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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노은주 글, 그림

표지 탐색하기
<한글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앞표지의 ㄱ ~ ㅎ 14개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요?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쉽게 배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자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① 여러분은 언제 한글을 배웠나요?

② 책 안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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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 쑥쑥 키우기
1) 다음 ㉠~㉢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①~③에서 찾아서 줄로 연결해 보세요.

    

㉠ 창제자 ・     ・ ① 만든 이유

㉡ 창제 동기 ・     ・ ② 만든 사람

㉢ 창제 원리 ・     ・ ③ 만든 이치

2) 소리나 행동을 글자로 표현한 말을 의성어, 의태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과 어
울리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를 말풍선 안에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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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한글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너무나 다양해서 외국어로 번역이 어려울 때도 있지.
  한글은 표현력도 좋지만 어감이나 음감도 뛰어난 편이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한글 표현들이 많이 있지.

다음 각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윗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골라 쓰세요.
① 말소리나 말투의 차이에 따른 느낌과 맛.

      

② 음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느낌.

      

③ 어떤 말로 된 글을 다른 말의 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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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우수성 ①

 하나,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① 세     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서 지혜롭게 살고 
억울한 일도 없기를 바랐지.
② 이 세상에서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는 한      글밖에 
없어.

 둘,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글자야.
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 넣으세요.

세종대왕에 의해 144     3년 창제되고 2년 9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쳐 
1446년에 온 백성들에게 알려졌어.

 셋,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
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 넣으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모음이 10     자, 자음이 14     자, 모음과 
자음을 합치면 하나의 글자가 되고 받침을 더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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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우수성 ②
 넷, 세상의 많은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어.

1) 한글은 글자 자체가 발음 기호여서 발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는지 다른 나라 말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 또는 〉를 넣어 보세요.

한글  한자  일본어

 다섯,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
2) 우리나라의 말과 글에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 보세요.

시퍼렇다 - 파랗다 -  - 푸르다 - 새파랗다

 여섯, 한글은 과학적인 글자야.

3)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자음 소리의 기본이 되는 다섯 소리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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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우수성 ③
 일곱, 철학이 담긴 글이지.

1) 한글의 모음 글꼴에
는 천, 지, 인, 즉 둥근 하
늘과 서 있는 사람과 편
평한 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①

②

③

 여덟,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글자야.

 아홉, 미래 사회에 딱 맞는 글자야.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① 한글은 자     음과 모음      을 다양하게 모아써서 글자를 만들
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② 한글은 입력하는 즉시 기록이 가능한 글자이고, 하나의 모     음이
내는 발음이 항상 같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를 만드
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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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우수성 ④
 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자야.

1)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 넣으세요.

① 유네스코에서는 1989       년에 ‘세종대왕상’을 만들었습니다.
② 현재 전 세계 54     개 나라에 171개의 세종학당이 있어.

 열하나,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이고, 자랑스러운 보물이야.
2) 한글의 첫 이름입니다. 정성껏 따라서 써 보세요.

訓 民 正 音 
가르치다 훈 백성 민 바르다 정 소리 음

 열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지켜낸 글자야.
3) 한글을 지켜낸 분들의 성함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5명 이상)

......................................................................................................................

......................................................................................................................

- 8 -

 한글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노은주 글, 그림

소리를 만들어요.
1)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아래 [보기]를 참
고하여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2) 위에 자신이 만든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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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지켜요.
한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면 더욱 좋을 거예요. 아래 컵 그
림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가방 속에 있는 학용품 중 하나를 골라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한글을 예쁘게 꾸며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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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쪽
1) 자음
2) 세종대왕
3) ① 생략.   ② (예) 순우리말, 공부, 조선 등

2쪽 1) ㉠ : ②,   ㉡ : ①,   ㉢ : ③ 
2) (예) 싱글벙글, 방실방실, 똘망똘망, 헤헤 등

3쪽 ① 어감   ② 음감   ③ 번역

4쪽
1) ① 세종대왕   ② 한글
2) ② 1443
3) 10, 14

5쪽
1) 한글 〉 한자 〉 일본어
2) (예) 푸르딩딩하다
3) ㄱ, ㄴ, ㅅ, ㅁ, ㅇ

6쪽 1) ① 하늘   ② 사람   ③ 땅
2) ① 자음,  모음   ② 모음

7쪽
1) ① 1989   ② 54
2) 생략.
3) (예) 주시경, 이극로, 최현배, 호머 헐버트, 전형필, 세조, 최세진, 고종, 서재필

8쪽  생략.

9쪽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