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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民国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
大韓民国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大韓民国は私たちの両親や祖父、祖母がかつて暮らしていた
私たちの母国です。

대한민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오신 우리의 모국이에요. 

대한민국을 알고 있나요? 1

「大韓民国」とは、「大きくて偉大な人々の国」という意味です。

대한민국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를 뜻한답니다.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조수미

 소프라노 성악가(유네스코 공연 모습)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인들(캐나다)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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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eoul)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도에서 한반도를 찾아봅시다.

한반도와 대한민국

한국의 공식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수도는 서울이에요. 
지도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을 찾아보세요.

1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줄을 그어
보고, 친구들과 함께 상상의 여행을 이야기해봅시다.

2

지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찾아보세요. 
대한민국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나요?

3

3 		地図でみなさんが住んでいる都市を探してみましょう。
韓国まで何時間かかりますか。

韓半島(朝鮮半島)と大韓民国
韓国はアジアの東にある国です。
地図で韓半島を探してみましょう。

1 	韓国の正式名称は「大韓民国」です。
						首都はソウルです。地図で韓国とソウルを探してみましょう。
2 みなさんが住んでいる国を探してみましょう。
						みなさんが住んでいる都市から韓国のソウルまで線を引いて、
						友達と一緒に想像の旅の話をしてみましょう。

서울(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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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도를 선을 따라 그려봅시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을 지도에 표시해봅시다.

내가 아는 도시를 표시해봅시다.

독도를 찾아봅시다.

대한민국에 가면 가보고 싶은 곳을 그려봅시다.

韓半島の地図を線をなぞって描いてみましょう。
地図上で両親や祖父、祖母の故郷に印をつけてみましょう。
知っている都市に印をつけてみましょう。
独島を探してみましょう。
韓国に行ったら行ってみたい所を描いてみ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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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の象徴
絵から、韓国を表す象徴を探してみましょう。

그림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
민국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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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예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태극기 중앙의 둥근 모양을 태극이라 하는데 태극의 붉은색은 
소중함을, 파란색은 희망을 뜻하며, 태극기의 바탕인 흰색은 
백의민족을 나타내요.

태극기를 보고 그려봅시다. 

太極旗（韓国の国旗）
太極旗は韓国の国旗です。

太極旗には、私たちの民族が一緒に幸せに暮らすという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

	「太極旗の真ん中の丸い部分は『太極』といいます。太極の赤色は大切さを、青色
は希望を意味し、下地の白色は白衣の民族(昔から白い服をよく着ていたことに由
来)を表しています。」

태극기

太極旗を見ながら描いてみ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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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노래입니다.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러봅시다.

애국가

愛国歌(韓国の国歌)
愛国歌は韓国の国歌です。
母国を愛する心を持って愛国歌を歌ってみましょう。

애국가의 1절 중에 빈칸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채워봅시다.

(                ) 과 (              )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 삼천리  (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愛国歌の1番の空欄を、選択肢の中から探して埋めてみましょう。

 (보기) 백두산, 무궁화, 동해물, 화려강산
選択肢

대한민국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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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이에요.

무궁화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요. 

무궁화 꽃은 아침 6시쯤 꽃잎이 열렸다가 

저녁 6시에는 꽃잎을 닫아요. 

부지런한 우리 민족을 닮아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나 봐요.

無窮花(韓国の国花、ムクゲ)
無窮花は韓国の国花です。
無窮花はどこでもよく育ち、100日間も毎日新しい花を咲かせます。
無窮花の花は、朝６時ごろに花びらが開いて夕方６時にはしぼみます。
勤勉な私たちの民族に似ていることから、国を象徴する花になったようです。

무궁화를 색칠해봅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해봐요.

	「ムクゲの花が咲きました」(「だるまさんがころんだ」に似た遊び)を
友達と一緒にやってみましょう。

無窮花に色をぬってみましょう。

무궁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향해 가면서 빈칸에 답을 적어봅시다.

마무리해요

1 出発（私が住んでいる所　　　　　　　　	　　）	 	
2 韓国の首都はどこですか。 　韓国の首都は（　　　　	　　）です。
3 		韓国の国旗は何ですか。 　韓国の国旗は（　　　　	　　）です。
4 韓国の国歌は何ですか。 　韓国の国歌は（　　　　	　　）です。
5 韓国の国花は何ですか。 　韓国の国花は（　　　　	　　）です。
6 		韓国に到着しました。 　母国へようこそ。

まとめましょう
みなさんが住んでいる所から出発して韓国へ向いながら、空欄に答えを書いてみましょう。

4 대한민국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노래는 (            )입니다. 

5 대한민국의 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꽃은 (            )입니다. 

6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모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         )입니다.

2120

1 출발
(여러분이 사는 곳                  ) 

3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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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韓民国はどのような国ですか。
韓国は美しい文化と伝統を守り、自由で幸せに生きる人たちの国です。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자유롭게 사는 행복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요?2

「漢江の奇跡」、「自由民主主義」、
「援助する国」、「韓流」

“한강의 기적” “자유민주주의”

“도움을 주는 나라” “한류” 

옛날의 결혼식 모습 요즘의 결혼식 모습 옛날의 광화문 거리 요즘의 광화문 거리



2524

아주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경제 성장과 한강의 기적 

経済成長と漢江の奇跡
とても貧しい国でしたが、みんなが力を合わせて豊かな国を築きました。
	「漢江の奇跡」といいます。

옛날의 한강 모습

요즘의 한강 모습

농사를 짓던 옛날의 한국

자동차를 수출하는 오늘날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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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상품을 찾아 그려보아요.

周りでよく見かける韓国の商品を探して描いてみましょう。

私もロボットが作りたいです。
作りたいロボットを描いてみましょう。

나도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그려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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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예요.

自由民主主義の国
韓国は自由で平等な国です。
韓国は国民が主権をもつ国です。

	「いまでは、韓国はアメリカとほぼ等しい水準の民主主義を実現しています。」
		(参考)2015年の民主主義指数：イギリス(8.31)、アメリカ(8.05)、韓国(7.97)
自由のない国に住んでいる子どもたちのことを考えながら、ロールプレイングをやってみま
しょう。ロールプレイングをやってから、感じたことを話してみましょう。

이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오! 
왕께서 하시는 일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백성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오.

출처: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발표

[참고] 2015년 민주주의 지수     영국(8.31)        미국(8.05)      대한민국(7.97)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슷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国の主は国民です！国民がいなければ国は成り立ちません。」
	「この国の主は国王である！王様がなさることにああだこうだと口を出すのは民の道理ではない。」
1888年に韓国人としては初めてアメリカ市民になったソ・ジェピル博士が、1896年に母国に帰って
きてハングルで「独立新聞」を発行するときに、国の自由民主主義を夢見て話した言葉です。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1888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이 된 서재필 박사가 1896년 모국에 돌아와 독립신문을  

한글로 만들면서 모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가 
            있겠습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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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후 많은 것을 잃고 배고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친구가 필요한 나라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적어보세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援助を受ける国から援助する国へ
戦争が終わった後、多くのものを失って飢えと悲しみに苦しんでいたとき、たくさんの国
から支援を受けました。
いまでは、私たちより貧しい国、援助が必要な国、友達が必要な国を支援しています。 みなさんが友達や誰かを手伝ってあげた話を、絵や文字でかいてみましょう。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 받은 한국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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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K-pop, 한국 드라마, 텔레비전 쇼, 전통문화를 좋아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 한류 

世界に広がる韓国文化、韓流
韓国の文化が世界に広がっています。
世界の人たちがK-POPや韓国ドラマ、バラエティ番組、伝統文化を好きになり
ハングルと韓国文化を学んでいます。

한국 가수, 싸이(PSY)

세계 6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대장금

한국 가수, 엑소(EXO)

한국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는 외국인들

한국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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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해봅시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의 사진을 찾아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만들어봅시다.

まとめましょう
韓国の自慢できるものを絵で描いてみましょう。
ほかの民族の友達に韓国を紹介してみましょう。
紹介したい内容、見せたいもの、聞かせたいもの、食べてみてほしいものなどの写真
を探して韓国を紹介する掲示板を作ってみましょう。

마무리해요



한민족은 어떻게 살아 왔나요? 3

3. 韓民族(朝鮮民族)はどのように暮らしてきたのでしょうか。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훈민정음(한글)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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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고 용감한 단군은 기원전(B.C.) 2333년에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어요. 

그 후 오천년 동안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 같은 땅에서 같은 

말과 글을 쓰며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을 합해 이겨 냈어요.

단군신화와 한민족

檀君(タングン)神話と韓民族
賢くて勇ましい「檀君(タングン)」は紀元前2333年、私たちの民族の初めての国「古朝鮮」
を建てました。
それから五千年の間、私たちは檀君の子孫として同じ大地の上で同じ言葉を使いながら、
喜ばしい出来事は一緒に喜び、苦しい出来事があれば力を合わせて立ち向かいました。

행주대첩(1593년)
힘을 모아 왜적을 무찌른 사건



4140

단군의 자손인 우리민족은 착하고, 부지런하며, 정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아요. 

이웃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 힘을 모아 도와요. 

서로 도울 줄 아는 한민족

互いに助け合う韓民族
檀君の子孫である私たちの民族は、優しくて勤勉で情
の深い民族です。
苦しい出来事があれば互いに助け合います。
近所の人や国が困っているときは、みんなで力を合わ
せます。

IMF위기와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사건과 자원봉사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깨끗해진 바다

서로 도와 농사짓는 모습(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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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いものから新たな価値を生み出す韓民族
私たちの民族は伝統を守り、新たなものを作っていく知恵のある民族です。

우리 민족은 우리 것을 잘 지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옛 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한민족

粘り強く努力する韓民族
昔から私たちの民族は忍耐と根気をもって頑張ってきました。
フェンシングのパク・サンヨン選手は、10-14で相手が1点でも取れば負けるところでした。
すでに多くの人たちは負けた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パク選手は休憩時間にも「できる、
できる」と言い続けました。ひとりでつぶやく口の動きがカメラに映って、たくさんの人が
感動しました。最後まで諦めなかったパク選手は、奇跡のような勝利をおさめました。
パク選手は、集中力と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に優れた私たちの民族の子孫です。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참을성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한민족

펜싱의 박상영 선수 스코어는 10-14 상대 선수가 1점만 이겨도 지는  
것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박선수는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혼잣말을 하는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박상영 선수는 기적 같은 승리를 했어요.  
박상영 선수는 집중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뛰어난 우리민족의 후손입니다.

한글 무늬로 만든 한복한글(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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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国時代
古朝鮮に続いて、高句麗、百済、新羅という国が建てられました。
三国は助けあったり戦ったりしていましたが、新羅によって一つの国になりました。

「満州地域と韓半島の北側に大きな国を建てたのはどの国でしょう。」

「		優れた私たちの文化を日本に伝えた学者、王仁（ワン・イン）の国はどこでしょう。」

「		丈夫な身体と健全な精神で三国統一の力になった花郎（ファラン）の国はどこでしょう。」

삼국시대

위의 그림에서 만주지역과 
한반도 북쪽에 커다란 
나라를 세웠던 나라를 
     찾아보세요.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한 왕인 박사의    
    나라를 찾아보세요.

튼튼한 몸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도운 화랑들의 
나라를 찾아보세요.

고조선에 이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 나라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다가 신라에 의해 한 나라가  

되었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백제 금동대향로

신라 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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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신라는 세 나라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꽃피웠어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왕은  

누구일까요?

신라를 통일한 (                 )이예요.

만주와 연해주지역에 살고 있던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를 세웠어요.

통일 신라

統一新羅
統一新羅は、三国の文化を一つにまとめて美しい文化を花咲かせました。

死んだ後も国を守るために海の中に墓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遺言を残した王様は誰
でしょう。

新羅を統一した（　　　　　　）です。

満州と沿海州に住んでいた高句麗の人たちが渤海を建国しました。

경주 불국사

문무왕 해중릉

무구정광대다라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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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부터 즐겨먹었던 음식이에요.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죠.”

“나는 (                 )이에요.”

	「私は何でしょう。
高麗時代からよく食べていた料理です。
夏バテに効く食べ物です。」　
	「私は（　　　　	　　）です。」

고려의 인삼과 고려청자 등이 외국에서 인기가 높아 

우리가 고려(Corea or Korea)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고려

고려 청자
고려 인삼

해인사 팔만대장경

高麗
高麗人参や高麗青磁などが外国で人気が高く、
私たちの民族は高麗（Corea	or	Korea）として世界に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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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                )을 만드셨어요. 

한글로 친구의 이름을 써봅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朝鮮
檀君の意志を受け継ぐために「朝鮮」と名づけられた朝鮮は、韓民族の誇りを高めて民族文化を大き
く発展させました。しかし、国内で起きたいろいろな苦難や他国からの侵略などで弱くなりました。

世宗大王は世界で一番学びやすい（　　　		　　）を作りました。
ハングルで友達の名前を書いてみましょう。

단군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기 위해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조선은 한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민족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약해졌어요. 

조선

경복궁

수원화성

김홍도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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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받을 점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日帝の韓国強占期と独立運動
1910年、日本によって国を失った私たちの民族は、国を取り戻すために努力しました。
	「1919年、アメリカのウィルソン大統領が『他国に支配されている国は、奪われた国を取り戻し
て自分たちの国を作る権利がある』ということを世界に知らせました。」
	「私たちはこれに力を得て、1919年3月1日、独立を宣言して平和的な万歳デモを行いました。」
	「そして、中国の上海に『大韓民国臨時政府』をつくり、臨時政府は独立運動と独立軍を率いま
した。」

独立運動をした人たちについて調べ、見習うことと感じたことを話してみましょう。

1919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우리는 이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과 독립군을  
     이끌었어요.

1910년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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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려워지자 한반도를 떠나게 된 한인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를 찾아봅시다. 

2016년 8월 20일에 방영된 한국 MBC 방송 ‘무한도전’을 찾아보고  

이야기해봅시다.(만 10세 이상 관람가)

暮らしが苦しくなった韓半島を離れた人たちは、海外で独立運動に	
励みました。
海外で独立運動をした人たちを探してみましょう。

海外にある独立運動家の遺跡を探してみましょう。

2016年8月20日に放送された韓国MBC放送の『無限挑戦』を見て話してみ	
ましょう。(満10歳以上視聴可)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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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1. 조사할 사람을 찾아요.

2. 그 사람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요. 

3. 조사한 내용을 적어요.

4. 친구들에게 소개해요.

まとめましょう
韓国の歴史で最も誇らしい人物を友達に紹介してみましょう。
次のようにしてみましょう。
1.	調べたい人物を選びます。　
2.	その人物の写真や絵などを貼りつけます。
3.	調べた内容を書きます。　
4.	友達に紹介します。

마무리해요



왜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나요?

4

4. なぜ、韓半島が二つに分かれたのでしょうか。

광복(1945.8.15.) 한국전쟁(1950.6.25.) 정전협정 체결(1953.7.27.) 휴전선을 지키는 한국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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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우리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날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           년        월      일)

한반도의 광복

韓半島の光復
1945年8月15日、国を取り戻しました。 私たちの民族が国を取り戻した日を書いてみましょう。(　　　　　年　　月　　日)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

일본이 미국에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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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ㅇ

신탁통치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유엔이 정한 나라가 대신  

다스리는 것을 뜻해요.

한반도에는 가운데 선(38도선)이 그어졌어요. 

왜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３８度線による分断
	「私たちの手で国を建てましょう！」
新しい国を建てようとしましたが、みんなの考えがそれぞれ違ったので、
一つの国を建てることは難しかったのです。
	「信託統治とは、ある国が自ら統治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国連が決めた国が代わりに
治めることです。」

韓半島には真ん中に38度線が引かれました。
なぜ、韓半島が38度線で分かれたのか調べてみましょう。

	「日本軍の武装解除のために、38度線を境に南には米軍が、北にはソ連軍が入ってきて作られ
た線です。」

	「一緒に戦争していた米国とソ連は、戦争が終わると世界各地で争いを起こしました。それに
よって引かれた38度線は、私たちの民族を分かれさせる線となりました。」

일본군을 정리하기 위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

군이 들어오면서 생긴 선이에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웁시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려웠어요. 

38도선 분단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끝나자 세계 곳곳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한반도에 그어진 38도선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분단의 선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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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나라를 세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제연합(유엔)은 

남북한을 합쳐서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었어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년         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은          년         월       일이에요. 

韓半島で初めて、国民の手で国民の代表になる国会議員が選ばれました。
国会議員たちが国を治める基本となる法(憲法)を作り、
初代大統領として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を選出しました。
1948年8月15日、「大韓民国」が誕生しました。
私の誕生日は　　　　　年　　　月　　日です。
大韓民国の誕生日は　　　　　年　　　月　　日です。

대한민국의 탄생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세계적인 평화기구입니다.

38ㅇ

大韓民国の誕生
韓半島に国を建てることがうまくいかなくなると、国際連合(国連)は南北を合わせて総選挙
を行って統一政府を立てることにしました。しかし、ソ連の反対で北韓(北朝鮮)では選挙が
行われませんでした。
	「国際連合は、第二次世界大戦の後に作られた世界的な平和機構です。」

대한민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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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계속되다가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국전쟁 관련 장소를 찾아보세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어 빼앗겼던  

서울도 다시 찾고 단숨에 북쪽 끝에 있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군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리고 말았어요.

韓国戦争(朝鮮戦争)
北韓(北朝鮮)には金日成(キム・イルソン)が率いる共産主義政権が立てられました。
韓半島と韓民族が二つに分かれました。
そして1950年6月25日の早朝に、北韓が攻撃してきました。
力で統一しようとしたのです。
	「『戦争が起こりました！戦争だ！』北韓の突然の攻撃によってソウルを奪われ、南部の
洛東江まで追い詰められました。」

 “전쟁이 났어요! 전쟁!” 갑작스런 

북한의 공격에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에 있는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어요.

한반도와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왔어요. 

힘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전쟁

戦争が続くなか、南北は戦いを止めることを約束しました。
	「米軍をはじめとする国連軍の支援によって奪われたソウルも取り戻し、今度は一気
に北の端にある鴨緑江まで追い詰めました。
	『これで、統一されたらいいな！』
しかし、北韓を支援するために中国軍が戦争に割り込み、韓国軍と国連軍は再び南
に追い詰められました。」
みなさんが住んでいる所で、韓国戦争にかかわった場所を探してみましょう。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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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갈라졌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南と北は休戦線で分けられました。
まとめましょう
長い間一緒に暮らしてきた私たちの民族がなぜ二つに分かれたのか絵で描いてみましょう。

마무리해요

휴전선 야경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남북한은 어떻게 지내 왔나요?5
지난 6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 살고 있어요. 

5. 南北韓(韓国、北朝鮮)はどのように暮らしてきたのでしょうか。
この６０年あまりの間、南韓と北韓は分かれて暮らしています。

휴전선과 통일 염원 판문점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 60년간 달리지 못한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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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수상한 할머니”(통일교육원 제작)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해보아요.

離散家族の苦しみ
南北韓では行き来もできず、手紙を送ったり電話をかけることもできません。
それで、家族と別れてから６０年あまりの間、連絡も取れず、会うこともできない
家族がまだまだたくさんいます。

	「クルムパン－怪しいおばあちゃん」(統一教育院制作)を見て感じたことを
発表してみましょう。

남북한은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편지나 전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져 60여 년 동안 소식도 듣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가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산가족의 아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의 ‘그리운 내고향’그림(오두산 통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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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빈칸에 일본어를 적어보세요.

남한말              북한말                     일본어 

도시락             곽밥   (                    )

화장실             위생실  (                    )

초등학교          소학교  (                    )

시장               장마당  (                    )

가위바위보         가위주먹  (                    )

広がる差
長い間会えなかったので、使う言葉と文化が変わってきています。

空欄に日本語を書いてみましょう。
南韓の言葉	 北韓の言葉	 日本語
トシラク	 クァクパプ	 (　　　　　　)
化粧室	 衛生室	 (　　　　　　)
初等学校	 小学校	 (　　　　　　)
市場	 場マダン	 (　　　　　　)
カウィ・バウィ・ボ	 カウィ・ジュモク	 (　　　　　　)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 쓰는 말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어요.

커지는 차이

남한의 가수, 엑소(EXO)

북한의 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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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戦争が怖い韓半島
戦争の途中、戦いを止めることを約束しましたが、
北韓があまり約束を守らないため、いつも戦争の危機にさらされています。

最近では、北韓の核開発とミサイル発射によって世界が韓半島と
東アジアの平和のことを心配しています。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잘 안 지켜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요. 

전쟁이 무서운 한반도

북한의 남한(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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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への努力
南北韓は同じ檀君(タングン)の子孫であり、統一に向けて粘り強く努力
してきました。

남북한은 같은 단군의 자손으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통일을 위한 노력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11년 남북군사회담

2015년 남북고위급회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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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커서 서로 돕는 일이 힘들어요.

앞으로 남북한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아래 글을 읽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まとめましょう
いまでも韓半島では戦争への恐れが強く、互いに助け合うことは難しくなっています。
これからの南北韓は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
みなさんの考えを文字や絵でかいてみましょう。
次の話を読んで考えてみましょう。

みなさんの考えを友達と話し合ってみましょう。

南に住んでいるヤギが、とても狭い橋を渡りはじめました。
橋は、一匹がやっと渡れるほど狭いものでした。
ところが、向い側から北に住んでいるヤギも橋を渡っていたのです。
二匹のヤギは川の真ん中で会ってしまいました。
二匹のヤギは、互いに「どいてよ」と言いながらけんかしはじめました。
この後、この二匹のヤギ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二匹のヤギは、無事に川を渡りました。そして幸せに暮らしました。
どうしたのでしょうか。

마무리
   해요

남쪽에 사는 염소가 아주 좁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다리가 너무 좁아서 혼자 겨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북쪽에 사는 염소가 건너오고 있어요. 

두 염소는 강 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두 염소는 서로 비키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염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소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6

6. 北韓の人たちはどのように暮ら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北韓の様子を見てみましょう。

북한의 장마당
북한 어린이들의 수업 모습

공동작업을 하는 북한 주민 북한 소년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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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다스리는 사람은 김일성에서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北韓を治める人は金日成(キム・イルソン)からその息子の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
またその息子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へと続いています。

北韓の政治
北韓では、指導者一人の意思に合わせて暮ら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북한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해요.

북한의 정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인사하는 북한 주민들

현재 북한을 다스리는 사람, 김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정치

 선거 포스터
단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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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여행을 가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해요.

北韓の経済と社会
北韓では国から配られるもので暮らします。
大学への進学と仕事場も国が決めます。
	「住む地域と家を国が決めます。」
	「食べ物を国が決めて配ります。」
	「衣服と使う物を国が配ります。」
	「配給がきちんとされず、場マダンで必要な物を手に入れます。」 北韓では旅行するためには許可証が必要になります。

북한에서는 나라가 나누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대학교 가는 것과 일하는 곳도 나라에서 정해 주어요.

북한의 경제와 사회

입을 옷과 사용할 

물건들을 나누어 주어요.

먹을 것을 나라에서 

정해서 나누어 주어요.
거주지역과 살 집을  

나라에서 정해 주어요.

배급이 제대로 안되어  장마당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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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아요.

우리와 북한이 같은 점을 알아봅시다.

서로 다른 곳에 살아도 우리는 같은 민속놀이를 즐겨요.

제기차기, 팽이치기, 닭싸움, 연날리기를 해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

住む場所が違っても、同じ伝統遊びを楽しんでいます。
チェギチャギ(蹴鞠に似た遊び)、ペンイチギ(こま回し)、タクサウム(片足相撲に似た遊び)、
ヨンナルリギ(凧揚げ)をします。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즐기고 명절날에는 한복을 입어요.

김치, 냉면, 불고기 등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한글을 써요.

北韓住民の暮らし
北韓の住民たちは、私たちと暮らしは違いますが、似たところも多いです。
私たちと北韓のそっくりなところを見てみましょう。
	「同じ言葉を使ってハングルを使います。」　
	「ソルラル（旧正月）やチュソク(秋夕)などの年中行事があり、その日には韓服を着ます。」
	「キムチや冷麺、プルコギなど同じ料理を食べ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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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北韓の子どもたちの暮らし
北韓の子どもたちの暮らしについて見てみましょう。
北韓の子どもたちの学校生活 北韓の子どもたちの放課後の活動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북한 학생들의 생활

단체생활
수업 모습

방과 후 활동

단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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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해요

우리와 북한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まとめましょう
私たちと北韓の違うところと、そっくりなところを絵に描いてみましょう。



통일은 왜 해야 할까요?7

7. なぜ、統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の願いは統一」の歌を歌いながら、統一すべき理由を考えてみましょう。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요.

다시 헤어지는 이산가족 북한의 미사일 발사북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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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 갈 수 있게 통일을 해야 해요. 

가족의 만남

家族の再会
別れた家族が再会して故郷へ戻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統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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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の平和
戦争を心配せずに平和に暮らすために、統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韓半島の統一はアジアと世界の平和のためにも必要です。」

한반도의 평화
전쟁 걱정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해요. 

백두산 등반 
원정대

국경무역 
관광벨트

산업공단

중국/몽골
횡단철도

광개토왕
고구려와 발해 유적

남북경제 협력특구

신성장�한류 
문화산업 역사문화사업 

네트워크

동북아
해양무역 중심

남해안
경제자유구역

환황해 
경제거점

시베리아/만주 
횡단철도

DMZ생태평화벨트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필요해요.

북한의 포격도발로 폐허가 된 연평도

특수부대의 동계훈련

백두대간
관광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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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해야 해요.

민족의 더 큰 발전

통일한국 경제력 

세계 8위

2013년 2060년 (단위: 억불)

4,3201,135

民族のさらなる発展
私たちの民族みんなが豊かに暮らすために、統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北韓では食料が足りませんが、南韓では余っています。北韓には地下資源が豊富ですが、
南韓には携帯電話や車などを作る優れた技術があります。統一されれば、助け合いながら
豊かに暮らせるでしょう。」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데 남한에는 식량이 많아요.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은데 남한에는 핸드폰, 자동차 
등을 만드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잘 살 수 있어요.

GDP 
(달러)

남북한 경제 비교

1조147억
258억(121억)

인구
(만명)

남한       북한

4941.0

남한

2418.7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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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緒に味わう自由
統一されれば、南と北の住民たちみんな自由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で
しょう。

통일을 하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에요.

함께 누리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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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び一つになる韓民族 
南北韓の言葉と文化の違いがもっと広がる前に統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南：オジンオ（イカ）
胴体が丸くて１０本の足を持つ軟体動物
北：ナクチ（タコ）
胴体が丸くて１０本の足を持つ軟体動物

남북한의 말과 문화가 더 달라지기 전에 통일을 해야 해요. 

다시 하나되는 한민족

오징어 

몸은 원통모양이고 다리가 열 개인 

연체동물. 

남 북

낙지

몸은 원통모양이고 다리가 열 개인 

연체동물. 

아내

달러

라디오
연기

거위

안해

딸라

라지오
내굴

게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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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열차”(통일교육원 제작)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봐요.

「大陸列車」(統一教育院制作)を見て友達と話し合ってみましょう。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통일이 되면 좋은 점들

統一すると良いこと
統一すると、何がいいのでしょうか。
	「ソウルから列車に乗って平壌（ピョンヤン)を経てヨーロッパまで
行けるので、韓半島は交通の中心地になるでしょう。」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어 한반도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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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나 그려보세요. 

一つになって私たちの民族の素晴らしさを世界中に発信できます。

まとめましょう
統一されると何が変わるのか、かいてみましょう。

마무리해요

국제경기에서의 남북한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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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統一のためにできることを考えてみましょう。
統一のために私たちでできることを書いた紙飛行機を飛ばしてみましょう。

紙飛行機の折り方
1.	折り紙に統一のためにできることを書きます。
				(例、統一について勉強して、友達と「統一ゴールデンベール」に挑戦します。)
2.	折り紙を折って紙飛行機を作ります。　
3.	韓半島の地図を大きく描いて床に広げます。
4.				「私たちの願いは統一」という歌を歌いながら、友達と一緒に韓半島に向けて
		「統一飛行機」を飛ばしてみましょう。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세요.

1.   색종이 안에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요. (예, 통일에 대해 공부해 친구들과 

통일 골든벨에 도전할래요.)

2. 색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어요.

3.   한반도 지도를 크게 그려 바닥에 펼쳐요.

4.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함께 한반도를 향해 통일비행기를 

날려보세요.

종이비행기 접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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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견우와 직녀를 보면서 

까치가 이들을 위해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까치들 힘만으로는 다리를 만들기가 힘이 들었어요.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견우와 직녀는 

남과 북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요.

남북한을 연결하는 다리

南北韓をつなげる橋
愛の橋を作りましょう。
牽牛(キョヌ)と織女(チクニョ)が愛し合っていました。しかし、戦争によって牽牛と織
女は南と北に別れてしまいました。相手を想いながら涙を流している牽牛と織女を見
て、カササギが二人のために愛の橋になってあげたいと思いました。しかし、南と北
のカササギだけで橋を作ることは難しかったのです。
＊ハンドンアカデミー「牽牛と織女：統一ものがたり」より。

* 한동아카데미 「견우와 직녀: 통일이야기」에서 도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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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다리를 함께 만들 까치 모여 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까치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다리는 완성 되었을까요? 견우와 직녀는 만났을까요? 

여러분도 통일의 꿈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중동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중국
총계 : 2,585,993명
시민권자 : 2,216,644명

캐나다
총계 : 224,054명
시민권자 : 121,148명

미국
총계 : 2,238,989명
시민권자 : 1,414,875명

중남미
총계 : 105,243명
시민권자 : 37,896명

남아시아 태평양
총계 : 510,633명
시민권자 : 59,257명

일본
총계 : 855,725명
시민권자 : 355,274명

아프리카
총계 : 11,583명
시민권자 : 123명

유럽
총계 : 627,089명
시민권자 : 506,773명

중동
총계 : 23,563명
시민권자 : 136명

世界中のカササギたちが手伝いはじめます。
愛の橋は完成したのでしょうか。牽牛と織女は会えたのでしょうか。
みなさんも統一の夢を持って手伝ってください。

	「手伝ってください！愛し合っている牽牛と織女が会えるように、
愛の橋を一緒に作るカササギは集まってください。」

* 통계 : 외교부(2015년)



117116

홍보대사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統一広報大使
統一のために、韓半島統一広報大使になれます。
絵画大会、エッセイ発表会、討論大会など学校の行事に参加して、統一がもたらす良いことを
知らせて、友達に韓半島の統一に興味を持ってもらえるようにしたいです。 広報大使の役割を見てみましょう。

통일을 위해 한반도 통일 홍보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에세이 발표, 토론대회 참가 등 학교행사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알려 친구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줄래요. 

통일 홍보대사

탐구활동

대사 임명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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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の未来の主人公
友達と力を合わせて統一の夢を育みたいです。
ハングル学校の友達と一緒に遊んで学びながら韓民族が共に暮らす日を
夢見たいです。

친구들과 힘을 합해 통일의 꿈을 키울래요.

한글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며 한민족이 함께 사는 날을 

꿈꾸어볼래요.

통일 미래의 주인공

통일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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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싶은 일과 

통일한국의 꿈을 함께 키울래요.

私がやりたいことと、統一韓国の夢を共に育みたいです。
	「私は統一されたら、白頭山にいる動植物を保護する環境運動家になりたいです。」
	「私は統一されたら、幼稚園の先生になって北韓の子どもたちを教えたいです。」
	「僕はおいしいパンを作る人になって、北韓の子どもたちに食べてもらいたいです。」

       나는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통일이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을 가르칠래요.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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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봅시다.
내가 꿈꾸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みなさんはどんな夢を持っていますか。
自分がやりたい事を探してみましょう。

自分が夢見る仕事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
どんなことをしているのか。どこで働いているのか。
その仕事をするには何を準備すればいいのか調べてみましょう。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남과 북을 

이어서 하나 되어 함께 살자

아팠던 지난세월 강물에 띄우고

두둥실 춤추며 노래를 부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하나 되어 이어 살자

꽃피고 새 우는 금수강산

아리랑 도라지 꿈속에 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하나 되어 이어 살자

統一、みんなで夢見て、みんなで作っていきましょう！

「2016 통일동요 노랫말 공모전」 대상 수상작(작사 유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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