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유사사기
힘찬 유사사기
01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
02 부여를 세운 해모수와 해부루
03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04 고구려를 세운 주몽
05 고구려의 두 번째 왕 유리왕

06 백제를 세운 온조

07 호동 왕자를 사랑한 낙랑 공주

| 연계독서가이드 |

이야기꽃할망 / 신 지인지기 / 우리문학 책시루
[이야기꽃할망] 69 우리 신화 이야기

[이야기꽃할망] 69 우리 신화 이야기

[한국사] 03 서라벌의 작은 나라 신라

[이야기꽃할망] 69 우리 신화 이야기

[우리문학] 20 동명왕편 _나라를 세운 주몽
[우리문학] 20 동명왕편 _나라를 세운 주몽

[이야기꽃할망] 69 우리 신화 이야기

12 남편만을 사랑한 도미 부인
13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이야기꽃할망] 36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꽃할망] 14 우렁 각시

18 끝까지 신라에 충성한 박제상

[한국사]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한국사] 09 한강에서 일어난 해상왕국 백제

[한국사]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한국사] 13 서라벌의 작은 나라 신라

[한국사]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한국사] 13 서라벌의 작은 나라 신라

15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

17 넓은 대륙을 차지한 광개토 대왕

[한국사]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한국사] 18 철의 나라 가야

14 주통촌 여인과 산상왕

16 소금 장수에서 임금이 된 미천왕

[한국사]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한국사] 13 서라벌의 작은 나라 신라

09 가야를 세운 김수로

11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된 연오랑 세오녀

[세계사] 06 황제의 나라 진, 비단길과 유교의 나라 한
[한국사] 03 고조선을 이은 새로운 나라들

[우리문학] 20 동명왕편 _나라를 세운 주몽

[신 지인지기] 01 광개토 대왕_ 고구려의 기상을 천하에 떨쳐라!

[한국사] 05 위기를 딛고 일어선 고구려
[한국사] 06 땅, 땅, 땅을 넓혀라

[한국사] 14 나라 안팎을 튼튼히 하다
[한국사] 06 땅, 땅, 땅을 넓혀라

19 바둑으로 왕의 환심을 산 도림 스님

11 백제 중흥의 꿈은 무너지고

20 거문고 갑을 쏜 소지왕
[한국사] 14 나라 안팎을 튼튼히 하다

21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

[세계사] 11 인더스와 갠지스가 낳은 인도 문명

22 귀신의 아들 비형랑

23 마 장수와 결혼한 선화 공주

[한국사] 08 강한 나라 고구려의 비결은?

24 공주와 결혼한 바보 온달

[한국사] 07 나라의 운명을 걸고 수 · 당과 싸우다

25 살수 대첩으로 고구려를 구한 을지문덕
26 세속 오계를 가르쳐 준 원광 법사

27 거울을 나눠 가진 가실과 설씨녀
28 세 가지 예언을 한 선덕 여왕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이야기꽃할망] 15 견우와 직녀

29 부처님 사리를 가져온 자장 율사

[한국사] 15 신라, 한반도의 중심에 서다
[한국사]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한국사] 21 불교의 나라 신라

30 아비지가 세운 황룡사 9층탑

[한국사]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17 삼국을 통일한 신라

31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김춘추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32 세 신령의 도움을 받은 김유신

[신 지인지기] 02 김유신 _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다

33 꿈을 사서 왕비가 된 문희

[신 지인지기] 02 김유신 _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다

34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초등 교과 연계

[한국사] 02 우리 겨레 첫 나라 고조선

[이야기꽃할망] 69 우리 신화 이야기

08 숯을 묻어 호공의 집을 차지한 석탈해

10 황금 상자에서 나온 김알지

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 / 으랏차차! 이야기 세계사

[한국사]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17 삼국을 통일한 신라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한국사]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한국사] 11 백제 중흥의 꿈은 무너지고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사회]

3―1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3―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1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2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힘찬 유사사기

이야기꽃할망 / 신 지인지기 / 우리문학 책시루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한국사] 07 나라의 운명을 걸고 수·당과 싸우다

36 당나라에 대항한 연개소문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한국사] 17 삼국을 통일한 신라

37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39 쉽게 불교를 가르쳐 준 원효 대사
40 불교를 발전시킨 의상 대사

초등 교과 연계

[한국사] 11 백제 중흥의 꿈은 무너지고

35 백제에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

38 나라를 지키는 피리 만파식적

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 / 으랏차차! 이야기 세계사

20 통일 신라의 빛과 그림자

[신 지인지기] 10 원효 _백성 속으로 들어간 새벽 스님

[한국사] 20 통일 신라의 빛과 그림자
[한국사] 21 불교의 나라 신라

[한국사] 21 불교의 나라 신라

[한국사] 20 통일 신라의 빛과 그림자

41 화왕계를 들려준 설총

42 서방정토로 간 광덕과 엄장

43 주술로 용을 물리친 혜통 스님
44 자신의 낭도를 아낀 죽지랑
45 저승을 다녀온 선율 스님

[한국사] 18 철의 나라 가야

46 철쭉꽃보다 아름다운 수로 부인

47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한국사] 20 통일 신라의 빛과 그림자

49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운 김대성

21 불교의 나라 신라

50 왕이 될 꿈을 꾼 원성왕

[이야기꽃할망] 01 멸치의 꿈

52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신 지인지기] 03 장보고 _섬 소년, 바다의 왕이 되다

53 당나귀 귀를 가진 경문왕

[이야기꽃할망] 3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55 문장력으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

[우리문학] 26 최고운전 _천재 소년, 중국을 놀라게 하다

54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56 활 솜씨가 뛰어난 거타지

57 눈먼 어머니를 보살핀 효녀 지은
58 후백제를 세운 견훤

59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60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3―1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3―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8 해를 사라지게 한 도솔가

51 하늘도 감동한 효자 손순

[사회]

[이야기꽃할망] 16 백두산 장생초

[이야기꽃할망] 22 활 잘 쏘는 총각

[한국사] 22 무너지는 천 년 왕국

[세계사] 16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연 칼리프들

[한국사] 22 무너지는 천 년 왕국

[이야기꽃할망] 19 효녀 심청

[우리문학] 03 심청전 _연꽃으로 핀 효심
[신 지인지기] 04 왕건 _후삼국을 통일한 영웅

[한국사] 23 세 영웅이 천하를 두고 겨루다

[신 지인지기] 04 왕건 _후삼국을 통일한 영웅

[한국사] 23 세 영웅이 천하를 두고 겨루다

[신 지인지기] 04 왕건 _후삼국을 통일한 영웅

[한국사] 23 세 영웅이 천하를 두고 겨루다

4―1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2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