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
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
선사시대
고조선
부여 동예 옥저 삼한

01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02 우리 겨레 첫 나라 고조선
03 고조선을 이은 새로운 나라들
04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다

고구려

05 위기를 딛고 일어선 고구려
06 땅, 땅, 땅을 넓혀라!

07 나라의 운명을 걸고 수·당과 싸우다
08 강한 나라 고구려의 비결은?

09 한강에서 일어난 해상 왕국 백제

백제

10 한강을 잃고 남쪽으로

11 백제 중흥의 꿈은 무너지고
12 기술의 나라 백제
13 서라벌의 작은 나라 신라
14 나라 안팎을 튼튼히 하다

신라

15 신라, 한반도의 중심에 서다

16 신라, 백제를 무너뜨리다

17 삼국을 통일한 신라

가야

발해

| 연계독서가이드 |

힘찬 유사사기 / 신 지인지기 / 생활 속 사회탐구
[사회탐구] 21 유물·유적_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세계사] 01 두 발로 선 인류, 도구를 만든 인류

[사회탐구]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세계문화]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유사사기] 01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

[유사사기] 02 부여를 세운 해모수와 해부루
[유사사기] 04 고구려를 세운 주몽

05 고구려의 두 번째 왕 유리왕
13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신 지인지기] 01 광개토 대왕_ 고구려의 기상을 천하에 떨쳐라!
[유사사기] 25 살수 대첩으로 고구려를 구한 을지문덕
36 당나라에 대항한 연개소문

35 백제에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

[유사사기] 03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후삼국

[세계문화] 01 일본_외래 문물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다

[유사사기] 21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

[유사사기] 26 세속 오계를 가르쳐 준 원광 법사
[유사사기] 28 세 가지 예언을 한 선덕 여왕

31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김춘추
32 세 신령의 도움을 받은 김유신

[신 지인지기] 02 김유신 _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다
[유사사기] 32 세 신령의 도움을 받은 김유신

37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신 지인지기] 02 김유신 _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다

[유사사기] 38 나라를 지키는 피리 만파식적
40 불교를 발전시킨 의상 대사

49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운 김대성

[신 지인지기] 10 원효 _백성 속으로 들어간 새벽 스님
[사회탐구]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23 세 영웅이 천하를 두고 겨루다

[세계문화]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10 황금 상자에서 나온 김알지

20 통일 신라의 빛과 그림자

22 무너지는 천 년 왕국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08 숯을 묻어 호공의 집을 차지한 석탈해

[유사사기] 39 쉽게 불교를 가르쳐 준 원효 대사

통일 신라

[우리문학] 20 동명왕편 _나라를 세운 주몽

[유사사기] 34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유사사기] 09 가야를 세운 김수로

21 불교의 나라 신라

[세계사] 06 황제의 나라 진, 비단길과 유교의 나라 한

[유사사기] 06 백제를 세운 온조

18 철의 나라 가야

19 대륙을 호령한 큰 나라 발해

우리문학 책시루 / 역지사지 세계문화
으랏차차! 이야기 세계사

[유사사기] 52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55 문장력으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

[신 지인지기] 03 장보고 _섬 소년, 바다의 왕이 되다

[세계사] 14 중국의 번영을 이끈 당나라

[세계문화]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세계문화] 06 태국_불교와 국왕을 숭상하는 나라
08 인도 _힌두교의 땅

[우리문학] 26 최고운전 _천재 소년, 중국을 놀라게 하다
[세계사] 16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연 칼리프들

[유사사기] 58 후백제를 세운 견훤

59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60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신 지인지기] 04 왕건 _후삼국을 통일한 영웅

24 고려의 기틀을 다지다
25 거란을 물리친 고려

26 고려, 태평성대를 노래하다

고려

27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8 고려의 혼란이 시작되다

29 무신이 나라를 다스리다
30 고려, 몽골에 무릎을 꿇다
31 고려의 마지막 불꽃, 공민왕

[신 지인지기] 05 칭기즈 칸_ 초원에 핀 대제국의 꿈
[사회탐구]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세계사] 18 세계를 하나로 이은 몽골 제국

[세계문화] 03 몽골_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의 나라

으랏차차! 이야기 한국사

힘찬 유사사기 / 신 지인지기 / 생활 속 사회탐구

[세계문화]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32 이성계, 새 나라를 세우다
33 조선의 기틀을 닦은 태종과 세종
34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세조와 성종
35 조선의 도읍 한양에 가다
36 사림의 시대가 열리다

37 바다와 육지에서 왜적을 물리치다

조선

38 중립 외교를 펼친 광해군

[신 지인지기] 06 세종_전하, 제발 좀 쉬세요

41 조선을 다시 일으킨 영조와 정조
42 조선의 산천과 풍속을 그리다
43 흔들리는 조선, 고통받는 백성들

[사회탐구] 32 전통과학_세계 최고! 역사 속 우리 과학
[사회탐구]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신 지인지기] 07 이순신 _빈틈없이 준비하라

[우리문학] 32 임진록_바람 앞의 등불, 조선을 구하라

[사회탐구] 32 전통과학_세계 최고! 역사 속 우리 과학

[세계문화] 01 일본_외래 문물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다

14 허준_우리 약, 우리 의술

[신 지인지기] 14 허준_우리 약, 우리 의술

[신 지인지기] 15 박지원 _글로써 양반을 나무라다

16 정약용_쓸모 있는 학문이 백성을 살린다

[신 지인지기] 16 정약용_쓸모 있는 학문이 백성을 살린다
[사회탐구]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62 답사보고 _ 보고서는 내가 쓸 거야

[신 지인지기] 56 김홍도 _ 조선을 그린 다정한 화가
[사회탐구] 29 탈춤_얼쑤! 신나는 탈춤

47 조선을 뒤흔든 농민군의 함성
48 대한 제국으로 거듭난 조선

51 온 겨레가 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제 강점기

52 총칼을 들어 일본에 맞서다
53 민족의 힘을 길러 나라를 되찾자
54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계사] 27 중국을 크게 넓힌 청나라

[우리문학] 11 허생전 _돈은 이리 벌고 저리 쓴다
12 호질 _ 그 양반 참 구리구려

[우리문학] 36 한중록_서럽다 어찌 말을 할까
[사회탐구] 34 시장_시끌시끌 시장 구경

36 서양에 문을 연 일본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신 지인지기] 25 전봉준_녹두 장군 나가신다

[신 지인지기] 22 석주명_ 조선을 누빈 나비 박사
23 주시경_한글은 겨레의 정신

[신 지인지기 ] 26 유관순_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세계사] 37 황제의 시대를 끝낸 중화민국

[세계문화] 01 일본_외래 문물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다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27 김구_ 고집불통, 대한민국 문지기 되다

[신 지인지기 ] 28 신채호 _붓을 칼처럼 휘두르다
51 방정환_어린이를 부탁해

55 젊은 학생들이 나서다
56 깊어지는 민족의 고난

[우리문학] 25 박씨전 _비겁한 남자보다 낫소!

[세계문화] 01 일본_외래 문물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다

49 서양 문물이 세상을 바꾸다
50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다

[세계사] 27 중국을 크게 넓힌 청나라

[세계사] 35 침략과 약탈의 시대, 제국주의의 등장

45 나라의 문을 열다
46 개화를 둘러싼 다툼

[세계사] 25 일본을 다스린 무사들

34 임경업전 _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다

44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 시작되다

개화기

[세계사] 26 세계의 바다를 누빈 명나라

13 장영실_종에서 조선 최고의 발명가로

39 청나라의 침략을 당하다
40 조선의 개혁을 꿈꾼 학자들

우리문학 책시루 / 역지사지 세계문화
으랏차차! 이야기 세계사

[신 지인지기] 27 김구_ 고집불통, 대한민국 문지기 되다

[세계사] 39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꿈꾼 러시아 혁명

[세계사] 40 민중의 힘으로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문화]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세계사] 43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제2차 세계 대전

대한민국

57 나라를 되찾은 우리 겨레

58 소리 높여 민주주의를 외치다
59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60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사전 1

[신 지인지기] 27 김구_ 고집불통, 대한민국 문지기 되다

[사회탐구] 51 민주주의_ 4월의 친구

[신 지인지기] 45 정주영_한다면 한다

6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사전 2

62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사전 3
63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사전 4

별책

64 연표로 보는 우리 역사

65 보고 상상하고 - 우리 역사 박물관 1

66 보고 상상하고 - 우리 역사 박물관 2
67 보고 상상하고 - 우리 역사 박물관 3
중요한 것만 쏙쏙! 한국사 테마 1
중요한 것만 쏙쏙! 한국사 테마 2
중요한 것만 쏙쏙! 한국사 테마 3

[사회탐구] 32 전통과학_세계 최고! 역사 속 우리 과학
33 문화유산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세계문화] 01 일본_외래 문물을 배워 더 나은 것을 만들다
02 중국_천하의 중심을 꿈꾼 사람들

25 독일 _생활 속에 숨쉬는 장인 정신

27 러시아_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땅
36 미국_아메리칸드림으로 이룬 부강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