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5

Love or
My Country

Warm Up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g.

Korean Wave, Hallyu, has spread to many countries.

80

5과_수정2.indd 80

19. 4. 19. 오전 11:26

Lesson Points
소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릅시다.
의사소통 기능
• 알고 있는지 묻기

	You know about Yun Dongju, don’t you?
• 희망·기대 표현하기

	I’m looking forward to the visit.
언어 형식
• I thought about Kim Koo’s words in My Wish that I had

read in the exhibition hall.
• Kim Koo always carried Yun’s watch in his jacket so that

he would not forget Yun’s sacrifice.

My Study Plan
이 단원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완성해 봅시다.

· Listen & Speak 1
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독도의 기후, 독도의 지형
· Listen & Speak 2
한국 홍보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 Communication Task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과 관련 장소를 조사하고 발표한다.

· Reading
김구에 관한 글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 Enjoy Writing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위인전을 완성한다.

· Project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미니북을 만든다.

불국사, 금속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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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 Speak 1
Get
Rea y What did the girl say?

STUDY POINT

“You know ~, don’t you?”는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ANI

Yes, I know
about it.

I’m making a model of
the Turtle Ship.
about it, don’t you?

A Listen and Check

Which is right about each thing?

1 Suwon Hwaseong was built to (

protect the people

during wars /

keep the people from moving
stopped /
to other cities ). Jeong Yakyong (
directed ) its building process.
•The circle in the middle means (

2

peace /

harmony and

love for the country ).

•The black lines in the four corners mean (
fire, water, and earth /

B Check and Talk
Dokdo has two main islands
and 89 small islands.

sky,
sky, sun, moon, and sea ).

leungdo.
Dokdo can be seen from Ul
Dokdo has its own zip code.

Dokdo is windy and foggy.

There is a rock on Dokdo that looks like Korea.
e.g.

 ou know that Dokdo has two main
AY
islands and 89 small islands, don’t you?
B	Yes, I heard about it. / No, I didn’t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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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 Speak 2
Get Ready
Get
Rea y What will the boy say?

STUDY POINT

“l’m looking forward to ~.”는 희망
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ANI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he janggu.
I’m watching a person
play the janggu.

A Listen and Write

Which of the following are true? If it is true, write T.
If not, write F.

• The Gansong Museum was built by Jeon Hyeongpil.

1

• Gansong sold Korean treasures to other countries.

2

•Soyeon did volunteer work in Chungryeolsa.
•Soyeon felt respect while doing volunteer work.

B Look and Talk 
Global Korea Club Activity Plans

June

July

September

October

November

go to
the War
Memorial

visit
the Hanok
Village

wear hanbok
in Gyeongbok
Palace

teach
Hangeul to
foreigners

make Gimchi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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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re.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here.
Love for My Country 83

18. 4.
11.16.
30. 오전
오후10:18
2:43
19.

Real Life Talk

Watch a Video
동영상을 보고, 무엇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Q1

What can be felt through
Yun Dongju’s poems?

Q2

What is Andy looking forward to?

Communication Task
1

우리나라 위인 조사하기

다음 위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한 일을 연결하고, 그 인물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봅시다.

An Junggeun

Ryu Gwansun

She led the March 1st
Movement in Cheonan.

An Yongbok

He made a great effort for
Korea’s independence.

He was the man who made Japan
agree that Dokdo belongs to Korea.
Name

An Junggeun

Yi Sunsin

Ryu Gwansun

He made the Turtle Ship so that
he could protect the people.
An Yongbok

Yi Suns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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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명이 한 모둠이 되어 ‘Step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인과 그들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대화해 봅시다.
e.g.

A You know about An Junggeun, don’t you?
B No. I don’t know much about him.

 e made a great effort for Korea’s independence.
CH
D I want to learn more about him.
A You can learn more about him at An Junggeun Park in Bucheon.
B You can also go to the An Junggeun Museum and get more information
about him.
D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An Junggeun.

3

가장 인상 깊었던 위인을 고르고, 그 인물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My group members chose An Junggeun
because we were impressed by his sacrifice
for the country. You can learn more about
him by visiting the An Junggeun Museum or
An Junggeun Park.

‘Step 1’의 위인 중 한 명을 고르고, 가족과 함께 관련된 장소에 가서 더 조사해 봅시다.

Self-check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과 희망·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하여 위인의 업적과 위인과

●

관계있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

가장 인상 깊었던 위인을 고르고 그 인물에 대해 발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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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You Read
1 김구,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g. They gave their lives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2 독립운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소에 가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e.g. I have been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 Cheonan.

글을 읽으며 글쓴이가 효창 공원 내에서 방문한
장소 두 곳을 찾아 동그라미 해 봅시다.

My Wish
Last week my history club went to Hyochang Park. We visited
the Kim Koo Museum inside the park. At the entrance of the
museum, we saw a white statue of Kim Koo.

Have you ever been to Hyochang Park?
statue

효창 공원은 원래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 세자
와 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의 무덤으로 효창원
(孝昌園)이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나라를 위
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1946년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
기 등 삼의사의 유해가, 1949년 7월에는 백범
김구의 유해가 이 공원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2002년에 백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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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교육 활동
학교(光進學校)
1906년 장련의 광진
.
시절
교사

김구 임
시
1921년 정부 활동
1월
요인 신 1일 대한민국
년 축하
임시정부
모임.

Kim Koo is a great national hero who spent most of his lif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ese rule. In the
1900s, he helped educate young people by building schools. In
1919, when the independence movement had spread throughout
5

the country, he moved to Shanghai, China. There he join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ater became its president.

Q1

For what did Kim Koo spend most of his life?

Q2

What did Kim Koo do after he moved to Shanghai, China?

independence

spread

throughout

government

republic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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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hall in the museum shows a
lot of things about Kim Koo’s life. While looking
around the hall, we stopped at a photo of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s members. Kim Koo formed
the secret organization in 1931 to fight against Japan. Lee Bongchang and

5

Yun Bonggil belonged to the group.
At one place in the hall, we saw two watches under a photo of Kim Koo
and Yun Bonggil. In 1932, Kim Koo made a plan to kill Japanese generals
in a park in Shanghai. As the leader of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he directed Yun to carry out the mission.

10

한인 애국단은 1931년 10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세운 독립운동
조직입니다. 일본 제국의 주요 인물 암살이
설립 목적이었으며, 암살 계획으로는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 등이
있습니다.

Q3

What did Kim Koo form in 1931?

Q4

What plan did Kim Koo make in 1932?

exhibition hall organization Japanese
general leader mission belo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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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사 유해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의
백범 김구(1946).

When Yun left for
the mission, he told Kim,
“Sir, you are wearing a very old watch. Mine is
new, but I won’t need it anymore. Please take my watch,
5

and let me have yours.” Kim Koo always carried Yun’s watch in his
jacket so that he would not forget Yun’s sacrifice.
After completing the tour of the museum, we moved to the tombs of
the three heroes, Lee Bongchang, Yun Bonggil, and Baek Jeonggi. Their
bodies had been in Japan, but after Korea’s independence Kim Koo

10

brought them to Hyochang Park. By doing so, he showed his deep love
and respect for the sacrifice of the three heroes.
삼의사의 묘 옆에는 묘비도 비석도 없이 봉분만
있는 네 번째 묘가 있습니다. 그 묘는 유해를 곧
찾을 거라 믿고 미리 마련해 둔 안중근 의사의
묘입니다.
Q5

Why did Kim Koo always carry
Yun’s watch in his jacket?

Q6

Who are buried at the tombs of
the three heroes?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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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 left Hyochang Park, I thought about Kim Koo’s words in My Wish
that I had read in the exhibition hall. It was written in Baekbeomilji.

If God asks me what my wish is, I would say clearly, “It is Korea’s
Independence.” If he asks me what my second wish is, I would say,
“It is the independence of my country.” If he asks me what my third
wish is, I would say loudly, “It i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my
country.” That is my answer.

- 출처
김구 『백범일지』, 국사원

F A C T

『백범일지』는 김구가 쓴 일기로 상편은
1929년 김구가 53세 되던 해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1년 정도 독립운동을 회
고하며 두 아들에게 쓴 편지이고, 하편
은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 역정을 기록
한 것입니다. 『백범일지』의 본문 뒤에
실려 있는 「나의 소원」은 동포에게 호소
하는 글로,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김구의 민족 이념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Q7

Where was Kim Koo’s My Wish written?
How did you feel when you read Kim Koo’s
words in My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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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You Read
A Read and Write

김구의 일생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Kim Koo (1876~1949)
The great

who fought
from Japanese rule

for
1900s

helped

by building schools

1919

join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nd

1931

formed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to fight against Japan

1932 	directed Yun Bonggil to

in

a park in Shanghai
	exchanged watches with Yun before Yun left to carry out the
mission
1945

Independence of Korea

1946

brought

, Lee Bongchang,

	Yun Bonggil, and Baek Jeonggi, from Japan to Hyochang Park
for burial

the bodies of the three heroes
kill Japanese generals
educate young people

the independence of Korea
national hero
became its president

B Search and Talk 삼
 의사(Three Heroes) 중 한 사람을 골라 그의 활동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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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 봅시다.

Lee Bongchang joined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and tried to kill the Japanes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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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d and Write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 봅시다.
1 Hallyu

very fast throughout the world.

2 Don’t come back until you’ve carried out your
3 Do you

.

any clubs? If not, you can join our basketball club.

4 I want to learn about Picasso. Would you like to visit the Picasso
with me?

5 Father Lee Taeseok spent his life working for poor people in Sudan. They will
.

remember his
belong to

Click the World

mission

exhibition

spread

sacrifice

ANI

세계 여러 나라의 국경일을 알아보고, 국경일 이름을 연결해 봅시다.

매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
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독립기념
일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는 불꽃놀이, 퍼레이드 등의 기
념 행사가 열립니다.

Freedom Day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프랑스의 민중들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했고,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오늘날까지 기념
하고 있습니다.

Bastille Day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처음으로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민주
적 선거가 실시되었던 1994년
4월 27일을 자유의 날로 지정
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Independence Day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기념하는 국경일(national holiday)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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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in Use
A

As I left Hyochang Park, I thought about Kim Koo’s words in My Wish that
I had read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hungry because I had not eaten breakfast.
Sally had lived in Singapore before she moved to Canada.
「had + 과거분사」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Write It

엄마가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주어진 표현을 이용하여 써 봅시다.

To do list

Mike - clean the windows
Judy - water the plant

Amy - wash the dishes

Steve - feed the dog

1 When Mom came back home, she found Mike had cleaned the windows .
2 When Mom came back home,
3
4

B

.

Kim Koo always carried Yun’s watch in his jacket so that he would not forget
Yun’s sacrifice.
I wave at my sister so that she can find me.
Jinsu got up early so that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to Barcelona.
「so that + 주어 + 동사 ~」는 ‘~하기 위해서’의 뜻으로 목적을 나타냅니다.
Sa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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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고,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to stay healthy
Why do you exercise?

e.g.

A Why do you exercise?
B I exercise so that I can stay healthy.
Love for My Country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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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Writing
A

위인전 쓰기

도산 안창호의 일생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An Changho
in 1878. When he was in
his teens, he moved to
Seoul and went to school
there.

In 1902, he

After he had returned to
Korea, he founded the
New Korean Society in
1907 to fight for Korea’s
independence.

He also

so that he could get a
better education.

in Shanghai in 1919.

In America, An helped
improve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there and
.

After that, he built a lot of
schools to
until he
died in 1938.

educate people
left for America
was born
became a respected leader
join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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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산 안창호의 위인전을 써 봅시다.

Dosan
An Changho
(1878~1938)

An Changho was born in 1878. When he was in his teens, he moved
. In 1902, he
a better education.
In America, An helped
. After he
,

the New Korean Society in

1907 to fight for Korea’s independence. He also
in Shanghai in 1919.
After that, he
until he died in 1938.

Tip 위인전은 위인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므로 과거 시제로 기술합니다.

다른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을 읽고 위인의 업적을 요약해 봅시다.

Peer-check
나의 평가

내 짝의 평가

	「had + 과거분사」와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 주어 + 동사 ~」 구문을

●

이용하여 글을 썼나요?
●

도산 안창호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흐름에 맞게 잘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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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미니북 만들기
STEP

1

네 명이 한 모둠이 되어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조사해 봅시다.
e.g.

STEP

A I want to introduce Bulguksa to foreigners. You know Bulguksa, don’t you?
B Yes, I do. It’s a temple in Gyeongju.
C Yes.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temples in Korea.
D It also has many treasures like the Dabotop.

‘Step 1’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미니북을 만들어 봅시다.

2

STEP

3

모둠별로 만든 문화유산 미니북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We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the golden crowns of Silla, Bulguksa,

samullori , and the Nanjungilgi. After we had made the book, we learned
a lesson: It is important to keep our cultural treasures.

Group-check
모둠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5 모둠 6
●

●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으로 미니북을 잘
만들었나요?
문화유산 미니북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느낀 점을 잘 발표했나요?
► Draw

,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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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내일 할 일을 골라 봅시다.

ck

Final Self-che

① 독일 여행 계획하기
② 인사동에서 전통차 마시기
③ 인사동에서 한복 만들기 체험하기
④ 한국 전통 음식인 삼계탕 먹기

‘Lesson 5’에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Listen & Speak 1
peaking

S

짝에게
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2	다음 질문에 적절히 대답해 봅시다.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doing next month?

Listen & Speak 2

한국 홍보 동아리의 활동 계획에 대한
을(를) 표현했다.
Communication Task

Reading

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
물의 업적을 알아보고 관련된
을(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3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 봅시다.
① In 1932, Kim Koo made a plan to kill Japanese
generals in a park in Shanghai. ② There he joined

Rea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ater
became its president. ③ As the leader of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he directed Yun to carry
out the mission. ④ When Yun left for the mission,
he told Kim, “Sir, you are wearing a very old watch.
Mine is new, but I won’t need it anymore. Please take
my watch, and let me have yours.”

글을 읽고,
와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다.
Enjoy Writing

독립운동가

의 위인전을 완성했다.

Project

등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을(를) 조사하고
미니북을 만들어 반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Writing

4	나의 여름 방학 계획을 써 봅시다.
이번 단원의 학업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

e.g.

I will learn how to swim so that I can swim in
the sea.

· I will

해 봅시다.

.

Very good.

Good.

Not bad.

Try h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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