.or.kr/whs/seokguram-grotto-and-bulguksa-te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