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상 소개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10분 59초)

‘나목’,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살아

생전 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했던 소설가 박완서.

고향인 평안도 사투리를 즐겨 사용해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작

품을 많이 남겼지만 월북 문인이란 낙인으로 오랜 시간 잊혀졌

던 비운의 천재 시인 백석.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풍요롭게 만

들었으나 일제 식민 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냈던 

박완서와 백석, 두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문학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  백석의 시 ‘모닥불’ 속 평안도 

사투리를 찾아보고 ‘할아버지’가 

대변하는 민족의 비극에 대한 시 

짓기

생활과 

윤리
Ⅵ. 2. 민족 통합의 윤리

•  분단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씽킹맵을 통해 생각해 

보기

간접 관련 교과 한국사 Ⅴ.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들의 삶에 대해 

탐구하기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  분단이 초래하는 민족의 비극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  분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개인의 삶이 있음을 알고 자신 또한 분단의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고등학교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문학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차시 1~2차시

성취 기준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모닥불’에 활용된 평안도 사투리를 찾아보며 백석의 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2. ‘모닥불’의 감상을 토대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의 비극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모닥불’ 속 평안도 

사투리

‘모닥불’ 속에 드러난 

민족의 비극
작품 감상

•  영상: ‘박완서· 

백석의 삶과 문학’ 

(10분 59초)

•  평안도 사투리를 

찾아보며 백석의 

시 이해하기

•  민족의 비극이 

반영된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시 짓기 

•  문학에 반영된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1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을 보며 시대적 상황이 개인의 삶과 문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모닥불’에 활용된 평안도 사투리를 찾아보며 백석의 시가 지니는 의미

에 대해 이해한다. 

2.   ‘모닥불’의 감상을 토대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의 비극을 느끼

고 표현할 수 있다.

※ 참고 : 2015 개정 문학 교과서의 백석과 박완서의 작품
문학 교과서에 실린 ‘백석의 시’ 문학 교과서에 실린 ‘박완서의 소설’

출판사 시 출판사 소설

창비 국수 금성 그 여자네 집

신사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동아 해산 바가지

천재교육 모닥불 미래엔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동아출판 여우난골족 창비 엄마의 말뚝

해냄에듀 흰 바람벽이 있어
천재교육 겨울 나들이

천재교과서 내리막길의 어려움

자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10분 59초)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15분)

① ‘모닥불’ 속 평안도 사투리

▶ ‘모닥불’ 속 시어의 의미

 -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찾아 의미를 유추하게 한 다음, 시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한다. 

활동 Tip  

수업에 여유가 있다면 모둠 활동을 통해 ‘모닥불’ 속 시어의 의미를 맞춰 

보는 게임을 진행해도 좋다. 

 -   백석의 시에 활용된 평안도 사투리에 대해 설명하며 백석의 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참고> 

백석의 시는 평안도 사투리가 활용되어 향토적 정서를 자극한다. 월북 

시인이었던 백석은 오랜 세월 외면받았으나 21세기 들어 가장 민족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분단을 극복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료 2

학습지

전개

Ⅱ

(16분)

② ‘모닥불’ 속에 드러난 민족의 비극

▶ ‘할아버지’의 삶이 대변하는 것은?

 - ‘할아버지’의 삶이 대변하는 민족의 비극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Tip  

할아버지의 삶이 대변하는 민족의 비극은 지금도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할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 시 짓기

 -   ‘할아버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그의 삶을 보여주는 시를 짓도록 

한다. 

활동 Tip  

이산가족, 대성동 마을과 철원 주민들, 실향민 등….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의 삶에 대한 시를 지어도 좋다.

자료 2

학습지

정리

및 

평가

(8분)

◎ 학습 정리

 - 문학에 반영된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평가

 - 활동 결과물 공유하기

활동 Tip  

1.   학생들의 학습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정한 시간과 방향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게 하여 감상할 수 있다.

2.   수업에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주고 감상평을 남기도록 

안내해도 좋다. 

자료 3

포스트잇



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문학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백석의 시를 통해 생각해 보는
민족의 비극과 개인의 삶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백석의 시 ‘모닥불’ 속 시어를 알아보자.

 ※ 의미를 알기 어려운 시어에 표시하기 → 의미 유추하기 → 실제 의미 알아보기

모닥불

백 석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닢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짗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2. ‘우리 할아버지’가 대변하는 대상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3.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시를 지어보자. 

활용시 7페이지를 출력하세요



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생활과 윤리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분단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분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분단의 결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

분단의 결과 

분단

2. 나의 삶에서 분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나의 삶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생각해 보자. 

활용시 8페이지를 출력하세요



라.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한국사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분단의 비극, 개인의 비극이 되다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의 비극은 수많은 개인들의 비극이 되었다. 

이산가족의 아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윤이상

2.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의 삶에 대해 조사해 보자. 

[그림/사진] 인물 정보

□ 이    름:

□ 출생년도:

□ 출 생 지:

□ 특이사항:

□ 분단으로 인해 경험한 고통

3.   역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

활용시 9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백석의 시를 통해 생각해 보는
민족의 비극과 개인의 삶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백석의 시 ‘모닥불’ 속 시어를 알아보자.

 ※ 의미를 알기 어려운 시어에 표시하기 → 의미 유추하기 → 실제 의미 알아보기

모닥불

백 석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닢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짗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2. ‘우리 할아버지’가 대변하는 대상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3.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시를 지어보자.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분단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분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분단의 결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

분단의 결과 

분단

2. 나의 삶에서 분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나의 삶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생각해 보자. 



클립영상 

박완서·백석의 삶과 문학
분단의 비극, 개인의 비극이 되다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의 비극은 수많은 개인들의 비극이 되었다. 

이산가족의 아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윤이상

2.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의 삶에 대해 조사해 보자. 

[그림/사진] 인물 정보

□ 이    름:

□ 출생년도:

□ 출 생 지:

□ 특이사항:

□ 분단으로 인해 경험한 고통

3.   역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