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고급) 

1. 학습단원: 삼국시대 

2. 학습목표: 삼국통일의 과정을 파악하고 의미 이해하고  남북국 시대의 발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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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삼국 전성기의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인물에  대한  복습 

5분 

 

        PPT 

전개 

1.백제의 멸망 

➢ 계백장군 

2. 고구려의 멸망 

➢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 

3.신라의 삼국 통일 

➢ 화랑도 

➢ 김유신 

➢ 문무왕 

 4.발해의 건국과 성장  

➢ 대조영 

➢ 발해 건국의 의미 

➢ 유물 

   5.통일 신라와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 

6.통일 신라의 문화 

➢ 불국사와 석굴암 

➢ 성덕대왕신종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인물관련 사진과 동영상 

 

2.삼국과 발해 지도 

 

3.문화 유산 사진 

 

4. 학생배부자료 

 

정리 

    삼국통일의 의미와 발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확인 

➢ 위치 확인 

➢ 유물 확인 

5분  



                                                                교사용 지도 자료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백제의 멸망 

1. 멸망 5년 전 까지 신라를 정복함-> 나-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침입->의자왕 항복  

        2.계백장군 

•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의자왕은 계백 장군에게 5천 정예병으로 막으라고 명함 

• 신라군은 5만 명으로 계백 장군은 5천 명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전장에 나가기 

전에 “살아 남의 나라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내 손에 죽는 게 낫다”며 처자식을 죽였다 

• 신라의 군대를 맞아 4번을 연이어 이겼지만 결국에는 지고 말았다 

• 계백의 군대는 황산벌 전투에서 이탈자 없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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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려의 멸망 

1.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연이은 침략->연개소문(642-668)의 죽음->왕자들의 싸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침략->고구려 멸망 

2. 을지문덕 장군 -고구려 영양왕(590-618) 살수 대첩 

수양제는 요동성에서 두 달이나 발목이 잡히자 30만 5천의 별동대를 구성해 고구려 

도성으로 쳐들어가게 했다. 이때 별동대는 100일 치 식량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별동대는 그 식량의 무게가 무거워 장수들 몰래 구덩이를 파서 묻게 된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별동대 오는 길에 있는 들판 곡식을 전부 태우거나 없애 식량 공급을 못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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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전개한다. 

          이 전술 덕분에 수나라 별동대는 고구려 도성에까지 오는데 식량 구경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군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군사가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요동성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살수에서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별동대 후미를 쳐서 승리를 일구게 된다. 

                    

                     살수 대첩                                                  을지문덕 장군 

❖ 발해의 건국 

1.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698~거란에 멸망 926년 ) 

698년(고구려 멸망 30년 후) 건국, 무왕때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 고구려 전성기                

시대보다 3배 이상 큰 영토 차지 

2.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동부 및 연해주 지역에 위치하였던 국가 

            

                                                                               발해의 영토였던 백두산 

3. 수도는 동모산 근처, 강한 군사력과 발전된 문화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 이라 불림 

해동성국 Flourishing Land in the East-번성기 때의 발해를 중국에서 이르던 말 



발해가 해동성국이라 불린 것은 10대 왕인 선왕 때예요. 선왕은 발해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는데, 이때 발해의 영토는 남으로는 신라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와 부여 등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말갈족도 복속시켰지요.       

선왕은 발해 중흥의 대업을 이룬 왕으로서 이때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동쪽의 융성한 나라’        

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답니다. 

4. 소수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인인 독특한 사회 구조를 가졌으나 , 나중에 

말갈족과의 갈등으로 나라가 약해져서 멸망에 이르렀다. 

5. 발해의 땅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이 고구려의 것과 비슷하다.온돌,석등, 망새등등 

  -발해는 고구려의 민족이 건국하였고    발해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음 

  

6.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근거-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수도 상경 

7. 발해의 수도 -상경, Heating  system 온돌 유적 발견  



❖ 중국의 동북공정 

1. 중국이 현재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과거의 모든 역사(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2. 목적 :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 삼국통일의 과정 

신라와 당나라 연합(나당연합)->백제 멸망->고구려 멸망->당나라와 전쟁->통일 신라 

❖ 신라의 삼국통일(BC57~AD937,1000년의 역사, 세계적으로도 드문 긴 역사의 왕조 이다) 

1. 통일 신라의 완성-문무왕 

     

2. 통일 신라를 이룬 원동력-화랑도(꽃처럼 아름다운 청년) 

•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으로서 교육적·군사적·사교 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화랑도의 정신-세속오계 

사군이충(事君以忠: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친이효(事親以孝: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이신(交友以信: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임전무퇴(臨戰無退: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살생유택(殺生有擇: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 



❖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산재해 있다. 석굴암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두 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1. 불국사-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통일 신라 경덕왕 때 토함산에 석굴암과 함께 건립 

                       경내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탑인 다보탑과 석가탑이 마주 보고 있다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2. 경주 유적지-신라의 문화가 꽃핀 곳으로 석굴암, 첨성대, 월성, 성덕대왕 신종, 포석정 터 등                                

뛰어난 문화재가 많다. 경주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 석굴암  -  8세기 후반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  불교 미술의  정수 

• 안압지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in Gyeongju -인공 연못. 원래 명칭은 '동궁과 월지'로 

경주 동궁과 월지(慶州 東宮과 月池)는 경주시에 위치한 신라 왕궁의 별궁 터 

                    



         

학생평가문제 

• 다음 내용 중 맞는 내용에는 o  맞지  않는 내용에는   X 를 하세요. 

1. 고구려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주몽이다. O 

2.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거혁세로 알에서 태어났다.x(박혁거세) 

3.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로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다. O 

4. 백제의 근초고왕은 금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 중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X(한강) 

5. 백제 사람들은 중국에 여러 문화를 전파해 주었습니다. X(일본에 전파)   

• 주관식 

6. 고구려의 왕으로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광개토대왕 

7. 삼국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신라 

8. 삼국중 가장 나중에 세워졌지만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백제 

9. 삼국을 통일할 때 신라가 힘을 합쳐 연합군을 결성한 당시 중국에 있던 나라의 이름은?  당나라 

10. 삼국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신라(천 년 역사라고 불린다) 

11. 백제 멸망시 의자왕의 어명으로 나당 연합군을 맞아  마지막까지 황산벌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한 백제의 장군이름은? 계백장군 

12. 중국의 당나라가 생기기 전 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현재의 청천강 지역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이겨 결국에는 수나라 멸망을 가져오게 된 큰   

전쟁이 있었다. 이를 무슨 대첩이라 부르는가? 살수대첩 

13.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동부 및 연해주 지역에 위치하였던 국가?발해 

성덕대왕신종 

 Bell of King Seongdeok 

    현존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종이다. 종의 

몸통 아래와 위에는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종을 치는 부분에는 연꽃 모양의 

장식과 그 양쪽에 비천상이 새겨져 

있다.약간은 슬퍼보이는 듯한 비천상의 

공양하는 모습과 은은한 종소리로 인해 

종을 만들때 아이를 시주했다는 

‘에밀레종’이라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다 



14. 역사에 있어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하였던 시대를 부르는 시대 이름은? 남북국 시대  

15. 전성기때의 발해를 중국에서 부르던 이름은? 해동성국 

16. 중국이  현재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과거의 모든 역사(고조선,고구려,발해)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을 뭐라고 부르는가? 동북공정 

17. 삼국 통일을 신라가 이루게 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해 낸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화랑도         

18. 화랑도의 기본정신으로 사군이충(事君以忠: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친이효(事親以孝: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긴다),교우이신(交友以信: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임전무퇴(臨戰無退: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살생유택(殺生有擇: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를 일컽는 다섯 가지 계율을 부르는 이름은? 세속오계 

19.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라의 수도 이름은?경주 

20. 불국사 경내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두 석탑의 이름은? 다보탑,석가탑 

21. 통일 신라시대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은? 석굴암 

참고단어 

유적 Historic Sites                                                                                                              

계승하다 succeed (to); (물려받다) inheri 

현존  existence, exist, be in existence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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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