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육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 
[ 초등학교용 ]

1  영상소개

제목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5′26″)

내용

오해로 마음을 닫아버린 아저씨에게 홍비와 홍시는 먼저 다가가
고, 높이 세웠던 정원 담장은 없어진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마
음을 열고, 이해하며 다가간다면 통일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도덕❹ 5. 하나 되는 우리 (혼자가면 어려워요) • 이심전심 놀이하기 

도덕❹ 5. 하나 되는 우리 (마음을 더 가까이해요) • 통일 만화 그리기 

간접 관련
교과

국어❺ 5-1-1 대화와 공감 • 공감 역할극

도덕❺ 5.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 공감대화 하기 

3  영상클립과 학습 활동지 활용 Tip

• ��아저씨의 정원에 나오는 상황은 남과 북의 상황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배려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도덕 ❹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5. 하나 되는 우리 차시 1차시

성취기준 [4도03-03] 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
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목표 1.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2.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할 수 있다.  

수업흐름

도입

➡

전개 Ⅰ

➡

전개 Ⅱ

➡

마무리

통일클립
영상 시청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

상대방의 마음 
생각하기 공감왕 뽑기

• 영상: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5′26″)

•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하기

• 통일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기 
• 이심전심 놀이하기

• ��공감왕 뽑기
• ��통일에 대한 

의지의 공유 및 
내면화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8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습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며 공감할 수 있다.

자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동영상자료
-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5′26″)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Ⅰ
(12분)

➊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

▶ ��통일 클립 영상 이해하기
-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이유를 알아본다.
- 아저씨의 정원에서 담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 본다.
- ��아저씨의 정원에서 홍비와 홍시가 한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본다. 

▶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
-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포스트잇에 적고 칠판에 붙인다.
- 칠판에 붙은 포스트잇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활동  Tip

1. ��영상 속에서 마음을 연다는 주인공의 말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긴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단어 중심으로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자료 2

포스트잇

전개Ⅱ
(15분)

➋ 상대방의 마음 생각하기

▶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자세를 살피기
- ��칠판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둘러보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살펴본다.
- ��칠판에 적혀 있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포스트잇에 추가로 

작성하여 넣을 수 있다.  

▶ ��이심전심 놀이하기
- 주제를 정한다.
- 놀이 학습지에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는다.
-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적은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 ��1번 주자의 단어가 모두 끝나면 다음 학생이 중복되지 않은 단어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점수를 적는다.  

활동  Tip

1. 놀이는 승패를 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한다.
2.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적는 것이 좋다는 것을 �

알려준다.

자료 3

놀이 학습지

정리 및 평가
(5분)

◎ 학습 정리
 - 제일 점수가 높은 공감왕을 뽑고 소감을 들어 본다.
 - 열심히 활동했거나 잘 한 친구를 소개하고 칭찬한다.

◎ 평가
 -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영상 활용 수업 학생 활동지 활용시 6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놀이 학습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놀이방법 

1. 주제를 정한다.

2. 놀이 학습지에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는다.

3.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적은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4. 1번 주자의 단어가 모두 끝나면 다음 학생이 중복되지 않은 단어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점수를 적는다.

5. 제일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긴다.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1라운드 합계 2라운드 합계 3라운드 합계



4.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도덕❹] 활용시 7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공감만화 그리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홍시와 홍비가 말한 내용을 통일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 홍시와 전,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❶서로의 벽을 허물고 ❷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❸누구나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답니다.

❶

➌

➋

(자유롭게 표현)



클립영상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놀이 학습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놀이방법 

1. 주제를 정한다.

2. 놀이 학습지에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는다.

3.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적은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4. 1번 주자의 단어가 모두 끝나면 다음 학생이 중복되지 않은 단어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점수를 적는다.

5. 제일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긴다.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1라운드 합계 2라운드 합계 3라운드 합계



클립영상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공감만화 그리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홍시와 홍비가 말한 내용을 통일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 홍시와 전,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❶서로의 벽을 허물고 ❷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❸누구나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답니다.

❶

➌

➋

(자유롭게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