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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꿈̇꾸는 하나̇ ̇
 된 우리 書̇로 통̇하다

- 1 -

Ⅰ  연구의 시작

1.  연구의 필요성

  가. 書로 통하며 하나 된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판문점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951년 휴전회담 시기 ‘널문리’라는 이름의 중국식 표기가 

어려워 우리말‘널문리 주막’을 한자말‘판문점(板門店)’으로 바꿔 적어 지금까지 판문점

으로 불리게 되었다1). 판문점에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소 떼 방북과 같은 평화의 꽃이 핀 사건과 함께했고, 미루나무 사건(8.18 도끼 만행 사건)과 

같은 남북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과도 함께 하였다.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모습들을 

학생들은 책을 읽고, 교실에서 온라인상에서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쏟아놓는다. “선생님, 

판문점에 우리 말 이름을 찾아줘야겠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판문점이 불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산가족인데 빨리 통일이 되었

으면 좋겠어요”.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설명해보면서 

알아가고,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표로 그려보고 우리 가족의 생애연표와 비교해보는 

활동으로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본다.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6․25전쟁, 분단, 남북한의 갈등과 평화적 모습 그리고 통일 시대까

지 글쓴이의 의도와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양한 토의토론이 교실에서 온라인상에서 꼬

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러한 꼬리물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 된 대한민국을 그

려보게 한다. 책(書)을 통하여 과거를 알고, 현재를 경험하며,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교실에

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시대에 필요한 역량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

시한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토대로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 단계에서 구성원들 사

이에 제도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복잡한 사회 통합의 필요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통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다2). 그리고 ‘통일평화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1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교육이 필요하다.

 

  다. 통일교육의 방향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공동번영과 자주적 통일4)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

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5)에서 통일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하고 교육 활동 전반

에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1) 이규희(2018).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내 이름은 판문점, 밝은미래
2) 경기도교육청(2017).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교사용 지도서 5~6학년
3)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 통일평화교육 방향과 관점
4) 4.27 판문점 선언
5) 교육부(2016).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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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의식, 지식 전달 위주의 당위적인 통일교육의 모습은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동기

가 저하되고, 평화·통일교육이 일부 교과에 편중되거나 실제 운영 시간이 연간 권장 시수

(10시간)보다 부족하고, 평화감수성 기반 통일교육으로 전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부족 등 실제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6).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 여건이 제한받는 현시점에서 이전 통일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

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안보 또는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내용들을 선

정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잘못된 관행의 답습이 아닌, 보이텔스바흐 3원칙에 입각하여 서

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토의토론하고 스스로 가치판

단을 내리며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 Post COVID-19, 통일교육의 New Normal을 기대하며

  본 연구자는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시대 통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학생들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구안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은 COVID-19로 인하여 상시적인 교육체제로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온작품읽기

는 분절적으로 구성된 작품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작품을 읽으면서 읽기 전․중․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글자의 의미처럼 하나의 작품을 학생들이 

꼼꼼히 읽고,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작품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탐구해 학생의 삶에 작품을 

적용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과 온작품읽기를 두 축으로 하여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는 온작품을 읽고 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를, 소극적 분단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통일 평화를,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통한 통일역량을 길러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온작품을 읽고 감상하며 통일

역량 함양을 위한 가치있는 경험과 활동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구안 및 적용을 통하여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화해, 평화, 통합의 통일역량을 길러주는데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둘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안할 것인가?

셋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통일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6) 서울시교육청(2020). 통일시대를 여는 PEACE PLAN 2020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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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 모두가 꿈꾸는 하나 된 우리, 書로 통하다.

  1)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는 ‘블렌디드 러닝’과 ‘온작품읽기’로 구

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블렌디드 러닝’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온작품읽

기’는 교육내용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여 학생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통일교육 아니라,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고, 듣고, 느끼고, 쉽게 찾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앎으로 삶을 채워가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2)‘모두가 꿈꾸는 하나 된 우리, 書로 통하다.’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 된 통일 대한

민국을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하여 통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

냄과 동시에, 書(책, 온작품)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으로 통일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본 연구

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이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온작품읽기

  온작품읽기는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작품과 이야기를 통해 통일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선정한 교육내용을 의미한다.

  다.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은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 방식에 IT기술의 발전과 함

께 등장한 e-learing을 혼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

합하는 개념에서 목표 도달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내용과 효율적인 학습 방법의 유기적 결

합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라. 통일역량

  통일역량은 교육성과를 의미한다. 통일역량은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통일 과정, 통일 

이후 단계에서 인적, 사회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시민으

로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3개의 역량요소와 9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한다7).

<표 1> 통일역량 구분

7) 경기도교육청(2017).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사용 지도서 5~6학년

역량요소 하위 요소
인지 정의 행동

화해 균형적 분단인식 공감, 상호존중 용서, 회복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비폭력적 태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공동체 의식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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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첫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주초등학교 4학년 1반(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단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하여, 결과 해석과 적용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일반

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적용했던 독립 변인 외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실시한 여러 교육 활동들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안하였으며, 다른 학년에 본 연구

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학년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의 준비

1.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2.  학급실태조사 및 분석              

  가. 학생 사전 설문 조사(N=20)

  본 연구에서 통일역량의 함양도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

과검증(이창식 2016)’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

정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분류 연구자 연도 주제 연구 내용 및 시사점

블렌디드 
러닝

김우진 2019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블렌
디드 러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형 교육 방안으로,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 학
습 방법으로 블렌디드 러닝 학습 방법 제시

온작품
읽기

박창민 2019
천천히 깊게 읽는 READ프
로그램을 통한 통일공감+평
화 나래 펼치기

천천히 깊게 읽는 READ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평화 통일에 대한 학생의 공감 능
력 신장

최지은 2019
그림책 하부르타로 묻고 온
프로젝트로 답하다

그림책을 읽고 하르루타로 대화하며, 온
프로젝트로 주제별 감성체험활동 전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평화감
수성이 길러짐

통일역량
한혜미 2019

KFC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통일역량 기르기

남북 관계에 대해 알고(K), 느끼고(F),  
알리는(C)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 관
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 통일의 당위성과 
역량을 함양함

이수진 2019
통일교육 첫걸음, 이음으로 
통일역량을 길러요

학습자 특성에 맞는 이음활동과 프로그
램으로 통일역량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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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첫째, 다양한 통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화해 역량 중 인지적 영역인 균형적 분단 인식과 정의적 영역인 공감, 상호작용에 대한 부

정적인 응답이 높다. 긍정적 응답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온작품 선정 및 프로젝트 구안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 역량 중 비폭력적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다. 평화 역량을 교실에서 구

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 역량 중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안 부정적 응답이 높다. COVID-19로 인하

여 면대면 수업이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컨텐츠 제공과 실재감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

해 통합 역량의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요구된다.

3.  연구의 설계

  가. 연구대상 및 기간

  1) 연구대상 : 서울아주초등학교 4학년 1반 20명(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

  2) 연구기간 : 2020.2~2020.10

  나. 추진 일정 

단  계 연  구  절  차 시  기(월)
2 3 4 5 6 7 8 9 10

계   획
연구 주제선정 및 관련 자료수집 ○

교육과정 분석, 온작품 선정 ○ ○
프로젝트 개요 작성, 지도계획 수립 ○

실   행 프로젝트 적용 ○ ○ ○ ○ ○ ○ ○ ○
프로젝트 수정 및 보완 ○ ○ ○ ○ ○ ○ ○

결과처리
및 평가

프로젝트 실행 결과 분석 ○ ○ ○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연계 지도계획 수립 ○ ○

역량
요소

하위요소 설문문항 설문결과(%)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화해

균형적 분단 인식 나는 북한 친구들의 말과 글에 대하여 알고 있다. 5 20 75
나는 북한 친구들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알고 있다. 15 5 80

공감, 상호존중 나는 북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로 지내고 싶다. 30 20 50
나는 북한 친구가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로 입후보 했을 때 지지할 수 있다. 30 10 60

용서, 회복 나는 북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태도로 경청할 수 있다. 20 55 25
나는 북한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먼저 도와줄 수 있다. 30 40 30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한반도의 통일은 힘들어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55 35 10
나에게 한반도 통일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40 35 25

비폭력적 태도 나는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35 20 45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25 30 45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20 20
국가 간에 생기는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45 35 20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한반도에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이 들어와도 좋다. 30 40 30
남한에 북한 친구들이 많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35 25 40

공동체 의식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모두 합쳐서 한민족이다. 50 20 30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해야 한다 45 25 30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우리 모임에 북한 친구들이 들어오면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25 20 55
통일 후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통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25 3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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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실천

1.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8)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꿈 하 나

기 대 하 기

 학급, 학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원격

수업  

환경 

구축

e학습터 운영
·원격수업 기본 플랫폼 운영

·프로젝트 관련 컨텐츠 탑재 및 과제 제시 

카카오톡 

학급채널 운영
·과제제출 및 실시간 피드백 제공

zoom 운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운영

CSCL8) 활용

Google Padlet
menti

meter
Xmind MCC

white

board

온작품

읽기 

학급

환경 

구성

꿈하나 학급문고 ·통일역량 관련 온작품 선정 및 학급도서로 활용

꿈하나 교실 환경 ·교실 앞뒤 게시판을 독서나무, 독서관련 활동으로 게시

꿈하나 독서 시간 ·매일 아침 20분 독서 시간 확보

꿈하나 

학습꾸러미 배부

·원격수업 기간 매주 학습 꾸러미 배부시, 꿈하나 

학급문고를 배부해 가정에서 읽음

인적 

역량 

강화

학부모 역량 

강화

·학부모 대상 통일교육 연수 실시

·화해, 평화, 통합 역량 비쥬얼싱킹 연수 실시

연구교사 역량 

강화

·교원학습공동체, 자율협의체 활동

·통일교육 및 온작품읽기 연수 이수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원)

·제8회 통일교육주간 운영(통일교육원)

꿈 하 나

들여다보기

꿈하나 e학습터 꿈하나 학급채널 꿈하나 학급문고 꾸러미 배부 학부모연수

꿈 하 나

이루어내기

1. e학습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협업중심 앱과 실시간 소통도구로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운영 환경 구축

2. 꿈하나 학급문고, 꿈하나 교실 환경 구성, 독서 시간, 학습꾸러미 배부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온작품을 읽을 수 있는 학습 환경 및 여건 준비

3. 2020년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통일의 꿈 外 통일 및 온작품읽기 연수 60시간 이수

4. 본교 교원학습공동체 및 강동송파 혁신학교 자율협의체에서 수업 사례 공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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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구안     

  가. 교육내용 선정 - 온작품선정

  온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은 꿈하나교실 친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

서관 사서 추천도서와 소식지, 지역사회 도서관 추천 도서, 본교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

로 온작품 목록을 만들고, 북매치(BOOKMATCH)전략9)에 따라 학급문고에 온작품을 비치한 

후 학생들이 학급문고의 온작품을 직접 만져보고 흥미를 보인 18권을 최종 선정하였다.

<표 2> 온작품 목록 

9) 교육부(2018), 국어 4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역량
요소

하위
요소

관련 온작품 지은이 온작품 주제

화해

균형적 
분단인식

내 이름은 판문점 이규희 남북 분단의 역사를 판문점을 통해 알아가는 이야기

남북공동초등학교 신천희
남북공동초등학교라는 상상의 공간에서 벌여지는 남북 
아이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공감, 
상호작용

북녘친구 남녘동무 원유순
통일 후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생각해 보고 해결 방
법을 고민해 보는 이야기

내 동무 리구철 박영옥
6.·25 전쟁과 휴전으로 뿔뿔히 흩어져 살야야 했던 구
철이네 가족의 아픔을 담은 이야기

용서, 회복
내 짝궁 최영대 채인선

교실에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를 따돌리거나 놀리기 
보다는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

나는 북만길이다 홍종의
만길이의 성장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는 이야기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해

평화롭다는 것 
철원노동당사앞에서

김경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해 보는 이야기

평화가 전쟁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김명선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아이들의 눈
높이에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

비폭력적 
태도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에게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책

지뢰밭 아이들
양젤 

들루누와
전쟁의 참상과 만행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평화 그림책

갈등의 
평화적 
해결

소통씨는 잘 소통해 김성은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사람들은 왜 싸울까?
아와카와 
나오키

짧은 글들을 보며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이상해? 다양해!
아들리에 
실험실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박경희
국적이 없이 중국에서 자란 무산이가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공동체 
의식

불편한 이웃 유승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

수상한 편의점 박현숙
편의점에 남아 있던 빵 하나 끝까지 남아 있었다. 수
상한 편의점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나 혼자가 편한데 왜 
다 같이 해야 해?

최형미 
이향

혼자가 편하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의 중
요성을 배우는 이야기

무기를 팔지 마세요 위기철 평화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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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방법 구안 - ‘꿈하나 교수학습 모형’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교수학습 모형은 원격수업과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언

제, 어디서나 활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과 의미있

는 협력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실재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안하였고,‘꿈하나 

교수학습 모형’으로 명명하여 본 연구과정에 적용하였다. 꿈하나 교수학습 모형은 온작품

읽기 과정에 따라‘꿈하나 만나요-꿈하나 놀아요-꿈하나 통해요’의 3단계로 진행된다. 

‘꿈하나 만나요’단계에서는 온작품과 친해지는 활동, 동기유발 및 프로젝트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꿈하나 놀아요’단계에서는 온작품을 읽고 놀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꿈하나 통해

요’단계에서는 역량을 실천하고 발전시켜 생활에서 더 넓고 더 깊게 펼칠 수 있는 활동으

로 구성하였다. 프로젝트의 단계와 성격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 컨텐츠 활용 - 과제 수

행 - 결과물 발표 - 피드백’의 수업 유형을 선택하여 블렌디드 수업에 적용하였다. 구안한 

교수학습 모형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꿈하나 교수학습 모형 단계 및 활동 예시

단  계
단계별 활동(예시)

꿈하나 만나요

⚫온작품과 친해지는 활동
⚫동기유발 및 프로젝트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책을 살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활동

·책 속 질문에 답해보기

·카드뉴스-남북만남의 역사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책 표지 살펴보기

·상상하여 제목짓기

·제목 알아맞히기 놀이하기

⇓

꿈하나 놀아요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
⚫문제 해결 과정 속에 통일역량을 함양하는 활동
⚫책 속의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함께 놀이하며 책을 통한 배움의 활동

·랜선 서울투어 

·온라인 반상회 

·DMZ 평화 상징물 건축하기

·우리말 사전 만들기

·아동권리협약 만들기

·스토리스파인 문장 만들기

⇓

꿈하나 통해요

⚫실생활 적용을 통하여 성장하는 활동
⚫통일역량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활동
⚫책과 교실에서 배운 앎을 삶으로 더 넓고 더 깊게 채워가는 활동

·전시회 하기

·공감쪽지 전달하기

·온작품 주제와 작가로 꼬리물기

·이웃사랑 처방전 실천하기

·우리말 사전 학급문고에 활용하기

·챌린지․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실천하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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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설계하기

역량
요소

하위
요소

관련
온작품

교수학습
주제

교과
(단원)

성취
기준

세부활동
시
기

화해

균형적 
분단인식

내 이름은 
판문점

널문리 
STORY

도덕(5) [4도03-03]
스토리스파인문장만들기→

판문점과 우리 가족 연표 비교하기
9월 
3주

남북공동초등학교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국어(7)

[4국04-01]
[4국04-02]

우리말 사전 만들기→
우리말 사전 활용하기

6월 
4주

공감, 
상호작용

북녘친구 
남녘동무

통일이 되면 
너와 나 동무가 
될 수 있을까?

국어(10) [4국05-04]
‘친구’에 대한 생각그물 

그리기→친구와 공감하는 
순간 만화로 표현하기

8월 
5주

내 동무 
리구철

공감마니또 국어(4) [4국03-03] 공감마니또→
감정파이 활동

6월 
1주

용서, 
회복

내 짝궁 
최영대

영대에게
국어(3)

미술(2-2)
[4국03-04]
[4미01-04]

신호등게임으로 
표현하기→움직이는 
포스트잇 북 만들기

5월 
4주

나는 
북만길이다

만길아~ 
너의 이름은

도덕(6) [4도03-02] 6행시 지어보기→ 
만길이의 이름 지어주기

6월 
3주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해

평화롭다는 것 
철원노동당사

앞에서
I⚬PEACE⚬U 미술(1-6) [4미01-03] 비쥬얼싱킹→오토드로우→

책 띄지 만들기
4월 
5주

평화가 
전쟁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전쟁과 평화 국어(2)
[4국01-05]
[4국02-02]

이미지카드 놀이→
오징어다리 토의토론

5월 
2주

비폭력적 
태도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I Color DMZ 미술(1-3) [4미02-05] DMZ 평화 상징물 건축하기→

DMZ 평화 상징물 전시회
5월 
1주

지뢰밭 아이들
꿈하나 

아동권리협약
도덕(3)
국어(8)

[4도02-02]
[4국03-03]

꿈하나 아동권리 협약문 만들기→
협약식 및 실천하기

7월 
1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소통씨는 잘 
소통해

소통은
 [    ]이다

국어(9) [4국01-06]
소통하고 싶은 대상 얼굴책 
그리기→소통은 [   ]이다 

문장 완성하기

7월 
3주

사람들은 왜 
싸울까? 평화의 약속 도덕(2) [4도02-03]

TPS핵사맵 토의토론→
평화로운 꿈하나 교실 
우리의 약속 실천하기

5월 
5주~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이상해? 
다양해!

슬기로운 
국기 디자인

수학(4)
미술(1-5)

[4수02-05]
[4미03-03]

통일대한민국 상징 생각그물 
만들기→국기 디자인하기

7월 
2주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사회(2)
[4사03-03]
[4사03-04]

우리지역 소개자료 만들기→
새터민에게 우리지역 소개하기

6월 
5주

공동체 
의식

불편한 이웃
내 이웃을 

부탁해
사회(3) [4사03-06] 꿈하나 반상회→내가 

전해주는 이웃사랑 처방전 
5월 
5주~

수상한 편의점
편의점은 
살아있다

국어(5) [4국05-03] 릴레이이야기 짓기
6월 
2주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나 혼자가 
편한데 왜 다 
같이 해야 해?

같이의 가치
(With 

ORCARINA)

도덕(4)
음악(2)

[4도02-04]
[4음01-01]
[4음01-06]

PMI토의토론→
오카리나 연주법 익히기

9월 
2주~

무기를 팔지 
마세요

챌린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4도02-04]
[4도03-02]
[4도03-03]

챌린지 정하기 모둠별 
토의토론→챌린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실천하기

8월 
4주~

16



모두가 꿈̇꾸는 하나̇ ̇
 된 우리 書̇로 통̇하다

- 10 -

3.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적용   

  가. 화해 프로젝트 적용하기

화해 이야기 하나                                                널문리 STORY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5. 하나되는 우리

목 표
남북한 분단 과정을 알아보고, 분단의 아픔에 공감하며, 통일의 필

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온 작 품 내 이름은 판문점

해 설

‘내 이름은 판문점’을 읽고 남북 분단 과정과 중요한 사건을 알아

보기 위해 책 표지 살펴보기,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 알아보기, 카드

뉴스 살표보기로 원격수업으로 구성하였고, 역사적 흐름을 글로 표현

해보고자 스토리스파인 문장만들기 활동으로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

련의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고, 판문점과 나를 관련짓는 연표만들기를 

통해 남북 분단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갖도록 활동을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판문점의 유래 알아보기

·카드뉴스-남북만남의 역사
e학습터

·책 표지 살펴보기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 이야기해보기
⇓

놀 아 요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 스토리스파인 문장

만들기(★)

·판문점 연표 그려보기

·나(우리가족) 생애연표 그려보기

·판문점과 우리가족 연표 비교해보기(★)

활 동 지

(문장만들기,

연표그리기)

⇓
통 해 요 ·판문점과 관련된 주제로 꼬리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남북만남의 역사 카드뉴스 스토리스파인 문장만들기 판문점 연표 그리기 판문점 주제로 꼬리물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널문리 주막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분단의 역사를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었다.

2. 남북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족 연표와 관련지어 봄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학생들의 감정

을 공감할 수 있었고,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의 현재적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3. 판문점과 관련된 주제 꼬리물기 활동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찾아보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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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야기 둘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7. 사전은 내 친구

목 표
낱말을 분류하고,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나만의 우리말사전을 

만들 수 있다.

온 작 품 남북공동초등학교

해 설

남북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이야기에서 평소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를 꿈하나교실 친

구들과 온작품을 통해 감상하였다. 처음보는 북한 단어들을 골든벨

퀴즈로 뜻을 알아보고, 우리말 사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온라인상에

서 계획을 세워 보았다. 교실에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 뜻을 

알아보고 문장만들기와 다섯고개를 통해 북한 단어들과 친숙해 지

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찾은 단어들을 모아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학급문고에 비치해 온작품을 읽는 동안 활용하고 새

로운 낱말을 찾으면 계속 보완하는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우리말 퀴즈 골든벨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만들기 프로

젝트 계획하기

e학습터

z o o m

·책 표지보고, 상상하여 제목짓기

⇓

놀 아 요

·낱말의 뜻 알아보고 문장 만들기

·내가 찾은 낱말 다섯 고개하기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만들기(★)

활 동 지

⇓

통 해 요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활용하기(★)
e학습터

·함께여서 빛나는 우리말 사전 학급문고에 비치

·온작품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함께여서 빛

나는 우리만 사전에서 찾아보기

·단어가 없으면 사전에 모르는 단어 찾아 기록하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우리말 사전 만들기 계획 우리말 사전 만들기 완성된 우리말 사전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언어를 통해 남북 분단을 인식하였고, 언어를 통해 남북 통일을 경험하였다.

2. 학급문고에 비치해두고 온작품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뜻을 찾아 업

데이트하며 우리말 사전을 1년간 활용하였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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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야기 셋          통일이 되면 너와 나 동무가 될 수 있을까?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 보아요

목 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온 작 품 북녘친구 남녘동무

해 설

‘북녘친구 남녘동무’를 읽고 친구를 생각그물로 그려 친구의 여

러 가지 의미를 표현해 본 후, 온작품 속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구글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꿈하나 친

구들은 북에서 온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지? 그 친구들을 공감할 수 

있을지? 출신지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토

의토론해 보았다. 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친구와 

공감하는 순간을 만화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상호

작용을 경험해보는 활동을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온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기, 짐

작한 까닭 써보기
e학습터

구글설문

X m i n d·‘친구’에 대해 생각그물 그리기(★)

⇓

놀 아 요

·‘통일이 되면 너와 나 동무가 될 수 있을

까?’ 토의토론

z o o m

활 동 지

·온작품 속 사건을 떠올려 인물의 마음과 

기분을 이야기해보기

·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친구

와 공감하는 장면 만화로 나타내어 보기(★)

⇓

통 해 요
·친구들의 만화 감상하기

·친구들의 작품 칭찬해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인물의 마음 짐작해 보기 친구 생각그물 그리기 공감 만화 그리기 만화 감상하고 칭찬해주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통일역량함양을 위해 진행한 사전만들기, 국기그리기 등의 프로젝트와 온작품 

줄거리가 관련 깊어, 꿈하나 친구들이 쉽게 온작품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통일 이후의 모습을 그린 온작품을 통해 통일 된 대한민국을 꿈하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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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야기 넷                                                     공감마니또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4. 일에 대한 의견 

목 표
학급친구들과 공감마니또와 공감파이 활동으로 공감과 상호작용을 경험해 본다.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쪽지글의 형식으로 표현해 본다.

온 작 품 내 동무 리구철

해 설

온작품을 통해 학급 친구들과 서로 공감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온

작품과 ‘캠핑가는 날’이라는 디딤영상으로 프로젝트를 열었다. 마

니또는 비밀친구라는 의미이다. 학교에 등교해 마니또를 뽑고 친구

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친구가 하루 동안 느꼈을 감정을 생

각해보고 공감파이 활동지에 적었다. 집으로 돌아간 뒤 e학습터 쪽

지 기능을 사용해 마니또에게 공감쪽지를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캠핑가는 날’애니메이션 보기

·온작품 표지보고 내용 상상해보기

e학습터

동영상자료

⇓

놀 아 요

·책 속 한 장면으로 이야기 나누기

·애니메이션 소감 나누기

·공감마니또 활동하기(★)

 - 나의 일일 공감 마니또 뽑기

 - 하루 동안 그 친구의 행동 관찰하기

 - 그 친구가 하루 동안 느꼈을 감정을 공감

한 뒤 공감파이 작성하기(★)

활 동 지

(공감파이)

⇓

통 해 요
·마니또에게 공감쪽지 전달하기 e학습터

쪽 지·공감 마니또 일기 쓰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e학습터 캠핑가는 날 공감마니또 활동 공감파이 활동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도움과 선물을 주는 마니또가 아닌 나를 공감해 주는 마니또 활동에 흥미를 보

이며 즐겁게 참여하였다.

2. 공감파이 활동을 통해 친구의 행동에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

는지를 글로 표현하고 공감 정도를 색으로 나타내었다.

3. e학습터 쪽지쓰기를 통해 활동에 대한 느낌을 서로 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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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야기 다섯                                                       영대에게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3. 느낌을 살려 말해요 [미술] 2.2 움직이는 그림

목 표
읽는 사람을 생각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잔상을 이용한 그림 그리는 방법

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온 작 품 내 짝궁 최영대

해 설

말이 없는 내 짝궁 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신호등게

임을 통해 말과 글이 아닌 표정과 몸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등장인

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움직이는 포스트잇 북을 만들어 이메일

로 영대에게 선물을 보내는 활동으로 내 마음을 내 짝궁 영대에게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책 표지보고 내용 추측하기

·책 속 인물의 캐릭터 소개하기

·인물에게 하고싶은 말 쓰기

e학습터

패 들 렛

⇓

놀 아 요

·신호등게임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마음 

표현하기(★)

·영대에게 하고싶은 말 움직이는 포스트잇 

북 만들기(★)

움직이는

포스트잇 북

p a g e s·E-pub book 출판하기

 - 포스트잇북 사진, 동영상 모으기

 - pages를 이용하여 E-pub book 출판하기

 - 표지 꾸미기

⇓
통 해 요 ·영대에게 E-pub book 선물보내기 e 메 일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신호등게임 완성된 포스트잇북 E-pub book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패들렛을 통해 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온라인상에서 표현하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해보았다.

2. 초록색 신호에 3가지 동작을 표현하고, 붉은색 신호에 정지를 노란색 신호에 슬

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놀이와 연계된 교육연극 기법으로 등장인물을 공감하고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해보았다.

3. 움직이는 포스트잇북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학생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며 참여하였다.

4. 실제 책 속 주인공인 영대에게 선물을 보낼 수는 없지만 이메일(출판사)을 통해 

꿈하나 E-pub book을 선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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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야기 여섯                                      만길아~ 너의 이름은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목 표
다양한 문화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

할 수 있다.

온 작 품 나는 북만길이다.

해 설

온작품과 통일교육원 새터민에 대한 디딤영상을 통해 새터민에 대해 

알아보고 만길이의 고민을 꿈하나 친구들과 해결해 주기 위해 나의 이

름과 만길이의 이름으로 6행시를 지어보고 만길이의 이름을 새로 지어 

줄지, 그렇지 않을지를 토의토론해 보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새터민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과 함께 살

아가야하는 당위성을 배우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 이야기’,‘남북 10대들

의 통일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디딤영상 시청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모여 유익한 

활동을 함께 실천한 사례 알아보기

e학습터

·온작품 살펴보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인공(안만길)의 고민

을 듣고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보기
⇓

놀 아 요 ·나의 이름과 만길이의 이름으로 6행시 지어보기(★) 활 동 지

⇓

통 해 요 ·만길이의 이름 지어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e학습터 디딤영상 6행시 짓기 김시안북만길 6행시 만길이 이름 지어주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새터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놀라워하였다. 

2. 재미있는 만길이의 이름을 꿈하나 친구들이 선물하였다.

3. 우리반이 지은 만길이의 새 이름은 북미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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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화 프로젝트 적용하기

평화 이야기 하나                                            I ⚬ PEACE ⚬ U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미술] 1.6 컴퓨터로 그려요

목 표
평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아이패드와 구글 오토드로우를 이용하여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온 작 품 평화롭다는 것 철원노동당사 앞에서

해 설

온작품 표지 삽화를 통해 온작품을 추측해 보는 활동으로 온작품과 

만나고, 온작품 속 다양한 평화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다양한 의

미를 생각해 보았다. 한반도 평화 100초 설명서를 디딤영상으로 활

용한 후 ‘평화’를 주제로 비쥬얼싱킹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체화

된 다양한 평화의 모습을 책 띄지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4학년 학생들에게는 추상적인 ‘평화’의 개념을 꿈하나활동을 통

해 구체화 시키고, 평화와 통일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음을 느끼도록 본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한반도 평화 100초 설명서 디딤영상
e학습터

디딤영상

·책 표지보고 추측하기

·평화의 다양한 의미 생각해보기

⇓

놀 아 요

·‘평화’를 주제로 비쥬얼싱킹하기(★)

·구글 오토트로우(★)

·책 띄지디자인하기(★)

구 글

오토드로우

⇓

통 해 요
·책 띄지 전시하기

·댓글로 칭찬해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한반도 평화 100초 설명서 비쥬얼싱킹-오토드로우 책 띄지 디자인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추상적인 ‘통일’의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2. 비쥬얼싱킹 후 온작품의 띄지 만드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책의 내용과 평화

의 개념, 디자인 요소까지 고려해 띄지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3.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구글 오토드로우를 사용해 띄지 만

들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4. ‘평화’에 대해 쉽게 찾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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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야기 둘                                                    전쟁과 평화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2. 내용을 간추려요

목 표 온작품을 읽고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추려 이야기할 수 있다.

온 작 품 평화가 전쟁보다 좋을 수 밖에 없는 12가지 이유

해 설

이미지카드는 추상적인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이미지에 투사시키

는 수업 도구로 추상적인 평화와 체험해보지 않은 전쟁의 개념을 

이미지카드를 통해 구체화시킨다. 공격조와 수비조로 나누어 질문을 

통해 오징어 다리를 주고 받는 오징어 다리 토의토론을 통해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과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을 키우고자 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내가 좋아하는 것 12가지 이야기해보기 멘티미터

·책 표지보고 제목 맞히기

⇓

놀 아 요

·이미지카드 놀이하기(★)

·이미지카드 놀이로 알게 된 평화와 전쟁에 대해 나누기

·오징어 다리 토의토론으로 평화가 전쟁보

다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리하기(★)

 - 온작품과 PMI토의토론 내용으로 10문제를 만

들고 포스트잇에 쓴 후 오징어 다리처럼 붙이기

 - 공격조와 수비조로 나눠 각자 역할에 맞

게 공격과 수비하기

 - 공격조와 수비조 역할 바꾸기

 - 활동이 마무리되면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질문 2개 고르기

이미지카드

오징어다리

토의토론

학 습 지

⇓

통 해 요 ·전쟁과 평화 관련된 주제로 꼬리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이미지카드 놀이 토의토론 준비 오징어다리 토의토론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이미지카드 놀이에서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평화를 읽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싶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이 나무로 날아올 것 같다.’는 학생

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였다. 

2. 오징어 다리 토의토론에 흥미롭게 참여하였고 평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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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야기 셋                                                    I Color DMZ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미술] 1.3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목 표 MEE 활용 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화 상징을 표현할 수 있다.

온 작 품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해 설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상징을 디자인하다.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지

만 우리 영토 비무장지대를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Mincraft 

EducationEdition, MEE)을 통해 평화의 상징물을 조형요소로 표현하고 

꾸며, DMZ에 평화를 물들이고자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MEE 기본 기능 익히기 MEE

·온작품 표지 관찰해보기

·표지 관찰하고 책 제목 생각해보기
⇓

 놀 아 요

·책 제목 맞히기 놀이하기

·책 읽고 느낀 점을 이미지로 나타내어 보기

MEE

·MEE상에서 평화의 상징물을 DMZ에 표현

해보기(★)

 - 계정으로 로그인

 - DMZ 템플릿 만들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기

 - MEE 상에서 평화의 상징 건설하기

·MEE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기

⇓

통 해 요 ·우리반이 꾸민 DMZ 온라인 전시회 감상하기(★) MEE

꿈 하 나

들여다보기

DMZ평화 상징물 건축하기 평화상징물 : DMZ♡ 평화상징물 : 남과 북 평화상징물 : 태극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직접 가 볼 수 없는 DMZ를 온작품을 통해 알게 되고, 평화의 상징물을 건축해 보았다.

2. 현실세계에서 체험이 힘든 DMZ를 MEE로 표현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였다.

3. 블록 하나하나를 조합하여 구체적인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 보고, 실수하면 다시 

부수고, 수정해 다시 건축해보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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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야기 넷                                        꿈하나 아동권리협약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3. 아름다운 사림이 되는 길 [국어] 8. 이런 제안 어때요

목 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인정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비폭

력적 태도를 생활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드러나게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온 작 품 지뢰밭 아이들

해 설

온작품 속 주인공인 아미드가 전쟁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비폭력적 태도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미드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줌에서 소집단 토의토론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문을 통해 

어리지만 자신이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를 알고, 아동권리협약문을 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나의 일상과 더 가깝게 협약문을 개정해 본다. 멘

티멘터를 통해 꿈하나 아동권리협약문을 정하고, 꿈하나 아동권리협약식

을 통해 협약문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

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그림책 속에 숨은 이야기 살펴보기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소집단 토의토론하기

e학습터

z o o m

·그림책 꼼꼼히 살펴보고 책과 친해지기

⇓

놀 아 요

·UN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

·UN아동권리협약 나를 관련지어 보기

·꿈하나 아동권리협약 만들기(★)

활 동 지

⇓

통 해 요

·꿈하나 아동권리협약 만들기

·꿈하나 아동권리협약 선포하기

·꿈하나 아동권리협약식(★)

멘티멘터

z o o m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줌 소집단 토의토론 아동권리협약문 만들기 아동권리협약문 아동권리협약 선포식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온작품과 줌 소집단 토의토론을 통해 평화와 비폭력적 태도에 대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았다.

2. UN아동권리협약을 나와 관련지어 봄으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3. 멘티미터를 통해 개개인의 협약문을 수합해 꿈하나 협약문으로 만들어 가는 과

정을 통해 실재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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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야기 다섯                                             소통은 [    ]다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9. 자랑스러운 한글

목 표
소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친구사이에 예의를 지키며 말하고 듣는 태

도를 익힐 수 있다. 

온 작 품 소통씨는 잘 소통해

해 설

제목 맞히기 놀이로 온작품 읽기를 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둘가고 

둘남기 토의토론으로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얼굴책 만

들기 활동으로 나, 가족, 친구와 소통이 어떤지를 표현해 보고 소통

에 대한 문장완성하기 활동을 한다. Q카드뉴스 앱으로 소통에 대해 

친구와 나누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정리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

법은 많이 있지만 꿈하나 교실 친구들은 ‘소통’을 최고의 방법으

로 꼽았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소통을 주제로 둘가고 둘남기 소집단 토의토론하기
e학습터

z o o m

·제목 맞히기 놀이하기

⇓

놀 아 요

·내가 소통하고 싶은(소통이 어려운) 가족, 

친구에게 얼굴책 그리기(★)

·나에게 얼굴책 그리기

·소통은 [  ]다 문장 완성하기(★)

얼 굴 책

⇓

통 해 요
·Q카드뉴스로 소통은 [  ]다 공유하기

Q카드뉴스
·소통과 관련된 온작품 꼬리 물기 읽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둘가고 둘남기 토의토론 얼굴책 만들기 문장완성하기 Q카드뉴스 만들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책 제목 맞히기에서는 ‘꿈꾸는 아이들’, ‘자연을 지켜요’, ‘ 우리는 모두 

하나’와 같은 기발한 제목들이 많았다.

2. 온라인상 토의토론을 둘가고 둘남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호스트 역할의 퍼실리테

이터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소통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3.얼굴책 만들기 활동에서 학생들은 소통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형,동생이 많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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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야기 여섯                                                  평화의 약속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2. 공손하고 다정하게

목 표 갈등의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온 작 품 사람들은 왜 싸울까?

해 설

온작품 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 온작품 속 질문들 중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열었다. 학생들과 선택한 

질문으로 TPS-핵사맵활동하기를 통해 구체화하고 온라인 소집단 토

의토론으로 평화와 폭력,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

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꿈하나교실에서 평화롭고, 친구들과 함

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는 활동

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책 속 질문 중 꿈하나 수업시간에 공부하

고 싶은 질문 선정하기

·책 속 질문에 답해보기

e학습터

멘티미터

z o o m

⇓

놀 아 요

·‘사람들은 왜 싸울까?’,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소집단 토의토론하기

·‘평화로운 꿈하나 교실’을 위한 우리의 

약속 소집단 토의토론하기
z o o m

핵 사 맵

·‘우리반, 예절, 평화, 폭력, 희망’을 주제

로 TPS-핵사맵활동하기(★)

 - 이미지로 표현하기 

 - 만화로 표현하기

·꿈하나 평화의 약속 정하기
⇓

통 해 요
·‘평화로운 꿈하나 교실 우리의 약속’게시하기

·‘평화로운 꿈하나 교실 우리의 약속’실천하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책 속 질문에 답해보기 TPS-핵사맵 활동 우리의 약속 정하기 꿈하나 평화의 약속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현재까지 학교폭력없고 평화로운 학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2. 평화는 교실, 집, 아파트 어디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토의토론하였다.

3. 스스로 만든 우리의 약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4.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우리의 약속을 교실에서 잘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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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합 프로젝트 적용하기

통합 이야기 하나                                     슬기로운 국기 디자인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수학] 4. 평면도형의 이동 [미술] 1.5 너랑 나랑 작품 감상

목 표
평면도형 이동을 이용하여 국기

를 디자인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 이

유를 발표할 수 있다.

온 작 품 이상해? 다양해!

해 설

‘이상해? 다양해!’를 읽고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상징으로 표현

될지 국기를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온라인상에서 생각그물을 그리고 

공유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이 시작하였다. 키노트 앱과 아이패드, 

애플펜슬을 활용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다양한 상징을 표현할 수 있

는 대한민국 국기를 디자인하고 국기 이름을 정하여 친구들과 나누

어보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책 표지보고 이야기 나누기
e학습터

z o o m

X m i n d

·통일대한민국 상징 생각그물 만들기(★)

·생각그물 나누기

⇓

놀 아 요

·통일대한민국 국기 디자인하기(★)

·통일대한민국 국기 이름정하기

·통일대한민국 국기 전시회하기

아이패드

keynote

애픈펜슬
⇓

통 해 요 ·통일대한민국 주제 따라 꼬리물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표지보고 이야기 나누기 통일대한민국 상징 생각그물 통일대한민국 국기 디자인 국기 디자인 발표하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꿈하나 교실 20명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다양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같은 주제에 다르게 생각하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다

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인식해보는 수업이 되었다.

2. 통일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그림을 그리고 공유해봄으로써 꿈하나 친구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상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3. 통일대한민국 주제 따라 꼬리물기 활동으로 학생들은 남북 스포츠 단일팀과 맛

있는 북한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관련 주제를 찾아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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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야기 둘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목 표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개자료를 만들고 발표할 수 있다.

온 작 품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해 설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를 읽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들

게 서울에 입성한 새터민 무산이에게 꿈하나 친구들이 가이드가 되어 

서울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랜선 서울투어를 다녀와 소개할 내용을 

준비하고 무산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료를 정리한다. 무산이에게 내

가 만든 소개자료로 서울특별시를 소개해 본다. 이 활동을 통해 꿈하

나친구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새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체험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책 표지보고 내용 추측하기 z o o m

·책 살펴보기

⇓

놀 아 요

·랜선 서울투어 다녀오기

활 동 지·우리 지역 소개 계획세우기

·우리 지역 소개 자료 만들기(★)
⇓

통 해 요
·우리 지역 소개 자료 발표하기

·새터민에게 우리 지역 소개하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책 표지보고 내용 추측하기 서울투어 계획 세우기 우리지역 소개자료 만들기 무산이에게 우리지역 소개하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서울투어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2. 우리 지역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들면서 무산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처음오는 친

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꿈하나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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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야기 셋                                             내 이웃을 부탁해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사회]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의 참여

목 표
우리 지역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지역 문제 해결

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온 작 품 불편한 이웃

해 설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있는 꿈하나동 주민들, 주민들은 동네에서 일

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상회를 소집하고, 꿈하나동 친

구들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고민하여 ‘이럴 

땐 어떻게’활동에서 TPS기법으로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자신이 생

각한 해결방법을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역할놀이 형식으

로 이웃사랑 처방전으로 발급해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를 실천

해 옮기고자 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송파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지역 문제 찾아보기

·부모님 면담을 통해 지역 문제 찾아보기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쪽지로 보내기

e학습터

·책 표지보고 내용 추측하기

·책 제목으로 내용 상상해보기
⇓

놀 아 요

·이럴 땐 어떻게?

·꿈하나 반상회 개최(★)
z o o m

활 동 지·내가 전해주는 이웃사랑 처방전(★)

⇓

통 해 요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꼬리물기

·이웃사랑 처방전 실천하기

e학습터

Whiteboard

꿈 하 나

들여다보기

꿈하나 반상회 이웃사랑 처방전 이웃사랑 처방전 실천하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수업 전 공공기관 누리집 방문과 면담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실제 일어날 수 있

는 문제를 찾아보아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2.‘이럴 땐 어떻게’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Think)을 만든 후 

짝(Pair)에게 서로 설명하여 생각을 넓히고, 발표의 과정을 통해 생각을 공유

(Share)하는 활동(TPS)으로 공동체 의식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3.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고민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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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야기 넷                                           편의점은 살아있다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목 표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글로 쓰고, 자신이 상상한 이

야기를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온 작 품 수상한 편의점

해 설

온작품을 읽고 온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보고, 상상한 물건과 방법으로 편의점 주인의 입장에서 표현

해 보고자 한다. 릴레이 이야기 짓기를 통해 상상한 이야기를 친구

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

고자 활동을 구성하였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편의점 다녀 본 경험 이야기 나누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편의점 주인이 

긴박한 상황에서 남길 만한 물건 생각해보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편의점 주인이 

물건을 전해줄 방법 생각해보기

z o o m

⇓

놀 아 요

·릴레이이야기 짓기(★)

 - 브레인스토밍에서 생각한 물건과 방법 6

가지를 골라 1에서 6까지 순서를 정하기

 - 무작위로 뽑힌 숫자에 해당하는 물건과 

방법으로 행동과 대사를 지어보기

  - 대사를 발표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릴레이 이야기짓기 활동으로 이어가기

활 동 지

⇓
통 해 요

·릴레이이야기 짓기가 활동 후 제주공항에 남

게 된 승객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기

꿈 하 나

들여다보기

편의점에 다녀 온 경험 나누기 릴레이이야기 짓기 대사 발표하기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편의점에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6가지를 위기 상황에 선택하는 브레인스토

밍활동에 고민해서 참여하였다.

2. 내가 하고 싶은게 아닌 무작위로 물건과 방법이 정해지다 보니 친구들의 상상

력이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3. 릴레이이야기 짓기 방식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지어나가니 꿈하나교실 친구들의 

소통과 학급 결속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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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야기 다섯                            같이의 가치(With ORCARINA)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음악] 즐겁게 연주해요

목 표
남북한이 협력한 사례를 통해 협

력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을 기른다.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오카리

나로 연주한다.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오카리나

를 연주한다.

온 작 품 나 혼자가 편한데 왜 다 같이 해야 해?

해 설

디딤영상을 통해 남북한이 협력하고 교류한 사실을 꿈하나 친구들이 

배우고, 온작품의 주제를 PMI토의토론을 통해 ‘같이’의 긍정적인 

면(P)과 부정적인 면(M), 이를 통해 새롭고, 흥미롭고, 창의적으로(I) 

알게 된 점을 이야기 나눈다. 2020 꿈하나교실 특색활동은 오카리나 

합주(With ORCARINA)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오카리나 연주법을 익히

고 친구들과 하모니를 만드는 활동으로 같이의 가치를 느껴보고자 

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우리는 코리아 팀 남북체육교류 디딤영상 시청

·남북우표 이상동몽 디딤영상 시청

e학습터

디딤영상

·책 제목보고 이야기 나누기

⇓
놀 아 요 ·같이의 가치에 대해 PMI토의토론하기(★)

z o o m

Whiteboard
⇓

통 해 요

·오카리나 연주법 익히기(★)

 - 오카리나 오른손 운지

 - 오카리나 왼손 운지

 - 오카리나 양손 스케일

z o o m

오카리나

꿈 하 나

들여다보기

PMI토의토론 With Orcarina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남북한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교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오카리나 주법을 익히고 리듬과 화음을 맞추어 악기를 연주해 통합 역량이 신장되었다.

3.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된 오카리나 수업을 꿈하나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

겁게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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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야기 여섯                          챌린지․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꿈 하 나

기 대 하 기

교과 및 단원 [도덕] 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목 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주변에서 스스로 

찾아 실천할 수 있다.

온 작 품 무기를 팔지 마세요

해 설

꿈하나 수업을 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 실

천해 보고자 한다.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별로 줌 소집단회의기

능을 통해 챌린지의 주제와 방법, 성취시 보상을 정한다. 온오프라인상

에서의 챌린지를 통해 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실

천모습을 공유하여 칭찬하고자 한다. 토의토론에서 학생들이 결정한 영

웅팔찌를 만들어 보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꿈 하 나

풀 어 내 기

단 계 단 계 별  활 동  및  꿈 하 나 활 동 ( ★ ) 활용도구

만 나 요
·작가와 작품 알아보기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기

e학습터

⇓

놀 아 요

·모둠별 챌린지 토의토론하기(★)

·모둠별 챌린지 정하기

·챌린지 성취시 보상 정하기

z o o m

·챌린지․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실천하기(★)

⇓

통 해 요

·카카오톡 학급채널로 챌린지 모습 공유하기

·챌린지 사진 보며 칭찬하기

·영웅팔찌 획득하기

영웅팔찌

꿈 하 나

들여다보기

모둠별 챌린지 토의토론 덕분에 챌린지 마스크 잘라서 버리기 챌린지 집안일 돕기 챌린지

꿈 하 나

성 장 하 기

1. 덕분에 챌린지, 마스크 잘라서 버리기 챌린지, 집안일 돕기 챌린지, 효도 챌린

지, 스스로 원격수업 공부하기 챌린지가 모둠별로 이루어졌다.

2. 영웅팔찌 보상을 통해 흥미를 유도할 수 있었다.

3. 프로젝트를 모둠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자기관리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이 

신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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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검증방법 및 내용

구   분 내       용
일  시 사전 : 4월 사후 : 9월
방  법 설문지, 학생 소감문(프로젝트 종료 후 이미지와 해시태그(#)로 활동 소감 표현) 및 면담
내  용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통한 통일역량 함양 정도

2.  설문지로 분석한 통일역량 함양                                (N=20)

3.  소감문에 나타난 통일역량 함양

역량
요소

하위요소 설문문항
설 문 결 과(%)

그 렇 다 보통이다 아 니 다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화해

균형적 분단 인식
나는 북한 친구들의 말과 글에 대하여 알고 있다. 5 70 20 20 75 10
나는 북한 친구들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알고 있다. 15 80 5 10 80 10

공감, 상호존중
나는 북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로 지내고 싶다. 30 90 20 5 50 5
나는 북한 친구가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로 입후보 했을 때 지지할 수 있다. 30 80 10 10 60 10

용서, 회복
나는 북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태도로 경청할 수 있다. 20 60 55 30 25 10
나는 북한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먼저 도와줄 수 있다. 30 60 40 25 30 15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한반도의 통일은 힘들어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55 80 35 10 10 10
나에게 한반도 통일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40 70 35 20 25 10

비폭력적 태도
나는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35 70 20 15 45 15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25 90 30 5 45 5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85 20 5 20 10
국가 간에 생기는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45 90 35 5 20 5

통합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한반도에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이 들어와도 좋다. 30 70 40 10 30 20
남한에 북한 친구들이 많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35 75 25 10 40 15

공동체 의식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모두 합쳐서 한민족이다. 50 55 20 25 30 20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해야 한다 45 55 25 20 30 25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우리 모임에 북한 친구들이 들어오면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25 70 20 10 55 20
통일 후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통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25 70 30 20 45 10

☞화해, 평화, 통합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화해 역량의 중 사전설문에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던 균형적 분단 인식과 공감, 상호작용 요
소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평화 역량의 중 비폭력적 태도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통합 역량의 중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판문점에서 두 정상의 만남, 우리말 사전 만들기, 평화의 의미, 공감, DMZ 등의 프로젝트 주제를 
이미지와 해시태그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선택한 이미지와 해시태그를 분석해 보면 화해, 평화, 통합 역량과 관련된 이미지를 선택
해 프로젝트 주제와 활동, 느낌, 하고 싶은 말을 해시태그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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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 적용을 통하여 통일역량 기르기를 목적으로 하

는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

작품읽기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학습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소통과 

협력중심의 앱을 활용하는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였고, 꿈하나 학급문고, 꿈하나 교실 환경 

구성, 학습꾸러미 배부 등 온작품읽기 학급 환경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연수와,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청 자율협의체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동료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사례를 

공유하였다. 

  둘째, 통일역량을 기를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구안하였다.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작품을 역량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활발한 의사소통, 협력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 기반 꿈하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 적용하였다. 그리고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구안하고 수업에 적용해 강의식, 지

식 전달 위주의 당위적 교육모습에서 탈피하여, 연간 권장 시수를 확보하고, 목표-내용-방

법의 체계를 갖춘 통일역량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는 통일역량 중 ‘화해’역량을 신장시킨다. 

‘널문리 STORY, 통일이 되면 너와 나 동무가 될 수 있을까?, 만길아~ 너의 이름은’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한 분단 현실을 균형적으로 인식하였고,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국민들의 고

통에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는 태도를 가지며,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였다. 

  넷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는 통일역량 중 ‘평화’역량을 신장시킨다. 

‘전쟁과 평화, I Color DMZ, 평화의 약속’등의 활동을 통해 소극적인 평화통일을 뛰어 넘어 

적극적인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였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적 

태도를 내면화하였고, 갈등, 분쟁, 폭력과 같은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경험을 하였다. 

  다섯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는 통일역량 중 ‘통합’역량을 신장시킨다. 

‘슬기로운 국기 디자인, 내 이웃을 부탁해, 챌린지․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을 통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알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공

동체 의식을 기르고,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협력적 문제 해결과정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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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블렌디드 러닝 기반 온작품읽기 프로젝트를 통한 통일역량 함양의 실행 결론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후속 연구자에게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COVD-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교육현장에 확대된 블렌디드 러닝은 원격수업과 등

교수업의 장점을 살려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통

일교육을 확장된 시공간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과 보급은 학생들의 통일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통일역량과 관련된 온작품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하다. 온작품읽기는 초등교육과

정에 뿌리내렸고, 다양한 형태로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학기 초 교사들은 학년교육과정에 

적합한 온작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통일역량과 관련된 온작품을 주제, 줄거리, 역량, 

활동 예시 등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통일교육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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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형식적이고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통일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목적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통일 핵심 역량 신장
    (※통일핵심역량 : 화해, 평화, 통합)
2. 연구 대상 및 기간
  가. 연구대상: 서울방배초등학교 6학년 2반, 24명(남 10명, 여 14명)
  나. 연구기간: 2019년 7월 ~ 2020년 9월
3. 연구의 내용

연구과제� Meet��실천:��한과������실을�만남��� ‘화해’�역량�기르기
� � � � � � � � � � � � �주요활동: 교사와 통일의 만남, 황금사과, 북한의 사회 구조

연구과제� Awake��실천:�평화�통일�����을�깨달음��� ‘평화’�역량�기르기
             주요활동: 해순이 달순이,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평화를 상상해요

연구과제� Understand��실천:��한과����을�이해함��� ‘화해’�역량�기르기
             주요활동: 통일이 오고 있는 신호, 사라진 친구

연구과제� Make� a� dream��실천:�����통일한�을�꿈꾸며� ‘통합’�역량�기르기
             주요활동: 더불어 살아가요, 시뮬레이션,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4. 연구 검증방법
  가. 학생: 실험반과 비교반 사전·사후 설문(양적조사) 및 소감문 작성, 면담(질적조사)
  나. 학부모: 사전·사후 설문조사(양적조사) 및 소감문 작성(질적조사)
  다.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실천 후 면담조사(질적조사)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Meet: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화해역량]
    2) Awake: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것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평화역량]
    3) Understand: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감하게 되었고 서로 다름을 존

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화해역량]
    4) Make a dream: 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래의 통일한국을 꿈꾸고 기대하게 되었다. [통합역량]
  나. 제언
    첫째, 마음 프로그램 후 공연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마음 프로그램 비대면 적용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연극을�활용한�마음(MAUM)을�움직이는�통일핵심역량�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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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마음(MAUM)을� 시작하다.  

1 � 연구의�필요성

가 ���학교에�적�하기����탈북�학생들  

우리반 △△이는 탈북청소년으로 우리 학교에 학적만 두고 실제로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

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왜 △△이는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고 위탁 교육을 받을까? 남북 

학생들이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탈북 학생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나 �통일에�대해���심한�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이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기를’바라고 있다.1)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학생들은 점점 

통일에 대해 삭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

육이 필요하다. 

다 �학생들에����������는�학교�통일�교육

현재 초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일 교육은 대부분 탈북민의 경험을 듣거나 주입식 통

일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일 교육은 정서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기 때

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교육연극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한민족의 정서를 

마음으로 느끼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정서적 접근의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라 �통일���이�����교�들� �

통일 수업을 할 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학생들은 이미 김정은이나 핵폭

탄만 떠올려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곤 한다. 학생들에게 통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많고 북한에 대한 자료도 찾기가 힘들다. 통일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고, 의미까지 있는 통일 수업 자료 개발과 공유가 시급하다.

2 �연구의�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연극을 활용한 마음(MAUM) 프로그램을 통하여,

첫째, �학습자의�특성과�욕구에�맞는�통일�교육�활동으로�통일핵심역량을�기른다.

둘째, �분단의�현실과�북한의�실상을�만나고�평화�통일의�필요성을�깨닫는다.

셋째, �북한과�탈북민을�이해하고�다름을�존중하며�통일에�대해�긍정적인�마음을�가진다.

넷째, �미래의�통일�한국을�꿈꾸고�준비하는�통일시민을�양성한다.

1) 김현희 외 5인(2016), 통일교육 어떻게 할까?, 서울: 철수와 영희,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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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용어의�정의

교육연극을�활용한�마음(MAUM)을�움직이는�통일핵심역량�기르기 

가 �교육연극

교육연극은 연극을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연극은  

즉흥적이고 비공개적인 과정 중심의 드라마 형태이며 연극 게임, 과정드라마 등과 같은 다양

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2) 학생들은 풍부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인간의 경험을 상상해서 몸으로 표현하고, 반영하며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된다.  

나 �마음(MAUM)�프로그램

마음(MAUM)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통일 교육은 놀이·체험형 또는 문화·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3)는 통일 교육 지침에 따라 연구자가 교육연극을 활용해 직접 설계한 ‘정

서적 통일 교육’의 방법이다.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실상을 연극 속에서 재미있게 만나고 직

접 살아봄으로써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며 탈북민과 북한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통일에 대해 굳어 있던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한다.

다 �통일핵심역량(화해��평화��통합)

  통일핵심역량이란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 단계에서 인적, 제도적, 환경적으로 복잡

한 사회 통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4)이다.

역량
요소

하위요소
인지 정의 행동

화해 
역량

w 균형적 분단 인식
w 비판적 문제 인식

w 공 감
w 상호 존중

w 용 서
w 회 복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나와 사회
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인식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구성원
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

서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

평화 
역량

w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이해
w 통일 평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w 비폭력적 태도
w 평화 감수성

w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w 평화 유지 및 실천 능력

소극적인 분단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통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
고 평화 의식을 내면화

갈등, 분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일
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통합 
역량

w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w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이해

w 인본주의적 가치 내면화
w 공동체 의식

w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능력
w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인식

인본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 존중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2) 정성희(2006), 교육연극의 이해, 서울: 연극과 인간, p. 33.
3)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p. 34.
4) 경기도교육청(2017),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사용지도서, 경기: 창비,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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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배경

가 ���������������������적��가��

 첫째, 정서적 접근의 통일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연극은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탈북민과 북한 사람들의 고통

에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통일에 대해 굳어져 있던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연극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상황에 깊이 몰입하여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연기한다.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교육연극을 통일교육에 접목시킨다면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통일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유형

 ‘사다리 연극 놀이 연구소’에서는 교육연극의 수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교육연극 수업 유형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음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교육 연극 수업 유형 수업의 특징 적용한 프로그램
1) ‘감각→변형→
역할·이야기’구조 

w 일반적인 놀이발달 단계를 따른 수업 구조
w 소재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함 w 평화를 상상해요

2) 연극게임

w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반복 가능한 활동
과 게임으로 구성됨

w 학생들이 자의식을 발동시키지 않고 각 게임의 초점
에 집중하여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함

w 우리와 다른 북한의 사회구조
w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w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w 통일을 위한 노력

3) 이야기 극화 w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즉흥적으로 
비공식적인 연극을 창조함

w 황금사과
w 해순이 달순이
w 통일이 오고 있는 신호

4) 과정드라마
w 교사가 제공하는 강력하지만 유동적인 프레임과 명확

히 설정된 맥락 속에서 학생들은 협력하여 창의적으
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드라마를 창조함 

w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w 사라진 친구
w 시뮬레이션

5) 연극만들기 w 교육연극 수업에서 공연 발표까지의 전 과정 w 후속연구

다 � ����������������선정

 통일부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 내용5)을 바탕으로 마음 프로그램 수업 내용을 선정하였다. 

평화·통일 교육내용 세부 내용 연구 과제 적용한 프로그램

   ➊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배경
   연구과제 Meet

w 황금사과

   통일의 필요성
w 우리와 다른 북한의 사회구조

   연구과제 Awake w 해순이 달순이
w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➋ 북한 이해

   북한의 군사    연구과제 Awake w 평화를 상상해요
   북한의 경제

   연구과제 Understand w 통일이 오고 있는 신호
   북한의 사회문화 w 사라진 친구
   북한의 정치·외교

   연구과제 Make a dream
w 시뮬레이션

   북한 주민의 인권 w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➌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통일의 과정
   연구과제 Make a dream

w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의 미래상 w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5)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p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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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마음(MAUM)을�준비하다.
1 �선행연구�분석�및�시사점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주제 연구결과 시사점

박소진

(2019)

GIGA막힌 5G프

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통

일한국의 라온하

제 맞이하기 

n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주도적 앎

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통일 교육이 

학생들의 통일핵심역량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음.

þ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오감을 자극

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북한과 통일

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하는 활동을 마

음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음. 

이지현

(2018)

그림책으로 담아

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n 북한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그림책

을 통일 교육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킴.

þ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

일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그림책 자료를 

활용하여 에피소드를 생성하고 교육연극

을 활용한 마음 프로그램을 구성함.

김현희 

외5인

(2016)

초등학교 통일교

육 어떻게 할까?

n 통일부에서 만든 <통일교육지침서>

를 주제로 초등 통일 교육에 대해 

발제 및 대담을 진행함. 현재의 정

부 주도적, 주입식 학교 통일 교육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 

þ 일방적으로 통일 편익을 가르치기보다는 

통일이 되면 어떤 편익이 있는지, 통일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는지 학생

들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통일교육의 

실마리를 찾게 됨. 정서적, 감성적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음. 

장세영

(2014)

교육연극이 초등

학생의 통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

n 통일교육 TIE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의 통일의식 향상과 통일교육에 대

한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쳤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깊은 고

민을 가능하게 함. 

þ 교육연극의 한 분야인 TIE를 통일교육에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상황 중심적, 정서적 접근의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연극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임을 발견함.

2 �학교� ‘교육� 4주체’의�실태분석

n 평화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함.

n 학급마다 두리하나 위탁교육을 받

는 탈북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음. 

n 통일교육전담사가 학교로 찾아

와 강당에서 6학년 전체 학생들

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

였으나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

가 낮음.

학급단위 

평화통일

수업개발과 

공유의 

필요성

상호작용과 

정보공유, 

협력의 

필요성

n 학교 주변에 탈북 학생들이 위

탁교육을 받는 두리하나 국제학

교가 있음.

n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업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

역 인프라와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학교 지역공동체

n 강남 8학군에 속해 있고 학습능력

이 뛰어나나 과도한 사교육에 노

출되어 있어 국영수를 제외한 교

육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n 가정환경이 부유한 학생들이 많

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

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함.

n 스마트폰과 게임에 많이 노출되

어 있어 정적인 활동에 집중력

이 떨어짐.

학생 학부모
n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며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

이 많은 편임.

n 가정에서 학생들과 수업과 학교

생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

는 편이고 가정 연계 지도가 비

교적 잘 이루어짐.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중심 

통일 

수업의 

필요성

지지와 

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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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통일�역량�실태조사�및�시사점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문항을 관련 통일역량에 따라 6학년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통일 

역량

역량 

하위 요소
사전설문문항

응답결과(N=24)
통일역량 실태분석 

그렇다 보통 아니다

화해 

역량

비판적 문제 

인식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7 11 6 용서 요소에서 학생들의 58.3%가 북

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여기며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응

답함. 

학생들의 25%는 통일 및 북한에 대

하여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용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

상이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14 10 0

상호 존중

사람들은 모두 같지 않고 다양함

을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12 12 0

평화 

역량

통일평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8 3
학생들의 54.1%가 통일을 해야한다고 

응답함.

54.1%가 친구를 도와주거나 친구들과

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 감수성 역량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함.

평화

감수성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8 13 3

화해 

역량

공감
북한과 북한 주민의 현재 생활 상

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4 10 10

83.4%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함. 
회복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9 11 4

통합 

역량

공동체 의식 나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다. 3 16 5 45.8%는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응답함.

학생들의 12.5%가 북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학생들의 58.3%는 통일 이후 우리나

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통 이하로 응

답함.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같이 

잘 지낼 것이다.
11 11 2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6 14 4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이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

다 더 발전할 것이다.
10 11 3

[학생 통일 역량 실태조사결과 시사점]
w 화해 역량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질문에 ‘보통’,‘아니다’의 응답이 많은 편으로 통일

과 북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잘 알
게 된다면 아는 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w 평화 역량에서 평화 감수성과 관련된 질문에 ‘보통’의 응답이 많은 것은 학생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교육연극을 통해 직접 몸으로 평화를 체험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
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w 학생들의 87.5%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연극 게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북한에 친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w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학생 스스로 생각해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일의 좋
은 점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부모�통일�교육�인식�분석

영역 사전설문문항
응답결과(N=15)

통일교육인식 실태분석 
그렇다 보통 아니다

북한인식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2 6 7 학부모의 46.7%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응답함.북한은 우리와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6 6 3

통일교육 

인식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8 2 학부모의 86.7%가 통일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함.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7 4

통일 

필요성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3 10 학부모의 66.7%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다. 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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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마음(MAUM)을�계획하다.
1 �연구대상�및�기간,�추진계획

1) 연구대상: 서울방배초등학교 6학년 2반 24명(남 10명, 여 14명)

2) 연구기간: 2019년 7월 ~ 2020년 9월

3) 연구활동추진계획

단계 연구절차
시기(월)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계획
 연구주제 선정 및 관련 자료수집 ✔ ✔
 6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체계 분석 ✔ ✔
 마음(MAUM) 프로그램 연간지도계획 수립 ✔ ✔

실천
 마음(MAUM) 프로그램 적용 ✔ ✔ ✔ ✔
 마음(MAUM)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 ✔ ✔

평가
 연구 결과 검증 및 분석 ✔ ✔ ✔ ✔ ✔ ✔ ✔ ✔ ✔ ✔
 보고서 작성 및 일반화 ✔ ✔ ✔ ✔ ✔ ✔ ✔

2 �연구과제의�설정

교육연극을�활용한�마음(MAUM)을�움직이는�통일핵심역량�기르기

3 �연구의�제한점
1) 마음 프로그램은 교육연극의 특성상 연차시 수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담

임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 마음 프로그램의 적용은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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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운영계획�및�교육과정�재구성

연구

과제

통일

핵심

역량

하위

요소
활동주제 세부활동

관련

교과
관련단원 시기

연구

과제


Meet

[만나기]

화해

비판적 문제 인식

상호 존중

➊ 교사와 

   통일의 만남

w 탈북학생 교육기관 탐방 및 연수

w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

w 교육연극 활용 통일교육 사례 나눔

사회

도덕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7-12월

균형적 분단 인식

용서
➋ 황금사과

w 친구 데려오기 게임

w 황금사과 교육연극 활동

w 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국어

미술

2. 이야기를 간추려요

4. 아름다움의 비밀, 조형

  원리

9월3주

상호 존중

공감

➌ 우리와 

   다른 북한의

   사회구조

w 공굴리기 경쟁놀이 VS 협력놀이

w 북한사람들의 생활모습 영상 시청

w 배급시대 연극 만들기

사회

도덕

3.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4. 공정한 생활
9월4주

연구

과제


Awake

[깨닫기]

평화

평화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이해

➊ 해순이 

   달순이

w 옛이야기 맞추기 놀이

w 해순이 달순이 교육연극 활동

사회

도덕

1.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10월2주

평화유지 및 

실천능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

➋ 아는만큼 

   가까워진다

w 그물치기 놀이

w 남북의 비슷한 점 몸으로 말해요

w 북한말 퀴즈 

w 북한 음식 체험

도덕

음악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1. 마음을 열며
10월3주

비폭력적 태도

평화 감수성

➌ 평화를 

   상상해요

w 꼬리잡기 게임

w 평화를 상상하고 변형하기

w 평화 연극 만들기

사회

도덕

3.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10월4주

연구

과제


Under

stand
[이해

하기]

화해

공감

비판적 문제 인식

➊ 통일이 오고 

   있는 신호

w 북한 OX 퀴즈

w 은수이야기 교육연극 활동

w 뒷 이야기 상상하여 글쓰기

사회

국어

3.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연극단원:함께 연극을 즐겨요
10월5주

균형적 분단 인식

회복
➋ 사라진 친구

w 사탕을 훔쳐간 범인을 찾아라

w 사라진 친구 교육연극 활동

w 유진이에게 편지 쓰기

사회

국어

3.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11월2주

연구

과제


Make  

 a  

dream
[꿈꾸기]

통합

공동체 의식

인본주의적 가치 

내면화

➊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w 국경 넘기 게임

w 동창회 게임

w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연극 만들기

사회

도덕

3.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

  해지는 세상

11월3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인식

➋ 시뮬레이션
w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방법 퀴즈

w 시뮬레이션 교육연극 활동

도덕

창체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학교폭력예방교육
11월4주

사회정의와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➌ 통일을

위한 노력

w 꼬인손 풀기

w 통일을 위한 노력 연극 만들기

w 통일 노래 가사 몸짓으로 표현하기

사회

음악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2. 느낌을 담아

12월1주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이해

사회정의와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➍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w 통일 세레모니

w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연극 활동

w 통일의 좋은 점 조사 발표

w 통일의 시기에 관한 토론

사회

국어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4.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12월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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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마음(MAUM)을�실천하다.
1 �연구과제� Meet의�실천�

프로그램�기획의도 �분단의�현실과�북한을�만나기

 사전조사에 따르면 70.9%의 학생이 통일이나 북한, 현재의 분단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자신

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체험해보고, 그 원인

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분단 현실과 북한의 존재를 마주하는 것이 통일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먼저 통일과 만나고, 첫 수업으로는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비유적으로 분단 현실을 만나게 했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를 거부감 없이 자

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극 게임을 활용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토대로 연극을 만

들어 보도록 하였다.

프로그램�기대효과 �만남으로� ‘화해’� 역량�신장

w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비유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분단의 배경을 알고 대립과 갈등

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w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가 우리와 다름을 이해하고 인본주의적 가

치를 바탕으로 북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① �첫�번째�Meet� :�교사와�통일의�만남 통일핵심역량� :�화해

활동목표
�교사가 북한과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동료교사 및 학생들과 배움을 나누

는 과정에서 교사의 통일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활동시기 7월-12월 

역량하위요소 비판적�문제�인식 상호�존중 관련교과 사회,도덕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활동1 ��북���교�기관��방����해���한����연수

 일시 : 2019.07.29. ~ 07.30.(15시간)   장소 : 하나원, 삼죽초, 한겨레중고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 삼죽초 특별학급, 한겨레 중고등학교 등 탈북학생 교육기관 견학

 탈북 학생 전담 교육기관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숙박하며 탈북 학생들과 통일 이야기 나누기

활동2 �문화로����통일�연수

 일시 : 2020.03.03. ~ 03.27.(15시간)   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 온라인 연수

 뮤지컬과 영화를 통해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북한의 일상 정치 알기

활동3 �통일��북한�������방문
 일시 : 2019.08.07. ~ 08.09.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 교과서, 로동 신문 등 북한 발행 자료를 살펴보며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활동4 �������제�동연��제���������연��관람
 일시 : 2019.07.24. ~ 08.04.          장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아이들 극장

 전쟁, 탈출, 떠나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난민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다룬‘희망의 빛’스웨

덴 연극을 관람하며 마음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방향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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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번째�Meet� :�황금사과 통일핵심역량� :�화해

활동목표
�교육연극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비유적으로 체험하고 통일

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활동시기 9월 3주 

역량하위요소 균형적�분단인식 용�서 관련교과 국어,미술

소재

제목 황금사과

글 송희진

 초등학교 국어 6-1 가       

    교과서 수록 도서

 황금사과 때문에 평화가 깨져버

린 윗동네와 아랫동네 이야기를 

통해 소통이 단절된 삭막한 우

리의 현실과 남북의 분단 상황

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교육연극 이야기극화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기�게임

 원으로 앉아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 게임 하기

도입 �����사�������기�나누기

 품앗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웃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옆집에서 음식을 나눠주었다.”, “이웃이 모기 보안관이어서 우리집 모기를 잡아주셨다.”

활동1 �사�������사��� � � � � � � � � � � � � �

 사이좋은 마을 사람들이 되어 힘든 일을 서로 도와주고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며 마을 

축제에서 무엇을 할지 의논하기

전체�즉흥

<삼죽초 특별학급 견학> <한겨레 중고등학교 견학> <탈북학생 지도이해 연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

활동5 �������활용��통일���������������

 일시 : 2019.12.07.                 장소 :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한 정서적 통일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사례 나누기 

활동6 �서�������������인�����강의
 일시 : 2020.09.09.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해 줌을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워크샵 강의를 통해 정서적 통일 교육 사례를 

나누고 동료 교원들과 생각 공유하기

<국제 아동 연극 축제 참가> <난민 어린이 관련 연극 관람> <교육연극 통일 수업 발표> <줌 활용 통일교육 사례 나눔>

교사마음 

살펴보기

w “교사로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아는 만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교사의 통일역량에 따라 통일 교육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w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고 교사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활동결과
w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숙박하면서 탈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w 통일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통일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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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사�������사람들

 교사가 마을 사람 역할을 맡아 학생들에게 황금 사과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가서 황금 사과 따기

활동3 �마을�사람들의�회의

 어떻게 하면 황금사과를 잘 나눌 수 있을지 회의를 한 후 황금사과 나누어 주기

역할내�교사

회�의

<친구 데려오기 게임> <사이좋은 마을 사람들> <황금사과를 발견하다> <마을 사람들의 회의>

활동4 ���사���무�을�할까?
 나에게 황금사과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

활동5 �����일��생기다
 황금사과 때문에 양쪽 마을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 모둠별로 동영상 장면 만들기

활동6 ��을����사람들
 학생들은 보초와 마을 사람들이 되어 해설 판토마임을 하며 담을 쌓고 살아보기

소그룹�연극�만들기

극적�공간�만들기

<불행①-서로를 의심함> <불행②-전쟁 발생> <금을 긋는 마을사람들> <양쪽에 보초를 세우다>

활동7 �����마을�����소문
 같은 편 마을끼리 모여 상대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이야기하기

활동8 ��������들을�만나��되다
 교사의 해설에 맞추어 한 학생이 담 너머 아이들을 만나러 넘어가면 상대편 마을에 있는 아이

들은 그 아이를 환영해주고 손잡아주기. 나머지 아이들도 한 명씩 상대편 마을로 건너가기

소�문

해설�판토마임

<소문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담 너머에 누가 살까> <환영해주는 아이들> <물건으로 소감 나누기>

마무리 �소��나누기
 아까 담을 쌓은 물건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오늘 수업 소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후속활동 ��리���을������있을까?

 「통일선배 독일이야기」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x1BnQklXpU)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통일교육원�자료�활용�교육

학생마음

살펴보기

w “심하게 다툰 내 친구가 떠올랐다. 두 마을 사이의 담은 실제 담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 같았다.”

w “그래도 아직 벽을 없앨 수 있는 희망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윗마을에서 몰래 내려온 아이들을 차별

하지 않고 다 함께 놀아준다는 것이 가슴 뭉클했다.” 

활동결과
w 학생들은 한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높은 담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개인적인 담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담이든 우리가 노력하면 허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6을 할 때 교실에 있는 물건을 다 활용해도 된다고 허용해주면 학생들의 자발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

고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도 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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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번째�Meet� :�우리와�다른�북한의�사회구조 통일핵심역량� :�화해

활동목표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가 우리와 다름을 이해

하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

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활동시기 9월 4주 

관련교과 도덕,체육

교육연극 연극게임

역량하위요소 상호�존중 공�감 시간 8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활동1 �����공�리기����놀이

 모둠별로 원을 만들어 손을 크로스로 모두 잡은 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두 바퀴를 돌게 되

면 성공. 모둠별로 가장 빨리 성공한 순서대로 사탕 나누어주기

활동2 �다�������공�리기����놀이

 옆 사람과 손을 크로스로 잡고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큰 원 만들어 공 2개를 12시와 6시 방

향에 놓고 같은 방향으로 2바퀴 돌면 성공. 성공시 학생들에게 사탕을 똑같이 나누어 주기

 똑같은 물건도 나누는 기준과 나눠주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배분할 수 있어요.

활동3 ����북한�사�들의��활����동�상�시청
 두 나라 지도자들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강조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한은 

자본주의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가 되었어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옛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북한주민 일상 들여다보기」영상

(https://www.uniedu.go.k) 시청하기 

 학생들 인상에 남는 게 있었는지, 우리랑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하기

활동4 ����������������시��연극�만들기
 모둠별로 옛날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적힌 종이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장면으로 표현하기

 -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 교육과 학교,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 배급제와 방송에 의한 세뇌

 - 북한 말투를 재미있어했고“진짜야? 정말 저래?”북한의 자유 제한 상황을 보고 놀라워함

마무리 �소감�나누기
 오늘 어땠는지,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점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소감 이야기하기

 (1960년대 6.25 전쟁 직후 남한과 북한의 사진을 보여주며)남한은 이때 굶는 사람도 많았고 자

기가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나라에서 공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아서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눠주고, 집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북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살만했을까요?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문제가 생겼고 현재 사회주의 나라에서 사는 주민

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통일교육원�자료�활용�교육

소그룹�연극�만들기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국가에서 직업 결정> <국가에서 배급받는 장면> <북한 방송 장면>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다. 내가 남한에서 살게 된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북한

에 태어났더라면 10년도 못 살았을 것이다.” 

w “북한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정말 불쌍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활동결과
w 우리와 다른 북한 주민의 모습과 행동이 사회 구조의 영향임을 알게 되었다

w 북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활동 TIP w 활동4에서 배급시대를 연극으로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대본보다 상황과 씨앗 대사만 주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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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 Awake의�실천

프로그램�기획의도 �평화�통일의�필요성을�깨닫기

 Awake 단계는 민족 정체성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통일부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단계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

이 생겨나고 국가애와 민족애와 같은 공동체적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에는 놀이·체험형 또는 문화·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6) 그러므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남북한의 동질성과 민족 정체성

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연극을 통해 직접 몸으

로 평화를 표현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필요

성을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기대효과 �깨달음으로� ‘평화’� 역량�신장

w 다양한 연극 게임과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북한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w 상상과 변형 활동을 통해 일상 속의 평화를 상상해 보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w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아닌 것을 깨닫고 소극적인 분단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통일 평화의 중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① �첫�번째�Awake� :� 해순이�달순이 통일핵심역량� :�평화

6)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p. 34

활동목표
�과거에 한 형제였던 남과 북이 헤어지게 된 과정을 이야기 극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활동시기 10월 2주

역량하위요소
통일�평화의�필요성�
및�중요성�이해

소극적�평화와�적극적�
평화�이해 관련교과 사회,도덕

소재

제목
곰이와 오푼돌이 

아저씨

글 권정생

 오푼돌이 아저씨가 곰이에게 들

려주는 ‘해순이 달순이’ 이야

기를 모티브로 수업을 구상함  

 ‘해순이 달순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변형한 이야기로 

미국과 소련에 맹목적으로 의지

한 분단기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

러낸 작품임

교육연극 이야기극화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이�기���기�놀이
 우리집에 왜 왔니 게임을 변형한 놀이 팀으로 나누어 옛 이야기를 하나씩 정하기 팀이 옛

이야기 정지 장면을 보여주면 다른 팀은 어떤 이야기인지 맞추고 상대팀 잡으러 가기

활동1 �해와�달이�����이����장��이���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원작 이야기 이어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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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이�������순이�달순이
 오늘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조금 변형한 해순이 달순이 라는 연극을 해 볼 거에

요 해순이 달순이 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와요 해순이 달순이네는 가

난했기 때문에 엄마가 낮이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가 없는 동안 해순이 달순이는 무엇을 하며 놀았을지 모둠별 개의 정지장면 만들기 

활동3 ���마리���이가��마��잡아먹다
 학생들을 팀으로 나누어 호랑이 역할을 정하고 교사는 오누이의 엄마 역할을 맡기 두 

마리 호랑이가 된 학생들은 엄마의 떡을 뺏어 먹고 결국은 엄마까지 잡아먹는 연기 하기

활동4 ���하����이의��마��토론
 학생들은 혼자 오누이를 다 잡아먹을지 다른 호랑이랑 나누어 먹을지 고민하는 호랑이의 두 

마음이 되어 호랑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활동5 ��순이��달순이가�잡혀가다
 호랑이 마리 해순이 달순이 역할 정하기 교사의 해설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며 연극 하기

 나머지 학생들은 해순이 달순이 목소리 효과음이 되어 연극에 참여하기

해설: 해순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뒷문 쪽이 호랑이가 틀림없어. 앞문을 열자.”
     그러자 달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생각엔 앞문 쪽이 호랑이야. 그러니까 뒷문을 열자.”
     해순이와 달순이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순이 누나가 달순이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뒷문으로 가, 난 앞문을 열거야.”
     동생도 지지 않고 누나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누난 앞문으로 가, 난 뒷문을 열거야.”
     해순이는 앞문 앞에, 달순이는 뒷문 앞으로 가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얼음! (중략)

활동6 �������이�기�나누기
 분만에 갈린 한반도 영상 함께보기 

 해순이 달순이 이야기와 우리나라 분단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활동7 �이�기�속������질문하기
 해순이 달순이 호랑이 중 학생들이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을 교실로 초대하여 인터뷰하기

 학생 중 세 명의 지원자를 받아 극 중 인물이 되어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활동8 �하�����말
 가운데 빈 의자에 해순이나 달순이 호랑이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기 학생들은 한 명씩 돌아가

면서 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하기

마무리 ����나누기�
 오늘 어땠는지 돌아가면서 소감 이야기 나누기

 해순이와 달순이는 언제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정지장면�만들기

전체�즉흥

머릿�속�생각

코럴�스피크

핫�시팅

빈�의자�기법

<옛이야기 이어 말하기> <사이좋은 해순이 달순이> <학생들이 만든 호랑이 가면> <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두 마리 호랑이에게 속아 서로 헤어져서 살고 있는 해순이, 달순이를 보니 우리도 빨리 화해하고 통일

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결과
w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왜 분단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소극적인 분단 평화를 넘어 적극적

인 통일 평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3에서 학생들이 호랑이가 되어 엄마에게 떡을 뺏어 먹고 엄마를 잡아먹는 장면을 하기 전에 연극적인 

약속을 확실히 한 후 시연해야 한다. 엄마를 잡아먹는 장면은 터치 없이 잡아먹는 연기만 하는 것으로 미

리 약속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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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번째�Awake� :� 아는�만큼�가까워진다. 통일핵심역량� :�평화

활동목표
�연극 게임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알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다
활동시기 10월 3주

역량하위요소 평화�유지�및�실천�능력 갈등의�평화적�해결�능력 관련교과 도덕,음악

소재

제목 똥진 너구리

글 이상배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북한 전래동화를 소개한 책

 <똥진 너구리> 외 13편의 이야

기를 재미있게 엮었으며 남한

의 전래동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음

교육연극 연극게임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기�놀이� (���놀이)

 술래잡기를 하다가 술래에게 잡히면 그물처럼 술래와 손을 잡고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기

활동1 �몸���말해요
 모둠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남한과 북한의 비슷한 점을 몸으로 설명하고 맞추기

주제1. 명절 모습(설날 떡국 먹기, 세배하기, 추석에 송편 만들기, 벌초하기, 정월대보름에 부럼 깨물기)
주제2. 음식, 악기(여름에 냉면, 비빔밥, 달콤한 식혜, 장구 연주, 가야금 연주)
주제3. 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씨름, 연날리기, 줄다리기,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닭싸움)
주제4. 기타(높은 교육열, 한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금강선녀> 
자랑스러워 하는 인물: 광개토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활동2 ����말�퀴즈
 교사가 준비한 북한 말 퀴즈 맞추기. 친구의 몸찬스를 보고 북한말이 어떤 뜻인지 맞추기

마�임

<몸으로 말해요①> <몸으로 말해요②> <북한말 퀴즈 몸찬스①> <북한말 퀴즈 몸찬스②>

각 모둠별 상황극을 본 후 북한에서 자주 쓰는 관용어 속담 가 어떤 뜻인지 맞추기

문제1. 너 말이 경사지다 (건방지게 말하거나 존댓말을 안 쓴다)
문제2.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겉과 속이 같은 진솔한 사람이 되라)
문제3. 미꾸라지 먹고 용트림한다 (실속 없이 겉으로 있는 척한다)
문제4. 똥 진 너구리 (벌어 놓은 것 없이 남의 일을 해주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활동3 �������체험
 사진 자료를 보며 북한의 음식 평양냉면 만두 찹쌀순대 두부밥 인조고기 등 에 대해 함께 이

야기 나누기 북한 음식 중 속도전 떡을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먹기

 - 속도전 떡가루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겠다 정말 맛있고 신기했다

<말이 경사지다 상황극> <똥 진 너구리 상황극> <북한 음식 체험①> <북한 음식 체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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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번째�Awake� :� 평화를�상상해요 통일핵심역량� :�평화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말은 남한말보다 훨씬 더 순우리말인 것 같다. 앞으로 북한을 더 존중해야겠다.”

w “북한 속담을 연극으로 만드는게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것도 있어서 기뻤다.”

w “이번 통일 교육 연극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고 선생님께서 속도전 떡을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인

상깊었다. 물과 가루만 섞어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정말 맛있었다.”

활동결과

w 연극 게임의 형식으로 즐거운 놀이를 통해 잘 몰랐던 북한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

익하면서도 가장 재미있어했던 수업이다.   

w 학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민족임을 깨닫

게 되었다. 또한 수업 이후 북한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고 북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활동 TIP
w 게임을 할 때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게임과 활동을 한 후에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꼭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목표
�신문지 막대와 천을 활용하여 일상 속의 평화를 상상해 보고 현재 우리

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다

활동시기 10월 4주

관련교과 사회,도덕

역량하위요소 평화�감수성 비폭력�태도� � 교육연극 감각변형

시간 8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기�게임

 천을 활용하여 꼬리를 만들어 잡기 놀이하기 꼬리가 잡힌 사람은 벽쪽에 붙어 앉아 있기

활동1 �상상��변형
 천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무엇으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려주기 원으로 서서 한 명씩 원 가운

데로 나와 천을 무엇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지 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맞추기

학생들은 천을 이불 치마 모자 도시락 돗자리 등으로 변형시킴  

 이번에는 신문지 막대를 다양하게 상상해서 변형해보기

활동2 �평화를�상상하��변형하기
 천과 신문지 막대를 활용하여 내가 평화로울 때 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맞추기

활동3 �평화������평화���������만들기

 학급 써클을 만들어 내가 평화로웠을 때와 평화롭지 않았을 때에 관해 비폭력 대화 나누기

 모둠별로 평화로운 장면 개 평화롭지 않은 장면 개를 만들어서 발표하기  

 - 평화롭지 않은 장면: 전쟁, 범죄 현장,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 학교폭력 당하는 장면 

 - 평화로운 장면: 친구와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장면 

활동4 �평화�� �이다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란 어떤 것인지 적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현재 분단된 우리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상태인지 각자의 생각 이야기하기 

마�임

마�임

소그룹�연극�만들기

<평화에 대한 경험 나누기> <평화롭지 않은 장면①> <평화롭지 않은 장면②> <평화로운 장면①>

학생마음

살펴보기
w “우리나라가 현재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w “통일이 돼서 진정한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활동결과 w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1. 천이나 신문지 막대를 상상하고 변형하는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미리 시범을 몇 가지 보여주면 학

생들이 훨씬 쉽게 변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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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 Understand의�실천

프로그램�기획의도 �북한과�탈북민을�마음으로�이해하기

 사전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는 문항

에 중립적으로 반응한 학생이 41.7%, 부정적으로 반응한 학생이 41.7%였다. 북한과 북한 주

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탈북하게 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교육 연극 수업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아닌 프랑스 파리라는 공간에서 편견 없이 북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교육 연극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북한 학생들을 이해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기대효과 �이해함으로� ‘화해’� 역량�신장

w 현재 북한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의 젊은 장마당 세대를 이해

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w 북한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서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① �첫�번째�Understand� :�통일이�오고�있는�신호 통일핵심역량� :�화해

활동목표
�현재 북한의 모습을 알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젊은 장마당 세대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다
활동시기  10월 5주

역량하위요소 공감 비판적�문제�인식 관련교과 사회,국어

소재

다큐 장마당 세대

제작 LINK

 북한 청년 세대를 다룬 다큐멘

터리 영화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에 출생

한 북한의 20대 청년층을 의미

함. 다큐에 등장하는 한 탈북소

녀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교

육연극 수업을 구상함  

교육연극 이야기극화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화하고�있는�북한����퀴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시

청한 후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O,X 퀴즈를 함께 풀기

문제1. 북한은 매일 밤 전국에 정전이 된다. (X)
문제2.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다. (O)
문제3. 북한의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된다. (X)
문제4.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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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재밌었다고 했음. O,X 퀴즈를 

풀면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확인할 수 있었음 

활동1 ��연�������������되다
 교사가‘북한은 김일성이 죽고 난 후 나라가 엄청 가난해져서 배급이 끊어졌다.’고 학생들에

게 설명해주기. 이후 교사가 북한 여학생 역할을 맡고 학생 중 1명이 아저씨 역할을 맡아 우

연히 남한 드라마 ‘도깨비’를 보게 되는 장면을 연극으로 보여주기

은수(교사):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아, 재미없어. 맨날 김정은 김정은. 
           뭐 재미있는거 안하나? (계속 채널을 돌린다.) 
           어? 이게 뭐야? 도깨비?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어? 누가 안보겠지? (문을 ‘딸깍’ 잠그고 커튼을 치고 이불을 덮어 쓴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남조선 드라마? 여기가 중국 국경이랑 가까워서 어쩌다 한번 
           씩 나온다더니, 대박이다 대박! 
           (뚫어지게 화면을 응시한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재밌어. 
           아, 두근두근 그렇지. 손 전화 해야지. 만나야지. (지지직 하면서 TV가 꺼진다) 
           어? 머야? 전기가 끊겼잖아. 아~ 계속 보고 싶은데... 전기~~~ 
           아! 전기가 있는데로 가야겠다.
(TV와 막걸리를 챙겨 전기 변전소로 간다.)

아저씨(학생): 너 뭐야? 밤늦게 왜 왔어?
은수(교사): 아저씨~ 저 TV 쪼끔만 보고 가면 안되겠습네까? 
아저씨(학생): 안돼.
은수(교사): 아저씨~ 이거(막걸리 봉지를 내민다)
아저씨(학생): (봉지안을 들여다 본 후 헛기침을 하며) 음음. 조금만 보고 집에 가야돼. 
은수(교사): 알겠습네다.
(아저씨 퇴장. 은수는 선을 꽂고 TV를 켠다)

은수(교사): (두 손을 모으고)제발, 제발, 제발 나와라.... 아싸! 나온다. 만났네 만났어.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척하며) 에구머니나, 남사스러워. 
           (두 손으로 턱을 감싸며) 아~부럽다. 나도 남성 동무가 있으면 좋겠다. 
           (뚫어지게 화면을 계속 응시한다. 꼬끼오!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헉! 벌써 아침이야? 아, 그래도 도깨비 다봤다. 너무 재밌다. 
           음... 시간이 좀 남았는데 딴거 볼까? (채널을 돌린다.) 
           (입이 쩍 벌어져서 호들갑을 떨며)와~~~ 헤~~~ 저거 뭐야? 뭐야? (얼음!)

시범�연극

<남북정상회담 영상 시청> <북한상식 OX 퀴즈> <교사의 시범 연극> <집중해서 연극 관람중>

활동2 ��������������장면

 모둠별로 은수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지 조각상으로 표현하기

정지�장면�만들기

<김정은 사망설 뉴스> <염색한 남조선 사람들> <김치 따귀 장면> <남조선의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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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학교에서

 학생들을 북한 학교 교실 대형으로 앉히기. 교사가 북한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은수와 북한 

학생들이 되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아보기. 얼음을 한 후 속마음 들어보기

담임: 동무들 요즘 밤에 뭐합네까? 혹시 도깨비라는 연속극 본적 있습네까? (친절한 말투로) 솔직히 말해
보라우. 일없습네다. 절대 당에 보고하지는 않겠습네다. 동무들 남조선 연속극에 나온 길거리에 차, 
부잣집, 고층살림집 그런거 다 참이라고 믿습네까? (속삭이듯이) 내레 동무들한테만 얘기해 주는긴데 
사실 그거 다 세트장입네다. 세트장. 동무들 몰랐지요? 실제로 가보면 꽃제비가 우글우글 하다고    
합네다. 동무들 속지마시라요! 얼음!  

  - “진짜일까? 세트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한데?”, “선생님이 당에 보고하는 것은 아닌

가?”, “우리 집 주변에 도깨비가 산다는 얘기야?” 

활동4 ��마�에서����을�벌다
 전체 학생들이 은수가 되어 자기 소지품 중에서 밀수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 한 명씩 돌아가

면서 어떤 물건을 남조선에서 밀수해 왔는지 발표하기

  - 학생들은 신나서 자기 물건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왔고 자연스럽게 북한 사투리를 쓰면서 북한

말로 물건 이름을 지어 말하기도 함. “이것은 남조선에서 가져온 조끼인데 여기 안에 오리 

한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네다.”,“손전화기에다가 이것을 꼽기만 하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귓

속말 연결끈입네다.”,“지능형 손전화기를 펴면 화면이 하나 더 있습네다.”

전체�즉흥

두드려�생각�듣기

<오리가 들어있는 패딩> <귓속말 연결끈(이어폰)> <BTS가 디자인한 케이스> <한번에 두가지 색 형광펜>

활동5 �����두�마��토론

 은수는 장마당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가 

없는 북한이 답답했다 남한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 이제는 남한은 진짜 잘 사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은수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갈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전체 학생

들은 은수의 두 마음이 되어 서로 토론하기

 - 찬성 입장“자유가 없이 사느니 차라리 탈북을 하는 게 낫다. 평화로운 곳을 찾아가고 싶다.”

 - 반대 입장“탈북하다 죽고 다칠 수 있으니 안 된다.”,“가족을 두고 갈 수 없다.”,“남조선에 

    가면 직업을 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이다.”

활동6 ����에���������살았을까?
 은수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뒷 이야기 상상하여 글쓰기 

마무리 ����나누기
 은수와 같은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점점 통일이 오고 

있다는 신호에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는 거에

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천사와�악마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정말 불쌍한 것 같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활동결과

w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북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북한 말투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생겼다

w 학생들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다.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대로 생

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4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극적 긴장감을 주기 위해 

호루라기가 등장하면 물건을 숨기는 상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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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번째�Understand� :�사라진�친구 통일핵심역량� :�화해

활동목표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구성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며 분단

의 현실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시기 11월 2주

하위요소 균형적�분단�인식 회복 관련교과 사회,국어

소재

제목 봉주르,뚜르

작가 한윤섭

 분단이나 통일과 무관하게 살아

가던 소년이 프랑스 뚜르에서 

북한 친구를 만나면서, 비극적 

현실인 분단 문제 속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 남북 분단이 현실

의 문제임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함  

교육연극 과정드라마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사�을���간�범인을�찾아라

 두 팀으로 나누어 탐정과 도둑 정하기. 탐정 팀은 뒤돌아 앉고 도둑팀에게 사탕을 3개 나누어 

주기. 탐정 팀은 도둑팀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며 추리해서 사탕 먹은 사람을 찾아내기

활동1 �사라진�친구��찾습니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프랑스 사설 탐정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알려 준 후 탐정의 조건(비밀 보

장, 추리능력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준희(역할 내 교사)가 프랑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기. 사설 탐정 역할

을 맡은 학생들은 준희와 사라진 친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준희: 탐정님들께 의뢰하고 싶은 일은 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친구의 이름은 유이치고 일본에서 
왔고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사라졌어요. 
너무 걱정 되요. 혹시라도 끌려간 건 아닌지... 

활동2 ��정들의���아�조사
 학생들은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남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탐정이 되

어 인터뷰 하기. 함께 모여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 계획 짜기 

활동3 ��������친구가�되었을까�� ��사진������
 학생들을 4명씩 4팀으로 나눈 후 2팀은‘준희가 유진이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친구가 되었

을까’를 나머지 2팀은‘둘은 어떤 추억들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정지 장면 만들기

활동4 �사라지����밤
 엄마, 아빠가 유진이에게 준희와 찍은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남한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 진다며 화를 내는 장면을 시범 연극으로 보여주기

활동5 ������진��
 학생들은 한명씩 유진이의 방에 들어가 유진이가 되어 짐을 싸고 나오기 

해설: 유진이의 방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작은 창에는 푸른색 커튼이 걸려있었고 그 아래 낡은 책상이 있
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벽에 있는 낡은 나무 옷장이 전부였어요. 

     짐을 챙기라는 아버지의 무거운 말에 유진이는 삐걱 소리가 나는 자신의 방문을 말없이 열었어요.

활동6 ��정들의�수사
 참여자들은 탐정이 되어 교사의 해설에 따라 유진이 가족의 흔적을 추적하고 수사하기

활동7 ��정들의��지�찾기�
 탐정들은 드디어 유진이네 가족을 찾았지만 유진이의 부모님은 북한 보안원들에게 쫒기고 있

었고 다시는 준희가 자신들을 찾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유진이가“저희 집 구석

전문가의�망토

2인1조�인터뷰

정지장면�만들기

교사�시범�연극

공간에서�살아보기

해설�판토마임

전체�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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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제� Make� a� dream의�실천

프로그램�기획의도 �미래의�통일한국을�꿈꾸기

 학생들의 58.3%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통 이하로 응답하였고 75%의 학

생들은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중립이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꿈이 살아나야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다. 그

러므로 북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연극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통일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미래의 통일 한국을 상상

하고 꿈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기대효과 �꿈꾸기로� ‘통합’� 역량�신장

w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통일 시민의 태도와 통일을 꿈꾸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w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는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진 곳에 편지를 숨겨놨어요. 준희에게 꼭 전해주세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미리 편지를 4조각으로 찢어 숨겨 놓기. 학생들은 탐정이 되어 교실을 수색하며 편지 찾기

활동8 ����의����
 탐정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준희(역할 내 교사)에게 유진이의 편지를 전해주기

활동9 ���의�답장
 학생들은 준희가 되어 유진이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 쓰기

<탐정들의 코리아 조사①> <탐정들의 코리아 조사②> <도움을 받아 친해지는 장면> <도움을 받아 친해지는 장면>

<같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 <노래방에서 노는 장면> <유진이가 보낸 편지> <진지하게 답장 쓰는 모습>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고,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유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w “분단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유진이를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다.” 

활동결과

w 분단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이 나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w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서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

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5에서 유진이의 방을 4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학생들을 4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학생들이 유진이가 되어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극적 몰입을 위해 절대 소리를 내

지 않도록 하고 진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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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번째�Make� a� dream� :�함께�더불어�살아가요 통일핵심역량� :�통합

활동목표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활동시기 11월 3주 

관련교과 사회,도덕

역량하위요소 공동체�의식 인본주의적�가치�내면화� 교육연극 연극게임

시간 8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기�게임

 국경을 넘는 과정을 게임을 통해 체험하기. 안대를 한 술래가 신문지 막대를 들고 앞에서 국경

을 지키기. 학생들은 둘씩 짝을 지어 한명은 브로커, 한명은 안대를 쓴 탈북민이 되어 술래 

몰래 국경을 건너가기

활동1 �동���게임
 학생들을 팀으로 나누기 같은 팀은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들이 되어 즐겁게 대화 나

누기 다른 팀에서 사람들이 와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같은 팀끼리만 계속 대화를 나누기

 한 번 더 게임 진행하기 이번에는 다른 팀 사람이 왔을 때 열렬히 환영해주면서 대화 나누기

  - “무관심으로 대하면 힘든데, 반겨주면 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반겨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

다.”,“처음은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환영을 해주었을 때는 우리가 변해야 할 모습 같았다.”

<동창들의 즐거운 대화> <다른팀에서 온 사람 무시> <소외를 느낀 동창회 게임> <환영해주는 동창회 게임>

활동2 ��심���요��사람들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을지 짧은 연극으로 

만들기. 관객들은 장면이 끝났을 때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기

  - “친구들이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었을 때 좀 감동이었다. 울컥했다.”

소그룹�연극�만들기

<왕따를 당하는 북한이탈학생> <비교당하는 어리버리 신입사원> <구박받는 외국인 노동자> <혼자 책을 들고 가는 고아>

마무리 �소��나누기

 현재 우리 나라에는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나중에 통일을 하고 북한에서 살던 친구들이 내려온다면 나는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고 싶다. 처음 와

서 어려운 것도 많을 테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누군가 한명쯤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w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변함없이 찬성이다. 통일이 빨리 되어 평화롭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  

활동결과
w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

적인 생각도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w 학생들이 점점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 TIP

w 활동1. 두 번째 열렬히 환영해주는 동창회 게임을 할 때 평소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을 다

른 팀에 보내는 것이 좋다.

w 활동2.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장면 만들기를 할 때 한 모둠 정도는 꼭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을 선택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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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번째�Make� a� dream� :�시뮬레이션 통일핵심역량� :�통합

활동목표
�남북한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통일 이후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활동시기  11월 4주

역량하위요소 협력적�문제�해결�능력
다양성과�통일성의�

조화�인식 관련교과 도덕,창체

소재

제목
시뮬레이션 

통일 D-1000

글 황하영, 김동하

 2030년에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교육 분야에서 진행

될 통일 시뮬레이션을 모티프

로 한 이야기

 다른 체제, 다른 문화 아래에서 

살던 남북 학생들이 교육 시뮬

레이션을 하는 상황을 소재로 

하여 수업을 구상함

교육연극 과정드라마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도입 �����친구��친해���나만의����퀴즈

 ‘새학기에 친구와 친해지는 나만의 방법’을 1인 상황극으로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이 맞추기

활동1 �시뮬레이션��제안합니다
 교사가 박사 역할로 등장하고 학생들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되어 회의하기

활동2 ����학생�����학생의�강점은?
 북한 학생 2팀, 남한 학생 2팀으로 나누기. 모둠원들과 함께 모여 전지에 남북한 학생을 그리

고 인물의 특징들을 적기. 남,북한 학생의 강점, 잘하는 점도 함께 적은 후 발표하기

활동3 ���이�생기다
 다른 체제 다른 문화 속에서 년 정도 떨어져 살았던 남북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한 교실에 같

이 있게 되었어요 남북한 학생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 짧은 연극을 만들어 발표하기

활동4 �������은�����친구
 학생들은 인 조가 되어 한명은 남한 학생, 다른 한명은 북한 학생이 되기.‘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방법’종이를 하나씩 뽑은 후 그 방법을 적용해서 앞에 있는 친구와 친해지기   

활동5 �����모두�특별해
 남북한 학생들은 모두 각자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강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

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장면을 만들어서 발표해 볼게요

활동6 ���다시�만나자
 남북한 학생들은 작별 인사를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 나누고 학생들의 의견대로 연극 마무리하기 

역할�내�교사

소그룹�연극�만들기

2인� 1조�대화

소그룹�연극�만들기

세레모니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북한친구와 2인1조 대화> <북한친구와 친해지는 미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 아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많이 도와줄 것이다.”

w “북한 아이들도 강점이 있고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활동결과
w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 학생들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해졌고 이제 길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활동 TIP
w 활동4에서 북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네다’로 끝나는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기로 약속한다. 활동을 

하기 전 반 전체가 북한 사투리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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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번째�Make� a� dream� :�통일을�위한�노력 통일핵심역량� :�통합

활동목표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통일시민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활동시기 12월 1주 

관련교과 사회,음악

역량하위요소
사회�정의와�사회�통합을�

위한�실천�능력
협력적�문제�해결�능력� � 교육연극 연극게임

시간 8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몸풀기 ������풀기

 원으로 서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왼손 오른손을 누구랑 잡았는지 각각 기억하기 손을 놓고 돌

아다니다가 멈춰서 교사를 중심으로 모이기 아까 왼손 오른손을 잡았던 사람과 다시 손을 

잡기 손을 놓지 않고 꼬인 손을 풀어 처음의 큰 원을 다시 만들기

  - “꼬여있던 손들이 현재 남한과 북한의 감정을 말하는 것 같았다. 꼬인 손들을 푸는 것처럼 남

북한도 서로가 갖고 있는 감정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전과제 �통일을�위한�노력�조사하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사전과제를 제시하여 미리 조사하도록 하기

  - 북한 식량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합동 공연, 남북합작 뽀로로, 남북한 단일팀 등

활동1 �통일을�위한�노력�연극�만들기
 모둠별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 개씩 골라서 상황극 만들기 상황극 안에 장면 원인 통일을 

위한 노력 결과 이 들어가도록 하기

 통일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기

사전�과제�제시

소그룹�연극�만들기

<꼬인 손 풀기 게임①> <꼬인 손 풀기 게임②> <금강산 관광>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남북 평화공연> <남북 합작 뽀로로> <이산가족 상봉>

활동2 �통일�노���사�몸����표현하기

 통일 노래 그날이 오면 함께 부르기 모둠별로 수화 같은 느낌으로 노래 가사를 손짓과 표정

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마지막에 우리 반 공동 작품을 만드는 게 가슴 뭉클하고 정말 멋있었다.”,“노래가 통일을 

원한다는 느낌의 노래여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여러 가슴 아픈 이야기들 같았

다.”,“가사가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사를 동작으로 표현하니 재밌었다.”

마�임

<통일가사 몸으로 표현①> <통일가사 몸으로 표현②> <공동작품 진지하게 감상> <우리반 통일 뮤직비디오>

학생마음 
w “남북이 다시 합쳐지면 좋을 것 같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충분

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통일이 되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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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번째�Make� a� dream� :�통일한국�제1초등학교 통일핵심역량� :�통합

살펴보기

w “나는 사실 처음에는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교육연극을 하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통일과 평화가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

리가 점점 크면서 통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과 아직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다.” 

활동결과

w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

히 깨달았다.

w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

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잠재력있고 진심을 느낄 줄 아는 작은 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 TIP
w 꼬인 손 풀기를 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24명을 반으로 나눠서 한 그룹

이 꼬인 손 풀기 활동을 하면 다른 그룹은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w 앞 화면에 가사를 띄어주면 학생들이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활동목표
�통일 후 남북한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고 통일을 기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활동시기 12월 2주

역량하위요소 사회�통합의�중요성�이해
사회�정의와�사회�통합을�

위한�실천�능력� � 관련교과 사회,국어

소재

제목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

글 전성희

 남북 학생들이 분열과 분란을 

딛고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이

야기  

 통일 이후 첫 번째로 설립된 남

북 통합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

게 된 남북한 학생들의 상황을 

소재로 하여 수업을 구상함

교육연극 과정드라마

시간 120분

활동내용

및 

학생반응

활동1 �통일�세레모니

 오늘은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연극을 같이 할 거예요.   

 교사의 해설에 따라 가위를 가지고 휴전선을 자르기. 학생들은 남북한 사람들이 되어 서로 안

아주면서 “반가워요.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이야기하기

활동2 � ‘통일한국�제1초등학교’의�교���교��정하기

 교사는 통일 한국 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되어 교훈과 교가 정하기

<휴전선 절단식> <통일된 후 서로 안아주는 모습>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교가> <‘통일한국 제1초등학교’ 교훈>

활동3 ��등��혼란

 통일한국 제 초등학교 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 스틸 이미지로 표현하기 

활동4 �����해지기�위한����회의
 학생들은 통일한국 제 초등학교 의 교사가 되어 같은 반이 된 남북한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회의 하기

활동5 ������������한�학생들
 모둠별로 나누어져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기 나머지 

사람들은 학생들이 되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스틸�이미지

회�의

전체�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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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진행 모습> <남북한 학생 2인3각 경기> <북한말 퀴즈대회 진행> <평양냉면 맛집 탐방>

활동6 �����������갈까

 학생들은 북한 중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활동7 ���������전시회
 수학여행에서 어떤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었는지 모둠별로 스틸 이미지를 개씩 만들기

스틸�이미지

<다리 별 우정사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장풍을 날리는 사진> <손가락 별 우정사진>

활동8 �����������한국

 내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종이 한 장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통일이 되면 한 배를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함께 노를 잘 저어서 갔으면 좋겠다.”

<미완성 별- 통일을 해서 

점점 맞춰나가면 좋겠다>

<다시는 분단되지 않고 

길게 갔으면 좋겠다>

<하트-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후속활동1 ���������������발표하기
통일의 좋은 점을 모둠별로 조사한 후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후속활동2 ������한����활동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의 시기에 관해 토론 진행하기 

<통일의 좋은점 발표 준비> <통일의 좋은점 발표 준비> <통일에 대한 선풍기 토론> <통일에 대한 찬반 토론>

학생마음 

살펴보기

w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 백두산에도 올라가보고 싶다. 통일이 되면 아마 가볼 수 있을 것이

다. 북한 친구들도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면 아마 좋아할 것이다.” 

w “이번 수업에서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솔직히 나는 통일을 반대했었는데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활동결과
w 학생들은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통일 이후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얼마든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w 미래의 통일 한국을 상상해보면서 통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 TIP
w 활동5. 친구가 되어가는 남북한 학생들에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이 

준비한 사항을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준비물 

등을 교사가 미리 준비하고 학생들이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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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마음(MAUM)이�움직이고�성장하다.
1 �학생�사후�통일�역량�검증�결과�및�시사점

 MAUM(마음) 프로그램은 교육연극을 활용한 통일수업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변화 모습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실험반에 대한 ‘사후설문’을 통하여 양적조사를 실시하되, 같은 학년 다른 학급을 

비교반으로 설정하여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비교·분석하였다. 

통일 

역량

역량 

하위 요소
사후설문문항

응답결과
실험반 사전설문(N=24) 실험반 사후설문(N=24) 비교반 사후설문(N=24)

그렇다 보통 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화해 

역량

비판적 문제 

인식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7 11 6 18 6 0 8 8 8

용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다.

14 10 0 22 2 0 5 13 6

상호 존중

사람들은 모두 같지 않고 다양함

을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12 12 0 19 5 0 10 11 3

평화 

역량

통일평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8 3 18 6 0 10 10 4

평화

감수성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8 13 3 15 9 0 7 15 2

화해 

역량

공감
북한과 북한 주민의 현재 생활 상

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4 10 10 18 6 0 3 11 10

회복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9 11 4 17 7 0 7 13 4

통합 

역량

공동체 의식 나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다. 3 16 5 14 10 0 3 14 7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같이 

잘 지낼 것이다.
11 11 2 18 6 0 8 12 4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6 14 4 10 14 0 5 12 7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이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

다 더 발전할 것이다.
10 11 3 16 7 1 8 11 5

[학생 설문조사결과 시사점]

w 북한과 북한 주민의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75%이며 실험반
의 3월 사전조사와 비교해보면 58.3%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의 다양한 
연극적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아는 만큼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
게 되었다. 이것은 비교반 학생의 12.5%만이 북한 주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 더욱더 유의미하다. 

w 프로그램 이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0.8% 증가했고,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응답한 학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5.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w 본 프로그램으로 통일핵심역량인 화해, 평화, 통합 역량이 전반적으로 모두 신장되었다. 이것
은 보통의 통일수업을 받은 비교반의 설문결과를 보면 더욱더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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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학생의�생각의�변화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감문 작성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3 �학생�통일�역량�결과�분석
 학생 설문 조사 및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의 통일 역량 결과를 분석하였다.

순 이름 마음 프로그램 참여 소감 내가 꿈꾸는 통일이란?
1 권○○ 처음에는 통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 프로그램 후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음. 통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더 공부해야겠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2 김○○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었고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서 뿌듯했음. 통일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많아졌고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도 생겼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사이좋게 노를 잘 저으며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3 노○○ 얼마가 걸린다 해도 통일하는 거 하나는 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한국인으로
서 역사적인 통일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함.

내가 꿈꾸는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점점 맞춰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4 박○○ 북한의 말,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사용하는 언
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음.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
는 것이다.

5 백○○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깊게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음 프
로그램 후 통일과 북한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음. 앞으로
도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다시는 분단되지 않는 것
이다. 다시는 전 세계 중에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6 안○○
교과서로 하는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었음. 연극이긴 했지만 휴전선을 자르는 영
광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음. 처음에는 통일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
지만, 마음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이 좀 바뀌었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조
금 있을 수 있지만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
하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7 오○○ 북한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좋았음. 마음 프로그램은 배울게 많
으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
이 생기는 것이다.

8 윤○○ 마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참 많았음. 원래 통일을 해야 한다
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남과 북이 차근차근 문제
를 해결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9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몰랐는데 마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
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지 않는 것이다.

10 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음. 처음에는 북한이 너무 
어둡고 딱 군기 잡힌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마음 프로그램 후 우리나라 사람들과 거의 다
른 게 없다고 생각했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전에는 서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더라도 통일 후에는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1 조○○ 통일과 북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음. 이렇게 활동이 많고 퀴즈 등의 몸을 
쓰는 교육연극을 더 많이 했으면 정말 좋겠음.

내가 꿈꾸는 통일은 북한과 남한이 똘똘 뭉쳐
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12 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긴 것 같음. 북한과 남한이 달라도 하나가 되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통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음.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내가 꿈꾸는 통일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마음(MAUM)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화통일수업에 대한 학생 소감문>

통일 

역량

역량 

하위 요소
학생 통일 역량 결과 분석

화해 

역량

비판적 문제 

인식

w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단문제, 통일 및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분단으로 인

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비판적 문제 인식 역량

이 신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서
w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상호 존중
w 오랜 분단 기간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한

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평화 

역량

통일평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w 더 넓은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게 된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응답

한 학생들이 늘어났다. 유의미한 점은 사전 조사에서는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어서, 통일의 좋은 

점을 알게 되어서 등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평화

감수성

w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실 내에서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구들과 다툼

이 있을 때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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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사후�설문조사�결과�및�소감�
영역 사후설문문항

응답결과(N=15)
통일교육인식 결과분석 

그렇다 보통 아니다

북한인식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6 7 2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와 북한을 협력

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 북한은 우리와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9 4 2

통일교육 

인식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3 2 학교 통일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비율이 53.3% 높아짐.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2 3 0

통일 

필요성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4 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이 26.7% 많아짐.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다. 6 6 3

학부모 소감

w 연극과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게 통일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우치지 않으시고 아이 스스로 통일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w 저는 반공교육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했던 통일 연극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
다.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북한과 통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w 아이 덕분에 통일에 대해서 가족간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저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w 아이가 북한말과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관련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습니다.

5 �교원학습공동체�소감�

화해 

역량

공감
w 북한과 북한 주민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북

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회복
w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통일에 

대해 기대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통합 

역량

공동체 의식
w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북한 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

외된 사람들을 모두 존중해야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w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북한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실천 능력

w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통일을 위해 작은 노력이

라도 해야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사회 통합의 

중요성 이해

w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자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순 이름 소속 프로그램 소감

1 원○○ 구룡초 교사
마음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삭막하고 딱딱한 감정에서 통일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이끌어내

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감동했고 나도 이렇게 통일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 오○○ 영문초 교사
마음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해 통일 교육을 한다는 것이 놀

라웠고 내가 그동안 통일교육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3 권○○ 수락초 교사
통일교육은 영상을 주로 활용했고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다. 마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통일

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한다. 나도 교실에서 마음 프로그램을 꼭 도전해봐야겠다.

4 이○○ 경인초 교사
통일교육을 할 때 손익을 따지는 학생들에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나 설득을 

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상당했다. 하지만 마음 프로그램은 억지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학

생들이 거부감 없이 통일문제에 다가가게 만드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인상깊었다. 

5 김  ○
사다리연극

놀이연구소

통일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마음 프로그램은 연극을 활용하여 역할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통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연극 속에서 살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점이 좋았다. 

6 홍○○ 문화예술강사
나도 통일을 멀게만 느끼고 많이 생각해보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사고

를 편견 없이 만들어주고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뜻깊은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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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마음(MAUM)을�정리하다.
1 �결론

프로그램 통일역량 프로그램 결과

Meet

[만나기]
화해역량

w 북한과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w 서로를 용서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

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Awake

[깨닫기]
평화역량

w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w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Understand

[이해하기]
화해역량

w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며 공감하게 되

었다.

w 서로 다름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Make a 

dream

[꿈꾸기]

통합역량

w 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

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w 북한과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w 미래의 통일 한국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교육연극을 활용한 통일 수업 후 공연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통일 수

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통일 연극을 만들어 학부모님과 다른 학생들을 

초청해 공연한다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지

식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과 학

부모들도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통일을 위해 함께 노

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마음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코

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zoom 등을 활용하여 마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

을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기계에 익숙한 Net 세대이기 때문에 

zoom이라는 비대면 교실에서도 교사의 나래이션과 배경 음악, 사진 등을 활용해 통일 교육 

연극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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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연구를�끝내며
 “선생님, 통일을 굳이 왜 해야 해요? 그냥 지금이 편한데...”학생들과 통일에 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현재 분단된 휴전 상황을 오히려 평화롭게 느끼며 통일에 반대하는 학생

들이 꽤 많았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마음으로 느꼈

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사실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연극 수업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학생들

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 교육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을 더 어렵게 했다. 하지만 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 학

생들의 이해가 깊어졌고, 학생들이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으며 북한과 통일에 

대해 점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이 통일된 우리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며 연구자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가 걸린다 해도 통일

하는 거 하나는 보고 죽고 싶다.”우리반 남학생의 소감이었다. 이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

들은 본 연구로 실질적인 통일 역량이 성장하였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 실

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마음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입식 통일 교육의 방식에서 벗어나 몸으로 체험하며 통일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정서적 통일 수업의 가능성을 발견하

게 해주었다. 본 연구자는 교육연극을 활용한 정서적인 통일교육 연구를 앞으로 보다 일반

화하여 적용, 발전시킬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동료 교사와의 협업 및 교사 연수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실

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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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KOR
KOREA

AN
CAN

DO
DO

 프로그램으로 평화통일역량(상ㆍ평ㆍ통ㆍ보) 기르기

연구의 필요성1

 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블랜디드 러닝 통일교육 필요성 부각 ▶온라인 통일교육의 필요성
 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지역적 특성 ▶지역적 통일교육 저변 부족
 다. 통일교육자료의 구조화와 새로운 활용방안 필요성 인식 ▶통일교육 자료의 구조화 필요
 라. 언택트 교육에 어울리는 신박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필요▶새로운 프로그램 구안

연구의 목적2

 가.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효율적인 언택트 통일교육의 방법을 구안ㆍ적용하고,
 나. 통일교육 자료를 유목화하고, 새롭게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지역적 공유를 극대화하며,
 다.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의 내용3

KOREA KOR 정체성교육 민족동질성 회복(역사교육)

CAN
(C) 사이버교육 온라인 상.평.통.보.
A 상호존중교육 다름과 존중의 교육 실천
N 평화감수성교육 평화의 공존과 중요성 실천

DO D 통일역량교육 통일을 위한 역량 함양 
O 보편적가치교육 통일한국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 실천

평화통일 실현의지 함양
통일한국의 주인의식 제고
민주시민의식 고양

연구의 특징4

 가. 블렌디드 러닝의 효율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상호보완 교육 
 나. 다양한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온라인 통일교육학급(울산e학습터), Livetalk(토의토론), 

구글설문지(통일교육 방탈출게임 및 설문), 구글지도(실시간 자료 공유)
 다. 평화통일역량의 모듈화 및 활용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라.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 노력: QR코드를 통해 활동 동영상, 사진 최대한 공유
 마. 학생중심의 체험 및 활동: 엔트리, 오조봇, 로보티스, 페이퍼토이 등의 수업 진행

연구의 결과5

 가. 역사교육을 통해 하나의 민족임을 인식하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배움(KOR)
 나.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배움으로써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됨(C)
 다. 분단에 따른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앎(A-상)
 라. 분단, 갈등, 폭력 없는 평화적 요소(배려, 공존, 공감 등)의 중요성 인식(N-평)
 마.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통일의 주인공 준비(D-통)
 바. 통일한국에서 꼭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됨(O-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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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KORANDO)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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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NDO 프로그램 시작하기Ⅰ

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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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에 따라 블랜디드 러닝 통일교육 필요성 부각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지역적 특성

통일교육자료의 유목화와 새로운 활용방안 필요성 인식

언택트 교육에 어울리는 신박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지역적
필요성

교육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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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KORANDO ( ) ’ 5
.

.  ㆍ ,

. , ,

.  .

3 용어의 정의

    KOR: 빨강(태극의 빨강-남한)

    AN: 파랑(태극의 파랑-북한)

    DO: 보라(빨강+파랑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색-통일한국)

가. KORANDO 프로그램

                                                                                                           *표는 네이버 어학사전 정의

나. 평화통일역량(상.평.통.보) 
             (평화) 한반도 통일의 우선 가치1)

             (통일)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상평통보 의미 (常平通寶): 
Mutual 
respect 

Accepting differences
( , , )

Peace 
sensibility 

New peace sensibility
( : , , 

: , , , )
Capacity for 
unification 

Developing capability
( , , , )

Universal 
value 

Opportunity for a future
( - , , )

 

1) 통일교육원(2018): 평화ㆍ통일교육-방향과 관점

KORANDO: KOREA CAN DO! ‘KOREA는 (평화통일) 할 수 있다.’는 의미

KOR KOREA , 
(C) (C)yber unification Education

( ) . . .

A Accepting differences
( )  *

N New peace sensibility
( )

 
*

D Developing capability
( )

O Opportunity for a futur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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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KORANDO) 프로그램으로

- 3 -

4 연구의 특징

학생중심의 체험 및 활동
, , 

, 

프로그램 공유 및 확산 노력
QR URL

다양한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e , Livetalk,

( ), 
(

)

블랜디드 러닝의 효율화

 

평화통일역량의 모듈화
지속가능 프로그램

연구의 
주요 특징

5 이론적 배경

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통일부 통일정책)

  1) : 
  2) : , , 
    ◾ : 
    ◾ : 
    ◾ : 
  3) (3 ): - -
    ◾ : ㆍ ㆍ

    ◾ : , ㆍ ㆍ  
(2 , 2 )

    ◾ : -
- - (1 1 )

  4) : ㆍ ㆍ

나. 평화ㆍ통일교육의 중점방향2) 

   ㆍ 15 .
  1) .
  2) .
  3) .
  4) .
  5) .
  6) 

.

2) 통일교육원(2018): 평화ㆍ통일교육-방향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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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ㆍ ㆍ .
  9) .
  10) .
  11) .
  12) ㆍ ㆍ

.
  13) .
  14) .
  15) .

6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2018
ㆍ :  

2019

GIGA( ) 5G

2019

, 
, 

2018
JSA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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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KORANDO)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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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NDO 프로그램 준비하기Ⅱ

1 SWOT분석

◾ , 
  
◾
◾ , SW
  

◾
  
◾
◾   
  

◾
◾    
  
◾

◾ , , 
◾
  
◾

KORANDO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분석

▪ , 
( , , )

▪ ( ) 
▪ SW
 

시사점

2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실태분석

가. 학생실태분석 및 시사점                          N=23

 

 

□1  , 
. 7 15 1 ◾ ( 95%)

 ▸
◾

( 69%)
 ▸
◾ ‘ ’(65%)
 ▸

□2  , , 
. 6 10 7

□3  , 
 . 5 15 3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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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설문 분석]
◾< > [

(32%), (24%), (18%)] 
 ▸
◾< >

[ (42%), (24%), 
(12%)] 

 ▸

◾< >
[ (32%), (24%), 

(20%)] 
 ▸

□1  
. 3 9 11

◾ , 
 ▸
◾ (100%)
◾

( 91%)
 ▸

□2  
. 15 8 0

□3  
. 2 13 8

□4  
. 1 12 10

□1  
. 13 10 0 ◾ : 

( 100%)
 ▸
◾

( 91%)
 ▸

□2  
. 13 8 2

□3  
. 2 20 1

□4  
.

 

□1  
. 5 10 8

◾ : 78% 

 ▸

◾ : 
82%

 ▸

◾
: 70%

 ▸

□2  
. 10 9 4

□3  
. 8 9 7

□4  
.

[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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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실태 및 시사점                            N=14

[ ]
◾< > [

(42%), (20%), (18%)] 
 ▸
◾< >

 < (33%), 
 (14%), (12%)] 

 ▸
◾< >

[ (42%), (18%), 
(10%), (8%)] 

 ▸
[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 활용 ]

다. 지역사회 실태 분석 및 시사점

 

□1  , 
. 6 6 2 ◾ , 

: 85%
 ▸□2 ‘ ’ (

)

□1  
. 7 6 1 ◾ : 

92%
 ▸□2  

. 8 4 2

□1  
. 8 4 2 ◾  

: 86%
 ▸□2   

.

 

□1  
. 5 7 2 ◾ : 

64%
 ▸  □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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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NDO 프로그램 계획하기Ⅲ

1 연구 대상 및 기간

  . : 5 1 23 ( 13 , 10 )
  . : 2020. 3.~2020. 10.

2 연구 과제 설정

3 연구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5학년 1,2학기

평화
통일
역량

교과
(학기) 단원 학습내용 차시 쪽

관련
활동

(등교+원격수업)

(5-1)
1. 국토와
우리 생활

우리 국토의 위치 알아보기 2/24 10~12

우리나라의 영역 알아보기 3/24 13~15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위치 알아보기 5/24 22~25 -  
우리나라의 지형 살펴보기 8/24 26~28

( )
(5-1)

2. 신명 나는 
탈춤 여러 지역의 탈춤 알아보고 탈춤 추기 1/1 46

( )
(5-1)

3-1 나의 안
전한 생활문화 건강한 간식 만들기 3~4/7 50~59

(5-1)

7. 기행문을 
써요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 230~231

8. 아는 것과 
알게 된 것 새말 사전 만들기 8~9/9 264~269

(5-1) 폭력, 차별, 분단 분단의 역사 알기 3/10
ㆍ

DMZ
DMZ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4/10

KOREA KOR

CAN
(C) . . . . 
A
N

DO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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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통일교육 준비사항

◾ (2020. 1. )
◾ , ( , 2020. 8. 4.~8. 26. 15 )
◾ (2020)
◾2020 
◾ ( , 2019. 7. 24.~
  8. 13. 30 )
◾ : 5
 - (2020.5~2020.9.) 
◾ -2020 (2 )
◾ -
 - 9. 14. 10. 26.

( 5 )
◾ 19 2 ( , 

)

(5-2)
5. 갈등을 해결
하는 지혜

갈등의 의미 알기,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중요성 알기

21/32 96~101 /

(5-2)
6. 토의의
절차와 방법

알맞은 주제를 정해 의견 나누기 8~9/9 206~211

(5-1) 책임감, 다양성 독일의 통일 과정 알아보기 5~6/10 ㆍ

(5-2)
4. 효율적인 
수송 수단

수송 수단 만들기 5~9/9 84~89

(5-2)

2. 사회의 새
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 
알아보기

12/23 117~119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16/23 129~132

8‧15 광복의 과정 알아보기 17/23 133~136

(5-1)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사회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2/21 90~93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6/21 105~107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7/21 108~110

(5-2)

6. 인권을 존
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인권의 의미와 인권존중의 중요성 
파악하기

1/4 114~115

세계인권선언 알아보기 2/4 115~119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살펴보기 3/4 128~129
세계 사람들의 인권 생각해 보기 4/4 130~131

(5-2) 자유, 평등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 알기 7~8/10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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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NDO 프로그램 실천하기Ⅳ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EA 한민족 역사, 
정체성

역사(5-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10차시)

고조선(2), 삼국시대(2)
고려(2), 조선(2), 

남북분단(2)

(C)yber 
unification 
Education

상. 평. 통. 보
통통평화학교 초등용  

동영상(73개) 자료▶온라인 
교육

울산e학습터 연계 원격
수업: 언택트 통일수업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

●ccepting 
differences

상호존중
(관계형성, 
차이인정)

A-1 통일교육 환경조성 KORANDO 갤러리

A-2 북한말 이해하기 구글 설문지: 방탈출게임

A-3 남북한 여행지도 만들기 구글 여행지도 만들기

A-4 북한 친구에게
비밀 편지쓰기 ‘베짜기’ 종이접기

●ew peace 
sensibility

평화감수성
(비평화적요소-
폭력, 차별, 분단
평화적요소-배려, 
공존, 공감 등)

N-1 분단에서 평화로, DMZ DMZ 알아보기
DMZ 수학여행 계획세우기

N-2 평화 메시지 보내기 평화의 벽 

N-3 미래 평화마을 꾸미기 페이퍼토이
로보티스(로봇만들기)

N-4 토의, 토론 활동 온/오프라인 토의토론

●eveloping 
capability

통일역량
(책임감, 다양성, 

나라사랑, 
창의성)

D-1 통일 캘리그라피 입체적 캘리그라피 활동

D-2 코딩프로그램 엔트리 만들기

D-3 코딩로봇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
기차여행

D-4 독립군체험학습 SW수업

●pportunity 
for a future

보편적가치-미래
지향

(자유, 평등, 
인권, 인간의 
존엄성 등)

O-1 남북평화 이러면 
실현되지 않는다

역브레인스토밍
멀티보팅(multivoting)

O-2 통일한국-미래직업 미래직업우산만들기

O-3 픽셀아트 통일 동영상 비즈픽토그램

O-4 일일평화선생님 학생발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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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프로젝트 실천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KOREA 한민족 역사, 정체성
역사(5-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10차시)

고조선(2), 삼국시대(2)
고려(2), 조선(2)

남북분단(2)

  . 
, ,  

, , . 
. 

KOREA , 
.

가. KOREA 프로젝트 둘러보기  

차시
단원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학습기법

평화통일역량 비고

1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고조선의 건
국과 발전과
정 알아보기)

[6사03-01] 고조선의 등장과 관련
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김유신과 
김춘추, 대조영 등)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구글지도
(고조선의 유물
지도 만들기)

PMI기법
(P:알게된 점
M: 부족한 점

I: 더 알고 싶은 점)

고조선

2

3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
전 과정 알
아보기)

[6사03-01] 고조선의 등장과 관련
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김유신과 
김춘추, 대조영 등)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역할극
(주요인물 역할극)

PMI기법
(P:알게된 점
M: 부족한 점

I: 더 알고 싶은 점)

통일
신라

4

5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고려의 건
국과 후삼국 
통일 알아보기)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 서희, 강
감찬 등)의 업적을 통해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 과정을 탐색한다.

구글설문
(왕건, 궁예, 
견훤 가상 
면담하기)
PMI기법

고려
시대

6

7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조선의 건국 
과정 알아보기)

[6사03-05] 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성계, 세종 
대왕, 신사임당 등)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
전상을 탐색한다.

멀티보팅
(multivoting)

PMI기법

조선
시대

8

9
2.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
의 우리
(한반도 분단의 
과정 알아보기)

[6사04-0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역브레인스
토밍

랜덤워드
(random 

word)
PMI기법

남북
분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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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시별 수업 지도안

5-1 23 1-1. (10~13 )
[6 03-01] , 
( , , , ) .

KOREA
1~2 , PMI

ü ü ü ü ü

( )
- (◽) 

(※)

(5 )

(65 )

(10 )

▣ : ( , )
 - ( - )
 - 

https://www.yout
ube.com/watch?v
=dajNcGW2w7s 

( )
▣ 
   

※ 

▣ 

   

  < 1> 
   < 2> 
   < 3> 

※ 

▣ [ 1] 
 ▪ 
 ▪ 
   - 
   - 

◽

※ 
 

▣ [ 2] 
 ▪ 
 ▪ 8 ( , )
   - 3
 ▪ 
   - , ( ), 

◽ , 
 

( )
https://www.goog
le.com/maps/d/ed
it?mid=1n0BZVtk
4e0HBzL4U5rQih
nkbbnr0BO9o&u
sp=sharing

▣ [ 3] . . .

   

 ▸ : 

 ▸  

▣ 
 - ◽PMI

<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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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3 1-2. (34~37 )
[6 03-03] ( , , )

.
KOREA

5~6 , PMI

ü ü ü ü ü ü

( )
- (◽) 

(※)

(10 )

(60 )

(10 )

▣ : ( )
 - , 

https://www.yout
ube.com/watch?v
=fNEjJ9o7y_o

( )
▣ 
   

※ 

▣ 

   

  < 1> 
   < 2> 
   < 3> 

※ 

▣ [ 1] 
 ▪ 
   - 
   - 
   - , 

◽

https://www.yout
ube.com/watch?v
=mWMk4_ATNi8
( : , 

, )
▣ [ 2] 
 ▪ 
   - (918 )
 ▪ (936 )
   - (935 ), (936 ) 
 ▪ KOREA
   - ▸COREA▸KOREA

◽
, , 

- 
-

▣ [ 3] 

   

 ▸
   - , KOREA 
 ▸
   - , ,  

▣ 
 - ◽PMI

KOREA

3~4 7~8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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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N 프로그램 실천

가. (C)yber unification Education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C)yber 

unification 
Education

상. 평, 통, 보
통통평화학교 초등용  

동영상(73개) 자료▶온라인 교육

울산e학습터 연계 원격
수업: 언택트 통일수업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

  

영역 순 제목 주요 역량 관련활동
1 A-2
2
3 ! ! 
4 A-2
5
6 , 
7 tvN“ ” ( )

A-28 tvN“ ” ( )
9 tvN“ ” ( )
10 , 
11 ( )‘ ’ 
12 ( )‘ ’ 
13

A-314
15
16 N-4
1 -
2 - N-2
3 ‘ ’ -
4 - N-1
5 “ .” -

6
!  

! - , O-4

7 !(4.19 ) - , 
8 4.19 60 ! - , N-4
9 ( )‘ ’ -
10 ( )‘ ’ -
11 - N-3
12 , -
13 -
14 -
15 - N-1

▸ - - / - (73)
▸ . . .  ( e )
▸ (16), (17), (15), (18) 66

( , ) , 
▸ 4 - -

( )
▸ : 72 , : 70 , : 950

https://m.site.na
ver.com/qrcode/
view.nhn?v=0FJ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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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6.25 70 ( ) - , N-1
1 32 2 O-4
2 32 1 O-4
3 -
4 N-2
5 ( )‘ ’ 
6 ( )‘ ’ 
7 ( )‘ ’ 
8 ( )‘ ’ ! ! A-2
9
10 O-4
11 D-3
12
13
14
15
1 ‘ ’
2
3 O-2
4 - O-4
5 ! : 
6 , 
7 ( )‘ ’ , 
8 N-2
9 , , 
10 , , N-3
11 A-2
12 , 
13 , 
14 -
15 ( )‘ ’ 
16 , N-2
17
18 , N-4

울산e학습터 상평통보학급 강좌명 강좌내용 1 강좌내용 2

심◯◯ 2020.09.24.
북한어와 우리나라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빨
리 통일이 되어 북한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김◯◯ 2020.08.31.
북한의 강이 뭐가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 통
일이 되어서 기차를 타고 한
국에서 유럽까기 기차여행을 
하고 싶다.

게시판 운영 형태 게시판 과제 학생 게시판 작성내용1 학생 게시판 작성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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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cepting differences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Accepting 
differences

상호존중
(이해, 존중, 인정)

A-1 통일교육 환경조성 KORANDO 갤러리
A-2 북한말 이해하기 구글 설문지: 방탈출게임
A-3 남북한 여행지도 만들기 구글 여행지도 만들기

A-4 북한 친구에게
비밀 편지쓰기 ‘베짜기’ 종이접기

A (Accepting differences) 
핵심평화

통일역량
이해, 존중, 인정

활동주제 KORANDO 갤러리를 통해 통일교육 환경 조성하기
6월 3주

관련교과(창체)

활동목표
«

« / 통일교육

활동내용

A-1 KORANDO 갤러리를 활용한 통일교육 환경 조성하기 
 

 - : ( . . . ), 
 - KORANDO : ( )

 : 
 e : 5-1 . . .
 : 

활동모습

주인공 선서식 학급특색교육 설정

KORANDO 갤러리(교실) 울산e학습터 학급

활동결과
v

v /
공유

자료

https://m.site.nave
r.com/qrcode/view
.nhn?v=0FFUE

활동 TIP

 
 
 

  
. . 70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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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pting differences) 
핵심평화

통일역량
이해, 존중, 인정

활동주제 북한말 이해하기
7월 4주

관련교과(국어,5-1)

활동목표
«

«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활동내용

A-2 북한말 이해하기
 
 e - tvN“ ” 

(3 )
 : BTS, X1, 
 ‘KORANDO- ( )’

   [https://forms.gle/7N6CZi4qBfJFc4XP9]

활동모습

노랫말 바꿔부르기 방탈출 게임 화면

울산e학습터 방탈출-실제 문제

활동결과

v , 

v

공유

자료

https://forms.gle/7N6CZi4qBfJFc4X
P9( )
cls2.edunet.net/bbsBoard/boardVie
w.do?bbs_innb=584800&bbsctt_inn
b=5276012( e )

활동 TIP
 

   [https://www.youtube.com/watch?v=G-3edH_8UwQ]

A (Accepting differences) 
핵심평화

통일역량
이해, 존중, 이해

활동주제 남북한 여행 지도 만들기
7월 3주

관련교과(국어, 5-1)

활동목표
«
«

7. 기행문을 써요

활동내용

A-3 북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여행지
 
 , , 
 

A-3 통일 후 가보고 싶은 북한 여행지 알아보기
 PC
 
 

활동모습

여행지 표시 가고싶은 여행지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 여행지 지도 표시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www.google.co.kr/maps/@35
.8373315,127.606832,582064m/data
=!3m1!1e3!4m2!6m1!1s1v63UAYQsT
6zLKL-_1rcIM_FLXzlz00uL
( )

활동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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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pting differences) 
핵심평화

통일역량
이해, 존중, 이해

활동주제 통일 후 만날 북한 친구에게 비밀편지 쓰기
8월 2주

관련교과(국어, 5-1)

활동목표
«
«

10. 주인공이 되어

활동내용

A-4 통일 후 만날 북한 친구에게 비밀편지 쓰기
 https://www.youtube.com/watch?v=5ZdbeRmUGPU  

 8 , 16 , 32
 
 , 
 , 
 

활동모습

비밀편지 만들기 비밀편지 펼친 모습

비밀편지 접은 모습 비밀편지 전시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G0p

활동 TIP

 
 8
 
 , 

다. New peace sensibility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New peace 
sensibility

평화감수성
(비평화적요소-폭력, 

차별, 분단, 전쟁
평화적요소-배려, 

공존, 공감)

N-1 분단에서 평화로, DMZ DMZ 알아보기
DMZ 수학여행 계획세우기

N-2 평화 메시지 보내기 평화의 벽 

N-3 미래 평화마을 꾸미기 페이퍼토이
로보티스(로봇만들기)

N-4 토의, 토론 활동 온/오프라인 토의토론

 ‘ ’
. 

, 
. (DMZ)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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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ew peace sensi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분단, 공존

활동주제 평화의 상징 DMZ 설계하기
6월 4주

관련교과(계기교육)

활동목표
« (DMZ) 
« DMZ 6.25 계기교육

활동내용

N-1 새롭게 태어나는 DMZ 설계하기
 DMZ ( , )
 (DMZ) : , , 

, 

 DMZ : 
 - 6.25 
 - 

활동모습

활동결과
v (DMZ)
v

공유
자료

「 」
( , 2010) 

활동 TIP

 https://www.youtube.com/watch?v=eTFij49qBac ( )  
   

 , 

N (New peace sensi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공존, 배려, 공감

활동주제 평화메시지 보내기
10월 1주

관려교과(도덕)

활동목표
« ( , , , ) 
« ( , , ) 

5.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활동내용

N-2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평화ㆍ비평화적 요소 이해하기

 ( , , , )
 -
 ( , , , , )
 ( , )

활동모습

비평화적 요소 반대 메시지 평화적 메시지 표현하기

평화의 벽 전시하기 평화적 메시지 그림(공존)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G5w

활동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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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ew peace sensi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차별, 분단, 공존, 공감

활동주제 미래 평화마을 만들기
10월 2주

관련교과(미술)

활동목표 « ( , , ) 12. 단단한 건축 이야기

활동내용

N-3 페이퍼토이와 로보티스(로봇)을 활용하여 미래 평화마을 만들기
 ▸
 
 
 

활동모습

마을 상상하여 그리기 미래 평화마을 조성하기1

로봇작품 만들기 미래 평화마을 조성하기2

활동결과

v ,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JOp

활동 TIP

 - -

 , , 

N (New peace sensi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평화, 공존, 분단, 공감

활동주제 남북통일 관련 온오프 토의토론
9월 4주, 10월 2주

관련교과(국어)

활동목표
«
« /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활동내용

N-4 남북통일 관련 온오프 토의토론하기
 

 - ( )  - 
 -    - 

 ‘ VS. ’

활동모습

통일나무 베스트 찬성의견

울산e학습터 토론방 개인별 의견 제시

활동결과

v
,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e
r.com/qrcode/view
.nhn?v=0FGaB

활동 TIP

 ‘ ’

  

남북통일 찬성의견 (울산e학습터 토론방)
◯◯: . , .  .

남북통일 반대의견 (울산e학습터 토론방)
◯◯: .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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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 프로그램 실천

가. Developing capability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Developing 
capability

통일역량
(책임감, 다양성, 

나라사랑, 창의성)

D-1 통일 캘리그라피 입체적 캘리그라피 활동

D-2 코딩프로그램 엔트리 만들기

D-3 코딩로봇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
기차여행

D-4 독립군체험학습 네 컷 만화, 빙고게임

  3 D.O. , 
. 

, , . 
SW . 

. 
  ‘ ’

. 
19

, 
.

D(Developing capa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창의성, 나라사랑

활동주제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캘리그라피
7월 2주, 4주

관련교과(창체)

활동목표 « 학급특색교육

활동내용

D-1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평화통일 기원 다양한 활동하기
 
 
 

활동모습

캘리그라피 글쓰기 부채 완성품 모음

부채 만드는 과정 물병 완성품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e
r.com/qrcode/view
.nhn?v=0FFyH

활동 T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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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eloping capa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창의성, 다양성

활동주제 코딩 프로그램 활용 통일 SW만들기
7월 4주~8월 2주

관련교과(창체)

활동목표
«
« SW SW교육

활동내용

D-2 엔트리를 활용한 통일 코딩 프로그램 입문하기
 , 
 
 
 (https://playentry.org/#!/) 5-1
 e

활동모습

엔트리홈피 학급 e학습터 연계

엔트리 학생 작품 엔트리 수업 모습

활동결과
v SW

, 공유

자료

https://m.site.naver.
com/qrcode/view.nh
n?v=0FGfx

활동 TIP
 (https://playentry.org/#!/) 
 

D(Developing capa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창의성, 다양성

활동주제  6월 3주

관련교과(사회, 5-1)

활동목표
 
 1. 국토와 우리 생활

활동내용

D-3 통일한국의 미래 기차여행 계획하기
 
 ( , )
 ( ) 

D-3 코딩로봇을 활용하여 부산-런던 기찻길 만들기 
 ( ) ( )
 ( - )
 -

활동모습

기차여행 계획하기 우리나라 철도연결

주요도시 설명하기 부산-런던 기찻길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m.site.
naver.com/qrcod
e/view.nhn?v=0F
Ght

활동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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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eloping capability)  
핵심평화

통일역량
나라사랑, 창의성

활동주제 독립군 체험활동
7월 2주

관련교과(창체)

활동목표
«
« , 학급특색교육

활동내용

D-4 독립군 체험활동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 갖기
 ( , PPT- )
 
 
 

활동모습

독립군 활동 영상 학생 작품 및 소감

 

네 컷 만화그리기 독립군 관련 빙고놀이

활동결과

v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Gjc

활동 TIP
 ‘ ’

 , 

나. Opportunity for a future

구분 평화통일역량 주요활동 비고(수업방법)

Opportunity 
for a future

보편적가치-미래지향
(자유, 평등, 인권, 

인간존엄성 등)

O-1 남북평화 이러면 
실현되지 않는다

역브레인스토밍
멀티보팅(multivoting)

O-2 통일한국-미래직업 미래직업우산만들기

O-3 픽셀아트 통일 동영상 비즈픽토그램

O-4 일일평화선생님 학생발표수업

  , , , 
. (逆) , 

.
  (

) . 

. 
  

(PPT,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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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pportunity for a future)
핵심평화

통일역량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활동주제 남북평화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신박한 방법
10월 1주

관련교과(국어, 5-2)

활동목표
«
«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활동내용

O-1 역브레인스토밍과 멀티보팅 수업방법으로 남북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 이해하기
 
 ‘ ’
 ▸
 3 ( )▸ 3
 ▸

활동모습

개인 의견 작성 유목화 하기

칠판에 붙이기 정리된 전체의견

활동결과
v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JHg

활동 TIP
 ‘ ?’
 

O (Opportunity for a future)
핵심평화

통일역량
자유, 평등

활동주제 통일한국 미래 직업 알아보기
8월 2주

관련교과(창체)

활동목표 « 진로체험

활동내용

O-2 통일한국에 생길 수 있는 미래 직업 알아보기 활동
 
 
 
 

 ◾ , 
 ◾ 
 ◾ 

활동모습

직업 찾기(개인) 모둠협력하기 2

모둠협력하기1 미래직업우산 완성

활동결과
v  공유

자료

https://m.site.n

aver.com/qrcode/

view.nhn?v=0FGkH

활동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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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pportunity for a future)
핵심평화

통일역량

자유, 평등, 인권, 

인간의 존엄성

활동주제 픽셀아트로 통일동영상 만들기
6월 3주

관련교과(미술)

활동목표
«
«

3. 이미지로 소통하는 
세상

활동내용

O-3 비즈픽토그램을 이용하여 통일동영상 만들기

 
 - : ,  
   , (Picture)+ (Telegram)  

( )
 - : ( )
 - : ( )

 : ▷ ▷
( ) ▷ ▷

 ▷ ▷ 

활동모습
통일 픽토그램(개인) 통일 픽토그램(개인) 픽토그램 완성 비즈 픽토그램(개인)

비즈픽토그램(모둠) 비즈픽토그램(모둠) 비즈픽토그램영상1 비즈픽토그램영상2

활동결과

v
, , 공유

자료

https://m.site.nav
er.com/qrcode/vi
ew.nhn?v=0FGmu

활동 TIP
 ( )- ( )- ( ) 

(4~6 )

(상평)팀 영상 자막 내용 발췌-공유자료 QR코드 영상 참고

(통보)팀 영상 자막 내용 발췌-공유자료 QR코드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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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pportunity for a future) 핵심평화
통일역량

자유, 평등, 주인의식

활동주제 평화통일선생님이 되어 통일교육 하기
7월~10월

관련교과(도덕시간-5분)

활동목표
«
«

일일선생님 되기

활동내용

O-4 일일 평화통일선생님이 되어 통일교육 하기

 ( . . . .) 
 
 

   ( , , PPT, )
 , 

활동모습

남북태권도 차이시범 학생발표(통일한국)

학생발표(6.25.) 학생PPT발표자료

활동결과
v

, 
.

공유

자료

https://m.site.n

aver.com/qrcode/

view.nhn?v=0FGq6

활동 TIP
 

( , , , , ): 1
 5 , 

4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가. 독립군 체험활동

나. 경찰청 평화사랑 공모전 참가

경찰청 평화사랑 공모 

안내문 

경찰청 평화사랑 

접수증
학생 권○○작품 학생 최○○작품

다. 학교통일 체험교육 운영   통일부 통일교육원-2020. 10. 26. (예정)

독립군 체험 PPT 학생 체험 PPT 학습 지도안 학생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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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KORANDO) 프로그램으로

- 27 -

KORANDO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Ⅴ

1 사후 설문조사 결과 

가. 학생 사후 설문조사 결과                           N=23

학생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 3 ‘ ’ (21 ▸49 ) 41% 

, . 
 [ ] 4 ‘ ’ (21 ▸57 ) 39% 

. .
 [ ] 3 ‘ ’ (28 ▸56 ) 41%  

. .
 [ ] 3 ‘ ’ (23 ▸56 ) 48% . 

1, 2, 3 .  
 , , , , , ,  

,  KORANDO
.

 

□1  , 
. 7 15 1 18 4 1

□2  , , 
. 6 10 7 16 7 0

□3  , 
 . 5 15 3 15 7 1

□4 ‘ ’ ( )

□1  
. 3 9 11 12 8 3

□2  
. 15 8 0 20 3 0

□3  
. 2 13 8 15 5 3

□4  
. 1 12 10 10 8 5

□1  
. 13 10 0 20 3 0

□2  
. 13 8 2 21 2 0

□3  
. 2 20 1 15 7 1

□4  
.

 

□1  
. 5 10 8 23 0 0

□2  
. 10 9 4 18 3 2

□3  
. 8 9 7 15 7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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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부모 사후 설문조사 결과

 (N=14) (N=14)

□1  , 
. 6 6 2 10 2 1

□2 ‘ ’ ( )

□1  
. 7 6 1 11 1 1

□2  
. 8 4 2 10 1 2

□1  
. 8 4 2 9 3 1

□2  
.

 

□1   
. 5 7 2 10 1 2

□2  
.

학생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 1 ‘ ’ (6 ▸10 ) 29% , 

. 
 [ ] 2 ‘ ’ (15 ▸21 ) 22% 

. .
 [ ] 3 ‘ ’ (8 ▸9 ) 5%  

. .
 [ ] 1 ‘ ’ (5 ▸10 ) 22% . 

.  
 , , , , 

, .

2 학생별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 e

‘ ’ ◯◯ KORANDO 

1 ◯◯
. 

. .

2 ◯◯ . 
. .

3 ◯◯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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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6 ◯◯ . 
. , 

.

7 ◯◯ . 
. .

8 ◯◯
. 

. . 

9 ◯◯ . 
. .

10 ◯◯ . 
.

e
.

11 ◯◯ . 
.

, 
.

12 ◯◯ . 
. .

13 ◯◯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e
.

18 ◯◯ . 
. .

19 ◯◯ . 
. . 

20 ◯◯ . 
.

21 ◯◯ . 
.

, e , 
.

22 ◯◯ . 
. .

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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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NDO 프로그램 정리하기Ⅵ

1 결론

2 제언

.
, , .

      19 , 
. 

, .
      , 

.
, .

      Z
. , 

.  

[참고문헌]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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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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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상호존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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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11111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시대 기존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수업 방법의 개척이 필요
 

2020.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었다. 

통일교육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로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앎과 삶이 연계된 인문학 활용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여 평화 ․ 통일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서적 태도를 가진 아이로 기르고자 한다.

2222222 연구 대상 및 기간  

ü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2반 23명(남 13명, 여 10명)  ü 기간 : 2020.03.01. ~ 2021.02.28.

3333333 연구의 실행 내용

미래형 수업 방법 적용으로 교육과정 속에 녹아드는 평화 ․ 통일교육 구현 

온라인 수업 ➡      블렌디드 수업      면대면 수업

 (  온책 만남,  e-학습터)                           (  체험학습,  소그룹 활동)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실행하였다.

첫째, 만 남(민족의 아픔을 만 남 - 온책  조지 할아버지의 6·25) – 6·25 전쟁의 아픔을 알고,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현실과 현재 남․북한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멀게만 느껴

졌던 평화 ․ 통일에 대한 마음을 싹틔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나눔(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 온책  희망의 단지 DMZ) – 마주한 현실 속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 함께(더 나은 미래를 다 함께 온책  무기 팔지 마세요!) - 다양한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될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과 다함께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시간을 통해 

통일이 된 한반도가 지구촌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고 평화 ․ 통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다.

4444444 연구의 검증 방법 및 결과

연구의 실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학생(양적검사-검사지, 질적검사-소감문 쓰기, 

면담 등), 학부모(설문지, 온라인 면담 등), 교사(설문지, 협의회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SPSS 프로그램 활용)하였다.

첫째, 평화감수성의 4가지 영역(소통, 협력, 존중, 공감) 모두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후검사 평균이 

높아졌으며, 통계(t검정)적으로도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면담과 소감문 쓰기 등으로 진행된 

질적평가에서도 평화 ․ 통일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평화감수성이 내면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존중’영역의 경우 평균값은 향상되었지만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둘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상담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555555 결론

첫째, 평가와 연계된 온책 읽기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하고 진정한 평화감수성이 길러졌다.

둘째,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앎과 삶이 하나되는 배움활동으로 평화감수성이 내면화되었다.

셋째,『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였다.

넷째, 평화감수성의 함양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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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111111 연구의 필요성  
통일의 꿈이 가득한 학교,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다! 

임시정부 수립100주년(2019.04.11.),  남북정상회담(2018.04.27., 2018.05.22.) 
현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평화 ․ 통일의 시작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기존 면대면(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방법 필요

코로나 시대(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알맞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1)으로 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탈북 주민이나 탈북하여 지역에 정착한 초등학생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접경지역이나 서울 및 경기도 학생들에 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통일교육에서 멀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급속하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시대적 흐름을 학교
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통일교육과 거리를 두는 아이들에게 평화 ․ 통일의 마음을 심어줄 계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Yes, 평화 ․ 통일과 거리두기 No

  

  통일교육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고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교실 속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인문학
(온책&통일-『『 통 일통 일 을  을  만̇ 나̇ 다̇ 』』 ) 활용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아이들의 평화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 수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통일통일을 을 만̇ 나̇ 다̇ 』』로 마음을 잇는 통일교육이 필요해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해결하려는 평화적인 문제해결력을 평화감수성이라고 한다. 
이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길러 주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내 삶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타인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감능력,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협력․존중능력을 길러 평화 · 통일의 마음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마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통일통일을 을 만̇ 나̇ 다̇ 』』로 평화감수성이 자라요!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애국심과 통일교육 보다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학부모,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교사를 위한

교실수업(블렌디드 수업) 변화로 말하는『로 말하는『통 일통 일 을을   만̇ 나̇ 다̇ 』프로젝트』프로젝트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함양한 평화감수성 기르기 

1)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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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연구의 목적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 나̇ 다̇ 』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배움중심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블렌디드 수업(온라인 수업+

면대면 수업)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둘 째

진정한 평화감수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와 연계된 

인문학(온책&통일 -『통 일 을  만̇ 나̇ 다̇ 』)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한다.

셋 째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 『통 일 을  만̇나̇다̇』프로젝트 적용을 통하여 평화 ․ 통일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서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333333 용어의 정의

 하나, 블렌디드 수업
  면대면 교실수업과 전자학습(영상, 전화, 화상) 등 온 ․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한 혼합형(blended) 

학습 중 대표적 수업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격주로 진행된 e-학습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가정)과 

면대면 수업(교실)을 결합한 수업 방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4단계의  블렌디드 수업 

모형을 구안 ․ 적용 하였다.

온라인 수업 면대면 수업

Step

1 
Matter

온책 만남
➠ Step

2
e-학습터

온라인 수업
➠ Step

3 
Experience

체험학습
➠ Step

4 
Team learning

소그룹 활동

 둘 , 통 일 을  만 나 다̇ ̇ ̇
  『『통 일통 일 을  을  만̇ 나̇ 다̇ 』』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민족의 평화 ․ 통일에 대하여 책을 통해 느끼고 

함께 체험으로 배워보는 교육 활동으로 ‘온책 읽기와 그에 따른 다양한 기법의 수업을 적용하는 

인문학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젝트’로 미래지향적 평화 ․ 통일교육을 의미한다.

만남 나눔 다함께

 민족의 아픔을 만남

온책  조지 할아버지의 6·25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온책  희망의 단지 DMZ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온책  무기 팔지 마세요!

 셋, 평화감수성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해결하려는 평화적인 문제해결력2)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길러, 평화 ․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내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서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나아가 통일이 된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평화감수성 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소통 협력 존중 공감 
 평화 ․ 통일을 위한

갈등상황 해결
 한민족의 힘을 모아
문제 상황 극복

 남과 북이
 다름을 이해

 남과 북의 사회적
모습 이해

2) 김민정. 『통일동산 J(joy)․S(special)․A(adventure)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감수성 기르기』, (통일교육원,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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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 이론적 배경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의 연구를 보다 

의미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 내용을 고찰하여 연구 방향의 설정 및 프로젝트의 

구안 ․ 적용에 도움을 받았다.

가정
연계

체험
공간

수업
기법

인문학
만남

가정 연계 학습
(기반 조성)

블렌디드교육
(환경 구축)

삶 속의 통일교육
(온라인 체험교육)

흥미로운 배움
(다양한 수업전략)

가정과�연계하여�통일��
�한�����가��과�통

일������������는�

��한������로�육성

가정���을�통한����
��������현황�파악
�

코로나� ��� 가정과�
연계한�통일�육���의�
��을� 통한� 블렌디드�

�육의� 일상화

��이� �는� ��을�
통하여�배움��의�이해

와��화��성�신장

���는�통일�육�NO,�
��로����과���이�
����������알맞

��배움���선정

����의�배움(앎)이�
생활� 속(삶)��� 자연

스럽게��현���

가족,����과�함께
하는��이��체험활동을�
통하여�자연스럽게�샘
솟는��화� ․ 통일의�의지�
코로나����������
��� ���� ��하는�
����체험���추진

 토대마련 평화감수성 UP  배움실천

  가. 선행연구 고찰 

 인문학 분야를 활용한 통일교육 사례 분석
 가정과 연계한 배움활동이 주는 의미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찾아보기
 코로나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 속 수업의 방법적 변화에 대한 접근법 고찰

■ 인문학 분야를 활용한 통일교육 사례 분석
- 현재의 통일교육은 도덕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교육과정 전 영역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주변의 생활 문화를 소재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생활, 가족관계, 생활

습관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과(국어, 도덕, 사회, 미술, 음악 등)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인문학이 있다. 학생들은 인문학 책 속(작가와의 만남, 비주얼씽킹, 핫시팅 등)에서 자연
스럽게 통일의 마음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 ․
통일시대를 꿈꾸게 될 것이다.

■ 가정과 연계한 배움활동이 주는 의미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찾아보기
-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열린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앎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배움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의 스스로 학습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지고 있다. 온라인 학습 속 평화․통일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학교교육과 능동적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멀리 있을 것 같던 평화는 어느 순간 우리들 곁으로 와 있다. 이는 가정과 학교(교실)라는 공간의 

평화 · 통일적 이용 방안 모색과 평화·통일의 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지어야 하는 이유이다. 

■ 코로나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 속 수업의 방법적 변화에 대한 접근법 고찰
-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통일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다양한 주장과 논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유연한 수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거꾸로 수업 등 가정과 연계한 비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평화 · 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미래지향적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교사는 세부 실천 방법(통일의식과 안보의식의 조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는 시각 형성, 객관적인 

자료 활용, 편향된 시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생활 문화 소재의 적극 활용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적절한 안내자 및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실 수업이 바뀌어야 통일교육이 변화한다.”라는 
 관점의 접근법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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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방향

 자유 민주주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통일 환경과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 확립
 평화와 화해 ‧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 형성

과거의 접근법 구  분 새로운 접근법
   안보 · 통일  기본 방향 ➜    안보 · 화해 · 협력 · 통일

   정치 · 이념적 접근
   남북체제 비교식 접근  접근 방향 ➜    사회 문화적 접근

   상호 이해와 장·단점 비교

   정부 주도  교육의 주체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 · 이념중심
   정치 · 제도적 통합 중심  교육 내용 ➜    사회 · 문화중심 

   사회 · 문화적 통합중심

   주입식 학습
   교사 위주 교수·학습
   강의와 교재 중심

 교육 방법 ➜
   참여 · 체험식 학습
   학생 위주 교수 · 학습
   다양한 매체 활동

☞ 통일 시대를 주도할 세계화 ․ 정보화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민족 공동체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 시대에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배양하여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555555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통일교육의 어려움은 학생들의 무관심과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요동치는 교육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도덕적 요구가 아닌 인문학적 접근을 통하여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그 동안의 연구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도 연구자(기관) 주제 연구내용 시사점

2016 -
2017

동평
초등학교

체험중심참여형 어깨同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통일 의지 함양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다
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하
여 실천적 통일의지 함양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
과 및 창체시간 통일체
험 활동의 다양화

2017 김도형
『발길(소통)‧손길(치유)‧한길(통합)』

로 커가는 통일꿈나무

SW교육, 체험학습을 활용한 건
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미래지
향적 통일관 형성

6학년 수준에 알맞은 체
험활동 및 통일교육 프로
그램 적용의 필요성  

2018
은행

초등학교

‘통일 트라이앵글(Triangle)’ 
프로젝트로 온 마을 
평화감수성 기르기

트라이앵글 프로젝트(교육과정 
재구성, 전문적학습공동체, 환경
조성 등)를 통한 소통‧화합‧평화
의 가치 내면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마을)와 함께하는 통일교
육의 효과

2019 오덕열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연구

통일교육은 ‘과정’으로서의 평화
를 내면화하는 평화감수성 함양
에 목적을 두어야 함 

갈등의 해결이 아닌 조
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안목

2019 전승환

한반도 대변혁기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
추도록 함 

일회성 체험활동이 아닌 
수년 이상 지속적인 통
일교육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얻음

  도덕과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고, 학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등)을 통하여 수업에 녹아있는 통일교육 ➡ 이벤트성 체험활동을 지양하고 교과 수업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느낀 것을 다양한 활동으로 체험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의미 가득한 배움중심 수업의 전개 ➡ 학교수업 변화를 통한 앎과 삶이 하나되는 통일교육

  인문학적 접근(온책 읽기) ➡ 균형잡힌 통일관을 만̇ 나̇ 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 ․ 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감수성 ➡ 블렌디드 수업

  마음을 치유하는 배움활동을 통하여 분단의 이질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통일교육➡ 평화감수성 기르기

차별화 전략!!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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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이렇게 계획합니다.

1111111 연구 과제 운영 계획

ü 주제 :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ü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2반 23명(남 13명, 여 10명)  ü 기간 : 2020.03.01. ~ 2021.02.28.(1년)

단계 추진내용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준비 및 
계획

자료수집 ✑ 관련 연구 탐색 및 문헌 연구
실태분석 ✑ 교육공동체 및 학생 실태 분석

세부계획 
수립

✑ 주제 및 과제 설정
✑ 계획서 작성

실행
『통일을 

만̇나̇다̇』

프로젝트

✑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연구과제 1의 실천

✑ 연구과제 2의 실천

✑ 연구과제 3의 실천

검증 및 
연구결과 

활용

반성 및 
검증

✑ 운영결과 분석 및 반성
✑ 보고서 작성

일반화 및
지속적 실천

✑ 연구결과의 일반화
✑ 연구의 정량화 및 우수사례 홍보

2222222 검증 방법 및 도구

 가. 연구의 검증 방법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를 통한 연구 대상 학생들의 

평화감수성 신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적·질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대상 및 시기: ○○초등학교 6학년 ○반, 4월과 9월 동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실시
  검증도구
   -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재구성, 편집 및 일부 문항을
     제작한 검사지 및 설문지(양적평가)
   - 프로젝트 참여 후 소감 쓰기 및 전·후 개인 면담 실시(질적평가)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학생 만족도
(6학년 23명)

 평화감수성 검사지
사전·사후 비교 분석(양적평가)

사전검사(4월) 사후검사(9월)
 프로젝트 수업 참여 후 소감 쓰기 소감문 작성 - 질적평가(9월)
 프로젝트 적용 중·후 개인 면담 면담 – 질적평가(수시)

학부모 만족도
(6학년 학부모 18명)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 만족도
설문지를 통한 사후 결과 분석(양적평가)

사후검사(9월)
교사 만족도

(5~6학년군 교사 및
전담 교사 14명)

『통일을 만̇나̇다̇』교육과정 재구성 
및 일반화 가능성

설문지를 통한 사전·사후 비교 분석(양적평가)

사전검사(4월) 사후검사(9월)

 나. 연구의 검증 도구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가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일부 요청 

연구학교 보고서, 시․도교육청 통일관련 연구학교 보고서 등의 기존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재구성, 편집 및 일부 문항을 제작한 양적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변화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소통( ), 협력( ), 존중( ), 공감( )이라는 4개의 

하위 영역(영역별 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4문항을 추가하여 총 16문항의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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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목적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고, 

한 줄 소감문 쓰기, 통일과 평화감수성이 UP되는 일기 쓰기 등의 질적 평가를 통해 연구의 객관

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용과 

학부모용 설문지도 자체 제작하였다.

대상 내 용 분석 방법

학생 만족도
(○○초 6학년 23명)

- 소통 역량 3문항         - 협력 역량 3문항
- 존중 역량 3문항         - 공감 역량 3문항
- 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4문항

• 활동에 따른 평화감수성 기르기 유용성 정도(검사지)
• 질적분석(면담, 소감문 쓰기)      • 질적분석(PMI 서술)

• 수시평가 결과, 실적물 분석      • 질적분석(관찰)

학부모 만족도
(○○초 6학년 학부모 18명)

-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효과 3문항
- 통일통일 을 을 만̇ 나̇ 다̇  프로젝트 수업만족도 3문항

• 학생들의 흥미 · 수업참여도 향상 정도(설문지)
• 질적분석(면담)          •질적분석(전화 상담)         

• 질적분석(SMS, SNS)    • 학교종이 어플 활용(댓글 등)

교사 만족도
(5~6학년군 교사 및 전담 교사 14명)

-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5문항
- 프로젝트의 일반화 가능성 4문항

•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평 일체화(설문지)
• 질적분석(면담, 협의회, 컨설팅 등)

3333333 실태 분석

사전 설문조사를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실시하였다.(학생: 5교시 온라인 수업시간, 교사: 방과후 시간)

ü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23명
ü 내용 : 평화감수성 역량 영역별 3문항, 프로젝트 관련 4문항

ü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군 교사 및 전담교사 14명  
ü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 5문항, 일반화 가능성 4문항

학생 실태분석 결과 교사 실태분석 결과 

평화 ․ 통일교육?
￭ 예비 중학생(6학년)으로 평화·통

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고, 중요 교과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잡고 있음.

￭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

평화․통일교육 실천방법? 프로젝트가 어려운 선생님

￭ 학생들이 경청, 배려 등의 의사
소통 및 협업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제식 수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

￭ 교사는 주제중심 재구성의 필요
성은 알지만 방법을 잘 모름.

내 것이 부족해 보이는 교사

￭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지 개발, 
학습자료 개발 시 동학년과는 
자료를 공유하지만 그 외 교육
기관이나 연구회 등의 공간에서 
공개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함.

￭ 일반화 없이 혼자 활용함.

학교 수업과 내 삶은 별개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은 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함.

￭ 통일교육과 평화의 마음에 대하여 
앎에만 머물고 실질적인 삶에서 
참여 방법을 모름. 

학교에서 배움이 생활에 
유용한가?

■ 개인의 발전을 넘어 우리의 꿈을 만̇ 나̇ 다̇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 분석 후 인문학을 활용한 통일교육 중심의 수업을 구안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를 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며, 배움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학생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협력과 존중 그리고 소통을 만̇ 나̇ 다̇

   수업 장면 가운데 다양한 협력・체험학습 수업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정과 연계한 온라인 수업의 체계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중과 공감 그리고 소통을 
통한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평화감수성을 통해 앎과 삶이 하나되는 우리를 만̇ 나̇ 다̇

   평화·통일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재구성을 어려워하는 동료 교사들을 돕고, 학생들에게는 우리 주변의 
갈등과 분단의 상황을 해결하는 평화감수성의 함양을 통해 ‘앎’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라는 공간이 배움의 경험을 창조하고, 암기식 공부에서 탈피하여 앎과 삶이 하나 되어 
실천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데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하였다. 가정과 연계한 학교 속 배움을 
통해 평화·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며, 세계 속 우뚝 선 대한민국 및 평화
로운 한반도를 위한 능동적인 첫발을 내딛게 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변화된 
세상과 삶의 방식에 적절히 대비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이들이 평화·통일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서적 
태도인 평화감수성을 길러 서로 존중하고 소통·공감하며, 협력하는 미래사회의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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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 연구의 문제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떻게 하면 평가와 연계된 온책 읽기의 만남으로 진정한 평화감수성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하면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배움활동으로 평화감수성을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

셋째, 어떻게 하면 『통일을 만̇ 나̇ 다̇ 』프로젝트로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

넷째, 어떻게 하면 평화감수성이 함양된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5555555 연구의 설계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연구주제연구주제연구주제연구주제연구주제

민족의 아픔을 만남

가. 전쟁의 아픔 만나기
온책으로 만나기
6·25 전쟁 알아보기
이산가족 알아보기
전쟁 이후의 모습

나. 분단의 현실 만나기
책 속 인물 만나기
북한의 생활모습
북한의 문화와 예술
나는야 북한 알리미

만남 나눔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가. 통일의 필요성 나누기
온책으로 만나기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요
마음을 담아 가사 바꾸기
영상광고로 홍보하기

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나누기
책 속 인물 만나기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
통일 이후 문제들 해결 방법 찾기
통일 희망나무

다함께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가. 다함께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온책으로 만나기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 이후의 모습 상상하기
우리가 꿈꾸는 통일

나. 다함께 그려보는 평화로운 지구촌
책 속 인물 만나기
NGO 활동하기
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촌 평화
함께 사는 지구촌

온라인 수업 ➡  블렌디드 수업 흐름도  면대면 수업

Step

1 
Matter

온책 만남

평화․통일을 위해 넘어야할 
문제를 책 속에서 만남

Step

2
e-학습터

온라인 수업

내실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수업

Step

3 
Experience

체험학습

면대면 수업
체험활동으로 배움 다지기

Step

4 
Team learning

소그룹 활동

면대면 수업
소그룹 활동으로 배움 심화하기

만̇ 나̇ 다̇  교수-학습 과정안 배움활동 순서

동기유발 배움� 다지기

배움� 심화

배움정리

생각

열기

배움

만남

배움

나눔

다함께
배움

내면화
문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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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만̇나̇다̇』 교육과정 재구성

민족의 아픔을 만남

주제 소주제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관련
교과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전쟁의 아픔 
만나기

 온책으로 만나기 ‣‘조지 할아버지의 6·25’ 읽고 전쟁의 아픔 느끼기 국어 4월 4주

 6·25 전쟁 알아보기
‣6·25 전쟁 알아보기
‣6·25 전쟁의 상처 알아보고 발표자료 만들기 국어 4월 4주

 이산가족 알아보기
‣‘70년의 기다림’ 극본 살펴보고 이산가족의 아픔 알아보기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유엔참전용사 가족의 아픔 알아보기 국어 5월 1주

 전쟁 이후의 모습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모습 알아보기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습 알아보기 사회 5월 1주

분단의 현실 
만나기

 책 속 인물 만나기
‣온책 속 인물들의 마음 알아보기
‣온책 속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국어 5월 3주

 북한의 생활모습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북한의 생활 모습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가지기 도덕 5월 3주

 북한의 문화와 예술

‣북한의 언어생활 조사하기 국어
5월 4주‣북한 민요에 대해 알아보기 음악

‣북한의 향토음식과 관광명소 알아보기 자율

 나는야 북한 알리미 ‣통일이의 2박3일 북한여행기 자율 5월 4주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주제 소주제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관련
교과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통일의 
필요성 
나누기

 온책으로 만나기 ‣‘희망의 단지 DMZ’ 읽고 통일 이후 DMZ의 가치 생각해보기 국어 6월 1주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요

‣통일이 필요한 까닭 생각하기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알아보기 도덕 6월 1주

 마음을 담아 가사
    바꾸기

‣통일의 필요성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여 바꾸어 부르기 음악 6월 2주

 영상광고로 홍보하기
‣통일의 필요성 영상광고로 만들기 미술

6월 2주‣통일의 필요성 홍보하기 국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나누기

 책 속 인물 만나기 ‣온책 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 나누기 국어 6월 4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마음 나누기 4단계’ 익히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봉사 체험하기 도덕

6월 4주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개인, 국가, 단체의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사회

 통일 이후 문제들
    해결 방법 찾기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생각해보기
‣통일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 찾기 도덕 6월 5주

 통일 희망나무 ‣통일 희망나무 활동하기 도덕 6월 5주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주제 소주제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관련
교과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다함께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온책으로 만나기
‣‘무기 팔지 마세요!’ 읽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자율 7월 1주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알아보기
‣하나되기 위한 노력 알아보기 도덕 7월 1주

 통일 이후의 모습
    상상하기

‣통일 한국의 모습 상상해보기
‣상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 표현하기 미술 7월 2주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우리가 꿈꾸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음악 연주하기 음악 7월 2주

다함께
그려보는
평화로운
지구촌

 책 속 인물 만나기
‣온책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온책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 관련짓기 국어 7월 3주

 NGO 활동하기 ‣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해결방안 찾아보기 도덕 7월 3주

 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촌 평화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 그려보기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해보기 도덕 7월 4주

 함께 사는 지구촌
‣‘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뮤직비디오 제작하기 음악 7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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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1111111 연구를 위한 기본 여건 조성

 맞춤형 환경 구축(ON/OFF 공간)을 통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배움의 참맛을 알아가는 ○○어린이
 가정(온라인 수업)과 학교(면대면 수업)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시작되는 평화·통일의 염원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수업의 전문가에 다가가는 연구하는 교사

【심리적, 공간적 환경 조성】
 마음을 잇는 터전 마련

통일기차, 독서게시판, 이달의 인물 등 
평화․통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생각을 잇는 공간 마련
수업 결과물 게시, 학습자료 공유를 
위한 환경(ON/OFF 공간 등) 구축

 가슴을 여는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소통과 협력, 존중과 공감 등 평화․통일의 
가치가 내면화 될 수 있는 ON/OFF 공간

 소통을 위한 수업 교구
모둠활동판, 허니컴보드, 문장카드, 
모둠마이크 등 제작・활용

 스마트한 교구 활용
태블릿PC, Class CAM, e-학습터, 
포토스탠딩 등 구입 및 제작 활용

 활동지 및 평가지
활동 흥미를 더하는 활동지, 배움 
깊이를 더하는 평가지 제작・활용

흥미로운 수업 교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6학년 교사 상시 협의회 운영
 -「 통일통일 을 을 만̇ 나̇ 다̇ 」동아리 운영
 배우면서 연구하는 연수

 - 나라사랑 및 통일관련 연수
 - 배움중심수업, 교육과정, 학생평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업 나눔의 날 운영 
 - 수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컨설팅

혁신하는 연구 교사

 수업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자 함

 평화감수성을 통한 평화·통일의 마음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전략을 면대면 수업에 활용
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함

소 소 소 소 통통통통소 통

•돌아가며 말하기
•나 전달법  •경청하기
•피라미드, 모둠 인터뷰
•신호등 토론
•역사의 기억 주머니
•거꾸로 수업

협 협 협 협 력력력력협 력

•창문 만들기 
•핫시팅
•칠판 나누기
•뒷 이야기 꾸미기
•셋 가고 하나 남기
•노래가사 바꾸기

    존 존 존 존 중중중중 존 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패널 토론
•사진 속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어휘 예상하기
•포토스탠딩

    공 공 공 공 감감감감 공 감

•질문 만들기  
•실마리 낱말로 유추하기
•브레인스토밍, 씽킹맵
•생선뼈
•PMI분석      
•달리 표현하기

2222222 가정 및 교실 환경 구축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과 연계가 되며 학생들 스스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성

 함께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교실을 만들어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자투리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통 일통 일 을  을  만̇ 나̇ 다̇ 』』와 연관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e-학습터 학급 개설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전개하기 위하여 e-학습터
에 학급을 개설하였으며, 평화 ․ 통일 교육을 위해 재
구성한 내용에 알맞게(1단계: , 2단계: )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음.
 - 통일교육 콘텐츠 제공, 체험 사이트 안내
 - 온책 만나기 게시판, 생각 나누기 게시판 등 생성

 학교종이 어플리케이션 가정통신문
  연구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바일 알림장

온라인 수업 (e-학습터 환경 조성)

 

 꿈을 싣고 달리는 통일기차
 통일기차를 한 칸씩 만들어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 시 학급 학생 모두의 결과물이 모여 마음을 잇는 
통일기차로 남과 북을 이을 수 있는 상징성 부여함.

 우리 모둠 활동판
 협력학습의 결과물을 게시하는 공감·소통 게시판

 평화․통일 독서코너
 학급문고 한켠에 통일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통일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면대면 수업 (교실 환경 조성)

    

블렌
디드
수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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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 온책 선정

교육과정 연계 및 단원별 도서 선정
성취기준 분석 후 평화감수성 역량 추출 영역별 권장 도서 목록, 교사 커뮤니티 추천, 학년 수준 등을 고려

e-학습터 활용e-학습터 활용 학교종이 앱학교종이 앱
1단계1단계 선정 기준 정하기선정 기준 정하기 2단계2단계 추천도서 목록 작성추천도서 목록 작성 3단계3단계 토론하기토론하기 4단계4단계 도서 선정하기도서 선정하기

BOOKMATCH
요소별로 기준 정하기 

단원별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기

추천을 많이 받은 도서를 
기준으로 토의과정 거치기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도서 선정하기

배움만남: 도서 선정 기준 정하기
B(Book Length) 책의 길이
O(Ordinary Language) 일상언어
O(Organization) 구조
K(Knowledge Prior to Book)

   책에 대한 사전지식
M(Manageable Text) 글의 적절한 수준
A(Appeal to Genre) 장르적 특징
T(Topic Appropriate) 주제 적합성
C(Connection) 연관
H(High-Interest) 높은 흥미

배움나눔: 추천도서 목록 작성하기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고 도서 선정 기
준에 따라 각자 점수를 부여하여 추
천도서 목록을 작성

도서 선정(설문조사)
온라인 수업 후 설
문조사 어플리케이션
(학교종이)을 활용하
여 가장 많은 학생
들이 선택한 도서 3권 
선정하기

다함께 배움: 생각 나누기(토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책 중에서 단원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책으로 토론하기

온책 온책 선정 이유
  이 책은 미국에서 실제로 열리는 6·25 참전 용사들의 행사 ‘리멤버 7.27’을 소재로 6·25의 

참상에 대해 들려준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중 하나
이며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이 양쪽 모두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과 북 6·25 전쟁의 아픔을 알아보고 분단된 현실 속에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앎을 
통하여 통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 책은 비무장지대 DMZ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과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초등학교
와 관련된 이야기로, 멀고도 가까운 곳 한반도의 끊어진 허리인 비무장지대 DMZ는 통
일이 되면 생태계의 보물 창고이자 생물들의 삶의 터전, 평화를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책을 매개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 통일의 이점을 알아보는 등 평화·
통일의 마음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갈등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교실에서 ‘보미’가 비비탄총을 가지고 노는 남자 아이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난감 총, 나아가 무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초등학생들의 눈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아이들 방식의 사회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이라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평화 ․ 통일 역시 다르지 않다. 온책을 통해 통일 한국의 멋진 모습을 그려보고,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다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4444444 교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

통일교육 관련 걸어온 길

학교 통일교육 분야 통일부장관 
표창 추천 中(2020)

 교내 통일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원
◇◇교육청 평화·통일교육연구
회 ‘DMZ’의 회장(2019)

 통일부지정 통일교육연구학교 
기획분과장(2016)

 ◇◇교육청 나라사랑교육 지원단 위원
 

배움중심수업 관련 걸어온 길

 ◇◇교육청 수업명사
 ◇◇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2017~현재)
 ○○교육지원청 학교교육과
정 컨설턴트(2020)
 ○○교육지원청 행복지구

  배움중심수업연구회 회원(2020)
 인성교육연구회‘참샘’회원(2020)

 

연구관련 연수 이수 현황

 문화로 읽는 통일(2020)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거꾸로 배움의 레시피(2020)
 인문학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2019)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통일의 
꿈(2019)
 사이버통일교육연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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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이렇게 펼쳤습니다.

연구과제

1   민족의 아픔을 만남
온책 � �� ��� ������ 6·25

싹 
틔우기

 프로젝트 의도

  나와의 다름, 이질감이라 부르는 감정이 모이면 우리라는 동질감이 생겨나는 데 큰 방해가 될 것이
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평화 ․ 통일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에 대
하여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지금 남북의 현실은 어떤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쟁의 아픔과 이로 인한 분단의 현실이 가져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온책 읽기
 코로나 시대 학생들에게 북한 이해교육을 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업(e-학습터) 적용하기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남북한의 모습을 비교하고, 통일 후 다름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과 해결 방법 알아보기

 주제: 전쟁의 아픔 만나기 민족의 아픔을 만남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온책으로 만나기 국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
각을 넓혀요

‣‘조지 할아버지의 6·25’ 읽고 전쟁의 
아픔 느끼기

어휘
예상하기

4월 
4주

 6·25 전쟁 알아보기 국 3.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6·25 전쟁 알아보기
‣6·25 전쟁의 상처 알아보고 발표자료 만들기

조사학습 4월 
4주

 이산가족 알아보기 국 연극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

‣‘70년의 기다림’ 극본 살펴보고 이산
가족의 아픔 알아보기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유엔참전용사 
가족의 아픔 알아보기

핫시팅 5월 
1주

 전쟁 이후의 모습 사 1-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모습 알아보기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습 알아보기

역사의
기억 

주머니

5월 
1주

 주제: 분단의 현실 만나기 민족의 아픔을 만남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책 속 인물 만나기 국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온책 속 인물들의 마음 알아보기
‣온책 속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나 전달법 5월 
3주

 북한의 생활모습 도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북한의 생활 모습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가지기

질문
만들기

5월 
3주

 북한의 문화와 예술

국 7. 우리말을 가꾸어요 ‣북한의 언어생활 조사하기 거꾸로
학습

직소

5월 
4주음 2-2. 민요의 토리 ‣북한 민요에 대해 알아보기

자 북한이해·통일교육 ‣북한의 향토음식과 관광명소 알아보기

 나는야 북한 알리미 자 북한이해·통일교육 ‣통일이의 2박3일 북한여행기 씽킹맵 5월 
4주

 기대효과  
 남북 분단의 원인을 알고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는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및 유엔참전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생활모습, 언어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다. 

바
람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한순간의 교육으로 형성될 
수 없다. 이에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나누고,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하여 멀게만 느껴
졌던 평화 ․ 통일에 대한 마음을 싹틔울 수 있을 것이다.

주
제 

가. 전쟁의 아픔 만나기

나. 분단의 현실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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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틔우기 가. 전쟁의 아픔 만나기                평화 ․ 통일을 만남

 ‣ 깊이가 있는 온책(조지 할아버지의 6·25) 읽기를 통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6·25 전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e-학습터 제공 콘텐츠(EBS 등)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효과적인 콘텐츠를 활용
하여 잊혀져가는 6·25전쟁에 대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전쟁의 아픔(이산가족 등)과 상처를 극복(경제 성장 등)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중점 : 전쟁의 아픈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온책으로 만나기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4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조지 할아버지의 6·25’를 읽고 전쟁의 아픔을 느껴본다.

 책을 깊이 있게 읽기
   - 책을 잘 읽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WuhpUBRdZ8 (세바시 93회 시청)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 주장이나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기
➠ 질문하며 읽기
➠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조지 할아버지의 6·25’ 표지에 대한 느낌 나누기(어휘 예상하기)
- ‘조지 할아버지의 6·25’ 표지의 느낌 3단어 적기(e-학습터 게시판)

 책 내용을 간추리기
- ‘조지 할아버지의 6·25’ 전체 내용 간추리기
 책의 내용, 표지의 담긴 뜻, 책 차례, 글의 구조, 중심내용 등
- 한줄 독서 감상평 적기(동료평가)

▲ e-학습터

▲ 책 읽고 내용정리

▲ 내용 간추리기(게시판)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책을 깊이 있게 읽을 때 생각해야 할 점을 알고 있는가?
 피드백 자신이 책을 제대로 읽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책을 읽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6·25 전쟁 알아보기
국어 3.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4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6·25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알아보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

 특성을 고려한 6·25 전쟁 발표 자료 조사하기 
- 6·25 전쟁을 알 수 있는 자료(표, 사진, 도표, 동영상 등) 조사하기
- 전쟁의 원인, 피해(인적, 물적 피해), 결과 알아보기
- 7분 만에 알아보는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qYr1vrCnfmM

 조사 자료 점검 및 발표 자료 준비하기
- 발표할 내용 준비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c6I5-SlmZKc

자료 점검하기
Q. 발표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적절히 활용했나요?
Q.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나요?
Q. 활용한 자료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나요?
Q. 자료를 활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나요?

Tip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25 전쟁의 상처 발표 자료 만들기
- 6·25 전쟁 중 소주제를 정하여 발표자료 만들기
 소주제 예시) 6·25 전쟁의 원인, 인천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등

▲ e-학습터 장면

▲ 가정학습 모습

▲ 발표 자료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주제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가?
 피드백 6 · 25 전쟁 자료 중 소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알맞은 자료의 선정을 통해 전하

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점 등에 집중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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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알아보기 
연극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

(5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알아보기
   - 극본 ‘70년의 기다림’을 읽어보고 ‘조지 할아버지의 6·25’와 내용 연결하기
   -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 나누기

 응답하세요! 조지 할아버지(핫시팅)
   - 자신이 정한 온책 속 등장인물이 되어 상황 이해하기
   - 글 속 등장인물이 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응답하라 1983!
이산가족 찾기 프로젝트

①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 이산가족 카드를 나누어 가진다.
② 카드의 주인공이 되어 헤어진 가족을 찾아본다.(주인공의 마음으로 연기하기)
③ 이산가족 카드에 나온 외모, 나이, 사연,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산가족을 찾는다.
④ 입양을 간 경우 성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찾아본다.
⑤ 찾은 가족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이산가족 찾아주기 체험을 해보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평화·통일이 있음을 이해하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내면화하기 

▲ 핫시팅 장면

▲ 이산가족 찾기 체험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6 · 25 전쟁의 피해 상황을 알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가?
 피드백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 실감나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게 하여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전쟁 이후의 모습 
사회 1-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5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6·25 전쟁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본다.

 응답하라 1953!(역사의 기억 주머니)
   - 역사의 기억 주머니 속 자료로 6·25 전쟁 직후 모습 살펴보기
   - 6·25 전쟁에 따른 피해 정리하기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 알아보기
   - 1950년대의 노력 알아보기
   - 1960년대의 노력 알아보기(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 사진과 도표로 알아보는 정보, 기업, 가정의 노력

 연표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연표 만들기
Tip  연표를 만들 때, 사
진이나, 도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① 각 연대별로 경제 성장 모습을 정리한다.
② 정리한 내용을 붙이고 주요 발전 모습을 정리한다.
③ 다른 모둠의 연표와 비교하며 재확인한다.

   - 서로의 발표를 들으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기

▲ 역사의 기억 주머니

▲ 자료 제작 모습

▲ 경제 성장 연표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연표를 만들고 발표하였는가?
 피드백 전쟁 이후의 한반도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제 성장의 어려운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북한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6·25 전쟁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원격수업으로 친구들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거리를 두면서 함께 체험하고 공부하니 정말 좋았다.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보다 깊이 생각하였다.

 남북한 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선생님 마음

  분단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이산가족, 납북자, 국
군포로 등)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전
쟁의 상처와 아픔을 지우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교육현
장에서 시작되길 바란다.

수업 Tip

 영상 시청 등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핵심 질문을 활용하여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블렌디드 수업)

 협동학습 기법 등 상황에 
맞는 수업전략을 활용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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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틔우기 나. 분단의 현실 만나기                평화 ․ 통일을 만남

 ‣ 평화 ․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북한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남과 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중점 : 분단의 아픈 현실을 만나볼 수 있다.

책 속 인물 만나기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5월 3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조지 할아버지의 6·25’를 읽고 등장 인물의 마음을 알아본다.

 책 속 내용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이 발췌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기
   - 여러 장면 중 이야기 나눌 장면 선택하기
   - 선택한 장면에 대하여 모둠원들과 이야기 나누기
     (돌아가며 말하기-발췌 이유, 장면의 모습 등 게시판에 글쓰기)

 주인공이 되어
- 주인공이 되어 분단의 현실 만나기
- 책 속 주인공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서 다른점 찾아보기
- 주인공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찾아보기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마주하기,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특별한 하루- https://www.youtube.com/watch?v=HyLBlTjJ-T4) 
 각자의 마음 들려주기(나 전달법)

- 자신이 대변하고 싶은 인물(책 속 인물, 나)의 생각 정리하기
- ‘나 전달법’으로 사실 말하기 및 경청하기, ‘너 전달법’으로 인정하기 

및 공감하기
- 대상을 정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글쓰기

▲ e-학습터

▲ 자료 찾는 모습

▲ 나 전달법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알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바탕으로 인물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가?
 피드백 다양한 분단의 현실을 가정에서 조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온책 속 등장인물이

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북한의 생활모습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5월 3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본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한 점 생각하기(질문 만들기)
-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만들기
  (학교모습, 언어, 마트, 시장, 밤거리 모습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 도덕 교과서 살펴보기 및 ‘2018 평양은...열흘간의 기록’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ODvfmtD48G4
   -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tuuG5mpgME
   - 그 외 자료 조사하기
     (거꾸로수업-북한 사회의 언어, 민요, 향토음식, 관광명소 등 영상 시청하기)

 같은 점과 다른 점 알아보기
-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 현재 대한민국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게시판에 글쓰기
- 친구의 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댓글 달기

    - 북한 사회의 언어, 민요, 향토음식, 관광명소 조사하기(과제-등교 수업 시 확인)

▲ e-학습터 장면

▲ 가정학습 모습

▲ 언어 조사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남한과 북한의 생활모습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할 수 있는가?
 피드백 북한 사회의 생활모습(언어, 문화, 놀이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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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와 예술 
국어, 음악, 자율(3차시)

(5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언어, 문화 ․예술, 음식 등)을 알아본다. 

 북한의 언어, 문화 ․ 예술, 음식, 관광명소 등 조사한 내용 만나기
   - 조사한 과제를 바탕으로 모둠원과 이야기 나누기(거꾸로 수업)
   -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 정하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는 나야 나 (전문가 활동하기)
   - 각 분야별 모둠을 만들어 보다 깊이 알아보기
     주제: 언어, 민요, 음식, 관광명소
   - 나의 보물~, 전문가 수첩 만들기

 그래서 그렇구나! (셋 가고 하나 남기)
다름을 이해해요!

① 전문가 활동으로 알게 된 내용을 원모둠 친구들과 공유하기
② 각 분야의 내용을 남북한의 생활 모습 중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모둠학습지에 완성하기
③ 발표 연습하기
④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배움내용 심화하기(셋 가고 하나 남기)

   - 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차이점 인정하기
   - 다름을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의 작은 변화를 위해 현재 우리가 노력

할 수 있는 분야 고민하기

▲전문가 활동

▲ 활동지 결과물

▲ 셋 가고 하나 남기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알고 우리와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가?
 피드백 북한 사회의 언어, 민요, 관광명소,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바탕으로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는야 북한 알리미 
자율. 북한이해 ․ 통일교육
(5월 4주-통일교육주간)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이의 2박3일 북한여행을 알아본다.

 전체 일정 알아보기
   - 2박3일 북한여행의 일정 알아보기

 북한을 알리는 여행을 떠나요
   - 1일차: 평양➠능라경기장➠옥류관
   - 2일차: 숙소➠소학교
   - 3일차: 평양➠금강산➠남북출입사무소

 나는야 북한 알리미 (씽킹맵)
   - 통일이의 북한여행을 보고 우리 모둠이 가보고 싶은
     북한여행 경로 만들기 
   - 씽킹맵 만들기

   

주제: 북한 알리미(북한여행)
 - 가보고 싶은 장소, 먹어 보고 싶은 음식, 숙소
 - 보고 싶은 공연과 문화제, 체험활동

   -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 이런 순서로 가보자! 
발표하기

▲ 씽킹 맵 

▲ 여행 코스 토론

▲ 발표 장면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북한 알리미 씽킹맵을 만들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졌는가?
 피드백 실질적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가정하에 이동 방법, 숙소, 식사, 여행코스 등을 

정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궁금한 마음도 생기고, 아직까지는 조금 무섭기도 하구요.

 가족이랑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 가는 것만 생각했
었는데, 북한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70년이란 시간동안 남과 북이 많이 달라진 것 같
아서 슬펐어요.

선생님 마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수차례 북한에 대하여 
한민족,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북한 사회를 영상이
나마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수업 Tip

 통일교육주간을 활용하여 
실감나는 체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분단의 현실에서 미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전개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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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2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평화 ․ ․ ․ ․ ․ ․ ․ ․ ․ ․ ․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통일을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바라는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마음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눔눔눔눔눔눔눔눔눔눔눔눔
      온책 � �� ���� ��� DMZ

꽃
피우기

 프로젝트 의도

  통일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존재한다. 생각의 다름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사회를 하나로 뭉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통
일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자세의 배움을 체득하게 하고자 한다. 

 평화 ․ 통일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갈등을 파악하기 위한 온책 읽기
 통일의 필요성과 다양한 갈등상황을 생각해 보기 위한 온라인 수업(e-학습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참여형 체험(핫시팅 등)활동 
 평화 ․ 통일에 대한 긍정적 마음과 실천적 태도를 기르는 소그룹 협력학습(피라미드 토의 등)

 주제: 통일의 필요성 나누기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온책으로 만나기 국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희망의 단지 DMZ’ 읽고 통일 이후 DMZ의 
가치 생각해보기

브레인
스토밍

6월 
1주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요

도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통일이 필요한 까닭 생각하기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알아보기

질문
만들기

6월 
1주

 마음을 담아 가사
    바꾸기

음 2-1.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제재곡 변경)

‣통일의 필요성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여    
 바꾸어 부르기

노래가사
바꾸기

6월 
2주

 영상광고로 홍보하기
미 2-1. 널리 알리는

 디자인 ‣통일의 필요성 영상광고로 만들기 달리
표현하기

6월 
2주국 6. 내용을 추론해요 ‣통일의 필요성 홍보하기

 주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나누기 평화 ․ 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책 속 인물 만나기 국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온책 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
하는 나만의 방법 나누기

실마리 낱말로
 유추하기

6월 
4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

도 2.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마음 나누기 
4단계’ 익히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봉사 체험
하기 역할극 6월 

4주

사 1-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개인, 국가, 단체의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통일 이후 문제들
    해결 방법 찾기

도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생각해보기

‣통일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 찾기

포토
스탠딩

6월 
5주

 통일 희망나무 도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1. 내 힘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통일 희망나무 활동하기
PMI
분석

6월 
5주

 기대효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많은 갈등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 나눔의 배움을 통하여 갈등이나 문제의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평화적 해결 방법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소통
하고 힘을 모아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평화감수성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딱딱한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나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체험하는 배움활동을 통하여 머리로 
익힌 것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블렌디드 수업(온라인 수업+면대면 수업)을 통하여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람

  외국인보다 더 이질감이 느껴지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나누고, 나아가 통일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면서 평화 ․ 통일에 대한 바람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주
제 

가. 통일의 필요성 나누기

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

    하는 방법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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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피우기 가. 통일의 필요성 나누기        평화 ․ 통일 바라는 마음 나눔

 ‣ 남과 북이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고 나라임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즘 시대의 삶을 반영하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 속 체험활동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활동 중점 :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눌 수 있다.

온책으로 만나기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6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 이후의 ‘DMZ’의 가치를 알아본다.

 DMZ는 어떤 곳인가요?
   - ‘정전 60년, 천의 얼굴 DMZ를 가다’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LS9wvEZ9eE
   - ‘희망의 단지 DMZ’에서 그리는 DMZ의 모습 떠올려보기

 DMZ의 가치 알아보기
-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 DMZ의 가치(앨런 와이즈먼)’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w7jB_f8eETY

   - DMZ하면 떠오르는 단어 게시판에 적기 (브레인스토밍)
   - DMZ의 다양한 가치 조사하기(과제- 등교 수업 시 확인) 

 통일 이후 DMZ의 모습 상상하기
- 통일 이후 DMZ에서 하고 싶은 것 상상하기
 예) 온책 수정이: DMZ 환경 관련 일, 명우: DMZ 유물조사하는 역사학자
- DMZ로 시작하는 삼행시 짓기(학습장에 적어 오기)

 온라인 공간에서 DMZ 체험하기
  https://dmz.gg.go.kr/archives/category/gg_dmz-lib/movie

▲ 온책 읽는 장면

▲ 삼행시 작품

▲ 영상 시청하는 장면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통일 이후 DMZ의 모습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그려볼 수 있는가?
 피드백 DMZ의 다양한 가치를 배움내용과 스스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과 연계하여 DMZ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요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6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이 필요한 까닭과 좋은 점을 알아본다.

 통일을 왜 해야 해? (질문 만들기)
-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          하기 
- 통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만들기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 통일이 되면 힘들어지는 건 없어? 등)

 다른 나라의 통일 알아보기
   - 다른 나라의 통일 방법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알맞은 방법 이야기하기

다른 나라의 통일
① 베트남(무력 통일)과 독일(평화·통일)의 통일 방법을 

살펴본다.
②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 결과를 알아보고 비교한다.
③ 우리나라에 알맞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공유한다.

Tip
https://www.youtube.
com/watch?v=oV5Ty
qJgVl0

 통일이 되면~~♬♬
   - ‘민족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할까?(설민석)’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7EkvdeVeBEE
   - 통일이 되면~~♬♬ 이어 말하기
     (예: 통일이 되면 금강산 구경하고... 통일이 되면 금강산 구경하고, 평양 냉면도 먹고,  
          통일이 되면~~...북한 친구도 만나고)

▲ e-학습터 장면

▲ 가정학습 모습

▲ 발표 자료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알고 있는가?
 피드백 통일의 필요성과 좋은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후, 다른 나라의 통일 방법

을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알맞은 통일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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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담아 가사 바꾸기
음악 2-1.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6월 2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의 마음을 담아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 코다이 손기호, 고향의 봄을 통해 발성 연습하기
- 제재곡 ‘내가 바라는 세상’ 익히기

 우리가 만드는 통일노래 (제재곡 변경, 노래 가사 바꾸기)
- ‘내가 바라는 세상’ 노래를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으로 가사 바꾸기

모둠 가사 바꾸기

① ‘내가 바라는 세상’ 가사 살피기
② 모둠 생각 모으기
③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으로 가사 바꾸어 연습하기

- 파트별 연습하기 및 통일 음악회 준비
 통일 음악회 (동료평가)

- 통일 음악회를 열어 모둠에서 만든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 발표하기
- 평가 관점에 주의하며 다른 모둠의 발표 감상하기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교실 내 실천을 위해 
충분한 거리(발표 모둠: 교실 앞쪽에서 청중과의 거리 유지) 및 보면대 등 
소독을 실시하고 통일 음악회 발표 및 감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사 바꾸기 작품

▲ 통일 음악회

▲ 상호 감상지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주제에 맞게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있는가?
 피드백 모둠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되 

주제에 알맞은 가사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영상광고로 홍보하기
미술 2단원, 국어 6단원 (2차시)

(6월 2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의 필요성을 영상광고로 만들고 홍보한다.

 통일의 필요성 및 핵심내용 간추리기
-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통일의 필요성 정리하기

 평화·통일 영상광고 제작하기 (달리 표현하기)
- 평화·통일을 주제로 영상광고를 계획하고 제작하기

영상광고 제작하기
① 글 또는 장면 그림으로 줄거리판을 작성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표현한다.
② 등장인물과 소품 제작, 사진 찍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한다. 
③ 사진기(스마트폰)로 장면을 촬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영상광고 만들기: 주제 및 내용과 분량 정하기➠역할 나누기➠촬영 
및 편집도구 준비하기➠촬영하기➠편집하기(자막)➠보완하고 고치기

 영상광고 홍보하기
- 학급누리집, e-학습터 영상광고 올리기
- 영상광고를 시청하고 서로 추론하는 댓글 달기

▲ 영상제작 장면

▲ 제작한 영상광고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광고를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가?
 피드백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모둠원과 협력하여 영상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학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D:디디디 혼자선 너무나 외로워, M:엠넷에서 북한
친구를 만나서, Z:지난날 아픔을 잊고 통일로~~

 친구들과 함께 가사를 바꾸어서 신나게 랩도 하고 
노래를 부르니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생각이 달라 영상을 만드는데 힘도 들었지만 마음을 

모아 완성을 하고 친구들이 재미있게 봐주어서 좋았어요. 

선생님 마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무턱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수업 Tip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알맞고 흥미롭게 
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광고영상 만들기는 국어와 
미술의 활동내용이 적절
하게 융합되도록 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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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피우기

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나누기
   평화 ․ 통일 바라는 마음 나눔

 ‣ 코로나19 시대, 혼자하는 가정학습 시간의 증가로 인한 공동체 생활 능력의 부족을 채울 수 
도로록 갈등을 나누고 주어진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함양하도록 한다. 

 ‣ ○○초 학생 및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 ․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갈등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양하도록 한다.

활동 중점 :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다.

책 속 인물 만나기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6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온책 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을 알아본다.

 등장인물과 나의 공감대화 (실마리 낱말로 유추하기)
   - 실마리 낱말 제시하기(예: 용기, DMZ, 희망, 위험, 꿈 등)
   - 등장인물(용이, 하늘, 수정, 명우)을 정하여 1:1 마음 속 대화하기
   - 등장인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mNq45R5817o

   - 온책 속 등장인물이 되어 갈등을 해결하고 바라는 세상 모습 그려보기
     (예: 글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4컷 만화로 표현하기 등)

 나는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거야!
-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약속 완성하기(과제: 활동지)

우리들의 약속

① e-학습터 게시판에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기
② 다양한 의견 중 우리 학급이나 학교에 적용 가능한 방법 고르기
③ 선택된 방법을 인터넷 투표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우리들의 약속 완성하기

▲ e-학습터

▲ 4컷 만화

▲ 우리들의 약속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들의 약속을 완성하는가?
 피드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 마음의 자세, 행동 등을 알아보고 생활 속 다양한 

갈등상황(가정, 학교 등)을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
도덕, 사회 (2차시)

(6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마음 나누기 4단계’ 알아보기
  - 나눔과 봉사의 실천방법 익히기
    https://www.youtube.com/watch?v=tTUiY7M_7bA
  - ‘마음 나누기 4단계’로 나눔과 봉사의 실천 마음 다지기

1단계: 관심 기울이기 ➠ 2단계: 공감하기 ➠ 3단계: 준비하기 ➠ 4단계: 실천하기

 마음 나누기 4단계 체험하기 (역할극 - 준비)
   - 교실 속 상황을 되돌아보고 역할극 대본 만들기(과제)
   예) 지금까지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고 마음 나누기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역할극 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가 만든 대본 공유하기(e-학습터 게시판)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노력(개인, 국가, 단체 등)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ulAU11CewU
   - 평화 ․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및 마음 나누기 4단계를 활용

하여 갈등상황 해결하기
     예) 북한의 또래 친구를 만났을 때, 북한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통일의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등

▲ e-학습터 장면

▲ 역할극 대본

▲ 온라인 수업 영상 캡쳐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마음 나누기 4단계를 익혀서 생활 속 통일을 위한 노력에 활용하는가?
 피드백 마음 나누기 4단계를 통하여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평화 ․ 통일을 위한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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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문제들 해결 방법 찾기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6월 5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찾는다.

 통일,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꼬질꼬질)
-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생각하고 질문 만들기
- 만든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기
- 문제별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 정리하기

 함께 잘 사는 통일로 (함께차트)
- 통일 이후의 문제점을 골라 모둠토의로 해결방안을 선정하기
- 차트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및 공유하기 

 통일 한국 속 우리 (포토스탠딩)
- 통일 이후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 

포토스탠딩
Tip  생각카드를 통해 
통일 이후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
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

① 다양한 생각카드를 살펴보고 1장씩 고른다.
② 카드를 고른 이유와 자신이 상상한 통일 이후의 모습을 

돌아가며 이야기 나눈다.
③ 모둠에서 한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수정하여 완성한다.

- 모둠이 상상하는 통일 한국 이야기 완성하기

▲ 꼬질꼬질 장면

▲ 함께 차트

▲ 포토스탠팅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통일 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토의에 참여
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피드백 통일 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통일을 실제적
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통일 희망나무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1. 내 힘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6월 5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통일 희망나무를 만든다.

 “통일 희망나무”를 심어요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과정 되돌아보기
- 나의 장래희망 생각해보기
- 나의 장래희망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생각해보기
예) 나의 꿈은 역사학자예요. 북한의 역사학자와 함께 DMZ의 역사 유적을 발굴하고 싶어요.

 “통일 희망나무”가 자라요
- ‘통일의 꽃’ 만들기

 내 꿈은          예요. 통일이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 친구들의 장래희망과 통일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생각 나누기
 “통일 희망나무”를 꽃피워요

- 통일 희망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예) 선생님이 준비한 통일 희망나무 줄기에 ‘통일의 꽃’ 달기
- ‘통일의 꽃’ 감상하기
- 활동 소감 발표하기 (PMI분석)

▲통일의 꽃

▲통일 희망나무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통일의 과정에서 진로와 연결하여 자신의 역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피드백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여 통일 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 희망나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친구나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하루종일 집에만 있으니 지루했는데, 비록 마스크를 
써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통일 희망
나무를 완성하니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마음

  통일로 가는 길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
하여 최소한의 혼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수업 Tip

 원격수업이 면대면 수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전략을 구성한다.

 면대면 수업 시 다양한 
협동학습 전략이 시기적절
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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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3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온책 � �� ��� ��� 마세요!

열매
맺기

  

 프로젝트 의도

  평화․통일과 평화감수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서, 다가오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에 대
해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도록 한다. 나아가 미래의 평화로운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됨을 알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 나아가 미래 통일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는 온책 읽기

 통일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온라인 수업(e-학습터)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를 알아보고,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 그려보기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 알아보기

 주제: 다함께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온책으로 만나기 자 북한이해·통일교육
‣‘무기 팔지 마세요!’ 읽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영화

속으로
7월 
1주

 통일을 위한 노력 도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알아보기
‣하나되기 위한 노력 알아보기 

돌아가며
말하기

7월 
1주

 통일 이후의 모습
    상상하기

미
1-5. 현실 너머의 세계

‣통일 한국의 모습 상상해보기
‣상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 표현하기

생선뼈 7월 
2주

1-3. 애니메이션 속으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우리가 꿈꾸는 통일 음 1-6. 섬마을
    (제재곡 변경)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음악 
연주하기

기악 합주 7월 
2주

 주제: 다함께 그려보는 평화로운 지구촌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소주제 교과 및 단원 통일교육 관련 재구성 내용 수업전략 지도
시기

평화
감수성

 책 속 인물 만나기 국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온책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온책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 관련짓기

칠판
나누기

7월 
3주

 NGO 활동하기 도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 해결방안 
찾아보기

신호등
토론

7월 
3주

 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촌 평화

도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 그려보기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해보기

체험학습 7월 
4주

 함께 사는 지구촌 음 2-8. 뮤직비디오 만들기

‣‘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뮤직비
디오 제작하기

뒷 이야기
꾸미기

7월 
4주

 기대효과  
 전쟁의 아픔과 북한 바로 알기➠통일의 필요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의 과정 알기➠ 통
일 대한민국의 모습과 지구촌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평화 ․ 통일교육 체계를 통하여 생활 
속 살아 숨 쉬는 통일교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다함께 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발전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다양한 갈등이 해결된 지구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통하여 평화감수성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이다.

바
람

  아이들은 보다 발전된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함께하는 지구촌을 꿈꾸는 희망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

주
제 

가. 다함께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나. 다함께 그려보는 평화로운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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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맺기 가. 다함께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통일 후 평화로운 한반도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면서 통일의 의지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통일이 나의 미래와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 계획을 세워
봄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의 통일에 대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중점 :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온책으로 만나기
자율. 북한이해 ․ 통일교육

(7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온책을 읽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온책 인물들이 하고 싶은 말
- 온책(무기팔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어 평화 ․ 통일을 위해 노력한 분들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통일 준비 연표 만들기

통일 준비 연표
Tip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과거부터 있었음을 깨닫
고 본받을 점을 찾아 내
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조사한 인물들을 시기별로 정리한다.
② 정리한 인물들을 붙이고 업적을 정리한다.
③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리고 공유한다.(댓글달기)

 스포츠로 하나되는 한반도 (사진 속으로 - 영화 속으로)
- 영화 ‘코리아 Making Film’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8RmwZpvjfcg
- 남북한이 하나되어 치룬 대회나 종목, 장면 알아보기
- 스포츠 외 남북한 교류를 통하여 보다 좋아질 분야 알아보기

 지금 이 순간
-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점 알아보기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떠올리고 다짐하기

▲ 온책 읽은 장면

▲ 지금 이 순간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내가 노력할 점을 알고 있는가?
 피드백 밝고 행복한 미래는 아무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음을 지도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2.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7월 1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
- ‘한반도에 전쟁은 이제 없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Xz1XNMLyas0
- ‘남북정상 웃게 만든 제주소년 오연준’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Jg0AqlFGsro
- 판문점 선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가상 정상회담 (돌아가며 말하기 – 문장으로 쓰기)
- 남북정상이 되어 가상 정상회담을 하며 남북문제 게시판에 쓰기

가상 정상회담
Tip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① 역할 카드를 나누어 가진다. (남북 대표)
② 남북문제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나눈다.
③ 판문점 선언 자료를 살펴보며 비교한다.

 하나되는 마음 다지기
- 진실한 마음을 담아 북한 친구에게 편지쓰기(활동지)
- 통일을 위한 우리 노력의 필요성을 알고 마음 다지기
- 편지글 낭송 연습하기(과제: 등교 수업 시 직접 낭송해 보기)

▲ e-학습터 메인화면

▲ 내가 만든 판문점 선언

▲ 편지글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가상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만들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
 피드백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마음이 하나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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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모습 상상하기
미술 1-3, 미술 1-5

(7월 2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본다.

 내가 꿈꾸는 세상 (생선뼈) 
-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 상상해보기
-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통일이 된 한반도는~~)
- 각 주제를 정하고 세부 내용 완성하기

 DMZ 통일기차 타고
-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 생각해보기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물을 보고싶어요. 평양 냉면도 먹고 싶어요.
 북한 친구와 함께 백두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요.

    - DMZ 통일기차 한칸 완성하기 
    - 교실 뒤 게시판: 마음으로 하나되는 DMZ 통일기차 완성하기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만들기
-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주제 구체화하기
 예) 통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통일 대한민국의 스포츠 등
- 주요 장면 그리기 및 말풍선 채우기
- 애니메이션 제작 및 감상하기

▲생선뼈

▲ 통일기차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피드백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 
정리 및 모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통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음악 1-6. 섬마을(제재곡 변경)

(7월 2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어울림을 느끼며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음악을 연주한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제재곡 변경)
- 아름다운 나라의 가사를 살펴보며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느끼기

아름다운 나라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 골목 선 담장
은 달빛을 반기네 / 겨울 눈 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
근한 흰 빛이 센바람도 재우니 / 참 아름다운 많은 꿈
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중략)

Tip  아름다운 나라
의 가사를 살피며 
연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미리 생각하고 느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 악기 연습하기
- 개인별 연습: 각자 맡은 악기의 주법을 익히기
- 모둠별 연습: 악곡에 맞추어 파트별 연습하기

 기악 합주하기 (기악 합주)
- 악곡의 특징을 살려 기악 합주 연습하기
- ‘아름다운 나라’ 의미를 살려 기악 합주 공연하기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교실 내 실천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개별연습 및 손씻기(악기 관리)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개별 연습 장면

▲ 합주 장면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어울림을 느끼며 기악 합주를 할 수 있는가?
 피드백 ‘아름다운 나라’ 악곡을 먼저 익히고, 음악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악기를 통해 연주하고 합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싶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내가 만든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좋았다. 꼭! 선언문처럼 되길~~

 아름다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선생님 마음

  통일을 너무 먼 미래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
음과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어릴 때부터 대비하고 준비
해야 함을 함께 배우고 함께 
마음 속에 새겨보길 바란다. 

수업 Tip

 가정에서 혼자한 학습과 
교실에서의 모둠학습이 
잘 연계되도록 한다.

 기악합주는 기능적 측
면보다는 마음을 담아 
연주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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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맺기

나. 다함께 그려보는 평화로운 지구촌
 더 나은 미래를 다함께

 ‣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함을 알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익혀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중점 : 평화로운 한반도가 함께 하는 지구촌 만들기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책 속 인물 만나기
국어 독서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7월 3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온책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삶을 관련지어 지구촌 문제를 알아본다.

 보미의 고민이 나의 고민
- 온책 읽기 후 ‘무기 팔지 마세요’ 시청하며 내용 정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3ffomA-9FY4
- 장난감 총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하기
- 장난감 총 외에 우리 주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알아보기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 찾아보기
- ‘지구촌의 문제들’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Fm9GMUJVn6I

 지구촌의 문제: 전쟁, 환경파괴, 질병, 굶주림, 차별, 자연재해 등

- 그 외 지구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주제 찾아보기
 지구촌에 관심을 (칠판 나누기 – 화면 나누기)

- 여러 주제 중 하나 선택하기
- 선택한 주제(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여 정리하기
- 붙임쪽지에 정리하여 사진 찍어 게시판에 올리기
- 각자의 생각을 모두 모아 모니터로 확인하고 공유하기

▲ 온책 내용 정리

▲ 화면 나누기

▲ 가정학습 모습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가?
 피드백 온책의 문제 외 다양한 지구촌 문제를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고 

나와 우리의 생활 속 영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NGO 활동하기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7월 3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지구촌 문제 중 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전쟁의 아픔 떠올리기
- ‘세 살 난민 쿠르디를 받아줄 곳은 천국밖에 없었나?’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4jZ1MgPkWs
- 6·25 전쟁을 되돌아보며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 느끼기
-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어려움 알아보기
 예) 굶주림, 생필품 부족, 질병, 부상, 교육기회 박탈, 거주지 파괴 등

 티끌 모아 태산
-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예) 용돈을 절약하여 돕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등
-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돕고 싶어요

 나는         원을 절약해                                     할
만큼 모았습니다. 내가 절약할 수 있었던 까닭은               때문입니다.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어린이 국제회의 (신호등 토론)
- 지구촌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토의하기(인터넷 채팅)
- 지구촌 이웃을 도우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토의 내용 정리하기
-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보내는 의견서 쓰기(과제)

▲ e-학습터 장면 

▲ 티끌 모아 태산

▲ 의견서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가?
 피드백 지구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중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꼬마 NGO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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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촌 평화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7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알아보기
 예) 한국 국제 협력단, 국경 없는 의사회 등
-  다양한 단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둠별 정리 및 발표하기

 사랑이 가득한 지구촌
- 지구촌 문제를 지우는 빙고놀이

빙고! 마음이 자라요
① 빙고 판의 빈칸에 <보기>에 있는 지구촌 문제를 한   
  단어씩 씁니다.

② 돌아가며 지구촌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말하고, 말한
   단어가 있는 칸을 지웁니다.
③ 지운 칸이 두 줄이 되면 빙고를 외칩니다.

<보기>
전쟁, 질병, 환경파괴, 
온난화, 종교갈등, 
인종차별, 고령화, 
에너지 부족, 굶주림

 평화가 가득한 세상 (체험학습)
-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를 보고 지구촌 이웃의 고통 알아보기
- 종이로 축구공 만들기
- 축구공을 만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보기
-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보기

▲빙고 하는 장면

▲ 축구공 만들기 체험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형성평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라는 우리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는가?

 피드백 놀이 등의 일회성 학습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체험
학습을 통한 의미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함께 사는 지구촌
음악 2-8. 뮤직비디오 만들기

(7월 4주)

단계 활동내용 역량 활동모습

배움목표  ‘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 그림을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 ‘아름다운 나라’ 함께 부르면서 마음열기
   - 우리가 만든 영상광고와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 ‘무기 팔지 마세요!’의 뒷이야기 상상해 보기

 그림으로 표현하는 생각이 자라는 교실 (뒷이야기 꾸미기)
   - 뮤직비디오 스토리를 생각하며 표현할 내용 이야기 나누기
   - ‘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의 모습 그림(스틸 컷)으로 표현하기
   -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생각 더하기

 그림의 기술보다는 생각한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적인 스토리(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마음이 영그는 우리
   - 음악 선정하기(아름다운 나라, We are the world, 고향의 봄 등)
   - 뮤직비디오 만들기
   - 뮤직비디오 감상하기 및 공유하기

▲ 스틸 컷 제작과정
및 결과물

▲ 뮤직비디오 장면

배움만남

배움나눔

다함께
배움

평가활동 수행평가  만들 뮤직비디오에 알맞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선정할 수 있는가? 
 피드백 평화로운 통일 한국과 세계의 모습을 상상하며 뮤직비디오로 표현하도록 하고, 

만든 자료를 공유하여 평화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화감수성이 자라난 우리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보다 더 멀게 느껴졌던 통일과 
그 이후 모습의 배움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지구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평화로운 한반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하여!

선생님 마음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미래 시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철저
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수업 Tip

 마음 속 내면화를 위하여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키거나,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서 만든 결
과물로 배움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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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결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적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양·질적 변화, 가정과의 연계 

정도,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 측면 등에서 통계적 수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11111 연구의 결과  

  가. 수업 중심의 통일교육 결과 및 결과 분석(학생용 사후검사 결과)           N=23

영역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
통

1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다. 0(0%) 5(21.7%) 15(65.2%) 3(13.1%)

2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0(0%) 5(21.7%) 14(60.9%) 4(17.4%)

3 나는 나라의 위기 시 우리나라를 구한 호국인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0%) 5(21.7%) 12(52.2%) 6(26.1%)

협
력

4 나는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실천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0(0%) 6(26.1%) 12(52.2%) 5(21.7%)

5 우리 반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힘이 길러졌다. 0(0%) 3(13.1%) 16(69.5%) 4(17.4%)

6 우리나라의 통일은 힘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0%) 3(13.1%) 15(65.2%) 5(21.7%)

존
중

7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3%) 8(34.8%) 13(56.6%) 1(4.3%)

8 남과 북의 다름을 알고 통일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0(0%) 10(43.4%) 13(56.6%) 0(0%)

9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서로 다름에 대하여 충분히 알게 되었다. 0(0%) 10(43.4%) 12(52.2%) 1(4.3%)

공
감

10 통일과 관련된 배움활동이 평화의 마음 함양에 긍정적이었다. 0(0%) 8(34.8%) 11(47.8%) 4(17.4%)

11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0(0%) 3(13.1%) 15(65.2%) 5(21.7%)

12 나는 힘들어도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0(0%) 8(34.8%) 15(65.2%) 0(0%)

프
로
젝
트

13 지금까지 나라사랑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다양했다. 0(0%) 1(4.3%) 16(69.6%) 6(26.1%)

14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통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0(0%) 6(26.1%) 12(52.2%) 5(21.7%)

15 나라사랑교육은 토론, 음악, 도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셨다. 0(0%) 0(0%) 14(60.9%) 9(39.1%)

16 학교에서의 배움 내용이 생활에 유용하였다. 0(0%) 2(8.7%) 12(52.2%) 9(39.1%)

평화감수성 4가지 영역의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하면 사전에 비하여 사후 평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가 평화감수성 4가지 영역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통’, ‘협력’, ‘공감’의 

3가지 영역은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5(P<.05.)를 기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존중’영역의 경우 평균은 향상되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영역 N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MD SD MD SD

소통 

23

4.652 1.668 5.826 1.302 -1.174 0.887 -6.348 0.000
협력 4.826 2.167 6.087 1.474 -1.261 1.251 -4.833 0.000
존중 4.652 1.555 4.783 1.506 -0.130 0.344 -1.817 0.083
공감 4.435 1.727 5.565 1.472 -1.130 0.757 -7.161 0.000
또한 양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적 수치 외에 학생들의 모습 관찰, 소감문 쓰기 및 

수업일기 등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평화 ․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평화
감수성 역량의 함양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자�배우는�원격수업+���배우는
체험활동을� 통해� 소통� UP

���속�배��������않고
�활�속에�����협력의� 마음

���을�존중하는�마음�속에서
����해�하�는�존중의� 자세

���의�소중�을�느끼고
서�의� ��을� 이해하는� 공감�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요 나와의 다름을 알아가요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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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분석

 주제에 맞는 흥미로운 활동과 체험이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평화 · 통일의 마음을 내면화에 도움이 되었음.
 다양한 통일의 방법 중 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지시킬 기회가 되었음.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체계적인 블렌디드 수업이 평화감수성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음.

  이번 연구를 통하여 평화·통일 마음 UP, 스스로 학습 UP,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수업 흥미 UP 되었음. 
일회성 체험과 무의미한 계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유목적적 평화 · 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가득한 평화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음.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 나̇ 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평화감수성이 길러졌음.

  나. 가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결과 및 결과 분석(학부모용 사후설문 결과)  

스스로 계획, 스스로 실천 생활 속 통일교육의 흥미도 프로젝트 참여 의지

1. 자녀는 프로젝트 학습 기간 동안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였다.

 배움을 가정과 유기적으로 연계
하면서 스스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녀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
방법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겼다.

 평화 ․ 통일 관련 배움내용을 가족
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실천 방안
을 고민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음.

3. 자녀는 프로젝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정과 연계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흥미로운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결과 분석

 유목적적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법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앎이 삶으로 반영되는 생활 속 평화 ․ 통일교육을 통하여 배움의 흥미도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었음.
 통일통일 을을   만̇ 나̇다 ̇ 프로젝트를 통한 체계적인 배움이 평화 · 통일의 마음과 평화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

  다. 교수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통일교육 결과 및 결과 분석(교사용 사전․사후설문 결과)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2. 통일교육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는가? ✑ 결과 :  『통일통일 을을  만̇나̇다̇』프로젝트를 통
해학교 및 학생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긍정적 답변 43%→79%)하였음.

✑ 결과분석: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제공되면 현
장에서 평화 ․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음.

8. 통일교육에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가? ✑ 결과: 『통일통일을을  만̇나̇다̇』프로젝트를 활용하
면 평화 ․ 통일 수업 시 다양한 수업기법(긍
정적 답변 57%→86%)을 적용할 수 있었음.

✑ 결과분석: 교사와 학생 모두가 평화․통일
교육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음.

프로젝트의
일반화
가능성

 결과 분석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통일통일을을  만̇나̇다̇』 프로젝트가 평화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
 구안한 『통일통일을을  만̇나̇다̇』 프로젝트 자료가 교사들의 평화 ․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교사들의 수업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재 연구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문학작품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인문학 여행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기술을 익히고, 존중과 공감의 마음을 쌓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 의식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 평화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는 인문학

가정-학교가 함께하는 블렌디드 수업

평화감수성으로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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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연구의 일반화
  

  가. 교내 컨설팅을 통한 일반화

본 연구의 평화·통일교육 방법 개선에 대한 작은 노력과 변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교내‧외 

컨설팅 및 민주적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1학기는 관내․외 배움중심 및 평화·통일교육 수업 전

문가를 초청하여 수업과 통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연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학기에는 본 연구 노력의 결과(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적용 과정 공유,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 

수업기법 및 노하우 공유)를 함께 나누고 확산시키기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Ÿ 1차 컨설팅: 명사 초청-수업 전문가되기, 4월 中
Ÿ 2차 컨설팅: 통일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배움수업, 6월 中

Ÿ 3차 컨설팅: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9~11월 中
Ÿ 4차 컨설팅: 통일교육 연구학교 및 연구회, 11월 中 

   

협의회 장면 협의회 자료 및 결과물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 결과물

  나. 지역 활동 참여를 통한 일반화

지역 내 각종 연구회(수업연구회, 통일연구회, 인성연구회 등)와 본 연구의 활동들을 공유하여 많은 

교사들이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활동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어울리는 

평화·통일교육 및 배움중심수업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통일교육과 배움중심수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배움을 나누는 교사연구회】
 마음을 잇는 만남

- 교육과정 재구성(성취기준 추출, 활동지 
및 평가지 제작) 등 마음을 잇는 평화 

․ 통일교육 수업 Tip 연구 및 공유

 생각을 잇는 나눔
- 다양한 교실 상황을 전화상담, SNS(○○

○톡)를 통해 이야기 나눔으로써 평화·
통일교육의 현장 실천에 도움을 주었음

 자생 동아리와 함께하는 연구
- 수업의 혁신을 위한 자생 동아리 

활동(주제발표, 수업공개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역 연구회 연계
- 연구 내용과 활동 결과 검토 및 분석
- 배움내용(『『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 』 

프로젝트)의 지역화

행복지구 교사 동아리

 민주평화통일 ◇◇시협의회 지원
- 새터민 통일여행 등 통일을 향한 

지역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

 장애인 열린학교
- 장애인 열린학교 통일 밥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통일교육 
모티브를 제공 받음

 지역에서 발행되는 ‘통일지’ 홍보

지역 통일활동 지원

이 외에도 학교 통일교육주간 운영 및 다양한 평화 ․ 통일 관련 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 서부

보훈지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협의회, 지역 내 교육기관(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시청(주민센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기업 등과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와 연구의 추진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여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통일교육주간

▪  묵념 실시(6월 6일 10시 감사 및 추모 묵념)

▪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은 통일의 보배’ 활동 전개
▪ 우리 소원은 통일 캘리그라피
▪ 통일이의 2박3일 북한여행기 배움 활동

활동 모습 및 결과물 

평화감수성 신장
▪ 지역 통일 관련 행사 및 대회(2020 평화통일 작품 공모전) 참가
▪ 전국 단위 통일 관련 대회 참가
  - 제8회 DMZ 학생미술공모전 참가
  - 제51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참가
▪ 개발 프로젝트(『『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 공유 및 홍보

에코백 만들기, 요즘시대 감성의 나라사랑 통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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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일통일 을을   만̇ 나̇ 다̇ 』』평화감수성이 길러졌습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통일을 만̇나̇다̇』

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로 구안 ‧ 적용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11111 결론  

  가. 마음을 잇는 통일교육, 하나되는 평화감수성 성장일기

교육과정과 연계된 온책 읽기의 만남으로 진정한 평화감수성 형성  

 함께 번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 꿈이 싹트는 인문학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책과 친해지고 

문학작품 속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보는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활 속 배움‘앎’을 통해 평화·통일의 정신이 ‘삶’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화 ·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길러 통일 문제를 내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함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었음.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배움활동으로 평화감수성의 내면화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시켜 마음을 연결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소통하는 협력학습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의 배움활동 연계를 통하여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배움의 재미를 느끼는 수업이 실현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인 평화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블렌디드 수업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배움 ‘앎’이 생활 속에서 평화 ·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내면화의 결과를 얻음. 

『통일을 만̇나̇다̇』프로젝트로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 형성

 전쟁의 아픔,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 문제와 평화의 소중함, 통일의 필요성,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그려보기까지의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동안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배움 

활동을 통하여 평화 ․ 통일이 가지는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멀게만 느껴지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로운 통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체험해 

보는 의미 가득한 경험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음.   

평화감수성 함양을 통해 긍정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교실 공간 구성, 마음의 

문을 여는 배움활동을 통해 평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평화 ․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자세를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소통, 서로의 힘을 합하는 협력,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공감이 가능한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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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연계( )한 배움 

확장으로 의미를 더하는
평화·통일 이끔이

또 또 또 다른 다른 다른 또 다른 배움공간배움공간배움공간배움공간배움공간    가정가정가정가정가정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으로

미래형미래형미래형미래형미래형    평화평화평화평화····통일교통일교통일교통일교평화·통일교육육육육육

평화 ․ 통일의 문제가
내 삶과 연결되어 

협력적으로 함께 배움( )

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   가득한가득한가득한 가득한    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

유의미한 배움과

다양한 체험( )이 가득한
머물고 싶은 학교

통일통일통일통일통일의의의의     꽃꽃꽃꽃꽃이이이이     피어나는피어나는피어나는피어나는    교실교실교실교실교실

온책 읽기를 활용하여 

통일 문제( )를 만나는 
교육과정 재구성

 

인문학인문학인문학인문학인문학으로 으로 으로 펼치는펼치는펼치는으로 펼치는    통일교육통일교육통일교육통일교육통일교육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여러 선생님의

통일수업 Tip을 공유하는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성장성장성장성장성장하는 하는 하는 하는 교사교사교사교사교사

블렌디드 수업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을 활용한

『통일을 만̇나̇다̇』
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기르기

2222222 제언

통일교육도 요즘 아이들의 감성에 맞추어,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발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일회성 체험이 아닌 학교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많은 고민과 전문가 협의를 거친 후 교과(주제중심 재구성 등)와 연계된 수업 속에서 평화·

통일의 마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번영을 위하여 적용할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화 ‧ 일반화 ‧ 유목적화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333333 참고문헌

Ÿ 제목변경
 - 계획서 제목: 『『통일통일을 을 만만남남··나나눔눔··다다함께함께』』프로젝트프로젝트로 로 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 기르기 기르기

 - 최종보고서 제목: 블렌디드 수업블렌디드 수업을을 활용한『 활용한『통일통일을 을 만만남남··나나눔눔··다다함께함께』』프로젝트프로젝트로로  평화감수성평화감수성 기르기 기르기
 - 변경 사유: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으로 인하여 구안한 프로젝트의 적용 방법에 변화가 

필요했으며, 나아가 가정과 연계한 학습의 강화를 통하여 평화감수성 기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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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교육으로 통일을 프로그래밍하다

1. 연구의 필요성

체육분야처럼 이념을 뛰어 넘는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필요함.

➜ SW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념도 문화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이고, 남북한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가. SW를 활용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나. 남․북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다. 통일 의식 향상

 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

 마. 미래지향적 사고능력 함양

3.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28명) , 

                              2019년 3월 ~ 8월, 2020년 3월 ~ 9월

4. 실행 내용

SW교육활동을 적용한 17가지의 통일교육 활동을 개발하여 통일 교육 수업에 적용함.

5. 검증 방법 및 결과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각 과정들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80%이상이고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

6. 제언 

 가. 남과 북의 학생들이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공통적으로 학습하여 교육에

    서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나. 통일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타 분야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다.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이 통일된 미래한국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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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에서는 항상 화합과 감동을 선사하였던 남․북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남북한의 선

수들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은 우

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선수들을 

한 팀으로 결성한 여자 하키 대표팀은 승패를 떠나서 매 투혼을 발휘하며 대회 내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해 4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

를 내며 온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 주었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부터 시작된 남․북한 단일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

음 시작된 남․북한 공동입장, 체육 분야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큰 문제

없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로 남과 북이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합의 및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왜 ‘체육’분야 일까?

우리가 흔히 올림픽을 이야기 할 때 인종도 이념도 뛰어넘는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정신을 강조한다. 운동경기장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듯 체육 분

야에는 오직 스포츠정신만 생각하면 될 뿐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

한 답이 있는 실제 세계와는 다르게 – 그래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세계와는 다르게 

- 오직 하나의 규정과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인종, 다른 이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쉽게 화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남․북한 화합과 교류 분야에서‘체육’분야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인류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개발한‘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습

성, 문화, 이념 등을 담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70여 년 동안 분단

되어 지내는 동안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들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인

류가 만든 ‘언어’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는 ‘언어’가 있다. 그것은 바

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SW를 통한 남북한 교류 분야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SW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 ’‘ ’ 등의 어플리케

이션은 만든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와 관련 없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고, 막대한 수익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 및 생

활양식까지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는 ‘SW중심사회’라고 일컬어질만큼 SW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SW가 개발되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요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한 SW

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SW를‘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장차 지금의 학생

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개발한 SW가 남․북한 사람들의 화합 및 통일

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여자하키 단일팀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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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SW교육의 방법을 진로교육에 활용한 실천사례 연구이다. 진로교육에 SW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체육 강국이다. 인구는 5천만명으로 세계 28위이지만 올림

픽을 하면 어김없이 10위안에 들어간다.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이 순위는 더 앞당겨

지게 된다. 남․북한이 모두 체육 분야에 강하기 때문에 교류도 활발하다고 볼 수 있

겠다.  

SW분야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국가적으로 SW분야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충분히 이 분야의 강국

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굵직한 해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북한 소

행을 의심하는 일이 많다. 이는 북한 사람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수준급이라는 사

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음지

에서 양지로 가지고나와 바르게 사용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체육 분야처럼 어떠한 이념이나 다른 목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이 동시에 학교교육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SW중심사회에서 컴퓨팅 사고력은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배달 음식

을 시킬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도 우리는 컴퓨터

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직업과 산업, 그리고 생활이 컴퓨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팅 사고력 함

양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단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

운 발판도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컴퓨

팅 사고력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극복하면 우리민족에게 더 좋은 기회로 찾아올 것

이다.

     

어른들도 어려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최근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개발이 되었다. 스크래치 , 엔트리 , CODE.org  등의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초등학생들도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

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남북한의 어린이들이 함께 통일이라는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면 분단된 현실과 마음의 벽도 무너트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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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SW교육 방법을 활용한 통일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본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떠한 이념도 섞여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남․북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작은 통일이 시작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활동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 및 통일된 이후

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받은 통일교육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

일교육 자체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미래사회와 통일된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우리의 미래이다. SW교육으로 통일된 대한

민국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고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

   가. 연구 기간 : 2019. 3. 2.~ 2019. 8. 31.  2020. 3. 2. ~ 2020. 9. 30.

   나. 연구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28명)

   다. 연구 방법 :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학생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통일 교육활동을 개발하여 수

업에 적용한다.

   라. 적용 방법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재구성하여 실시하며, 한 학기에 적용

하여 볼 수 있도록 17가지의 활동으로 구성한다. (1주일에 1차시 및 

한 가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일반화   : 연구보고서는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지도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록은 학습활동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본 연구에서 제작한 EPL 예제 파일은 에듀넷, 인디스쿨 등을 통하

여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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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실태

     가. 학교 규모 : 30학급 전교생 약 800명(한 학년 5개 반)

       ➜ 농어촌에 위치한 본교는 비교적 학급 수 및 학생 수가 많은 편이고 인근지역의

          중심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활동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 

     나. 학교 위치 : 경기 파주시 조리읍(남방한계선과 직선거리 약 10km)

       ➜ 판문점,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등 분단과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장

          소들이 많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서부터 통일에 대하여 많이 접해왔다.

     다. 주요 통일 교육활동 : 통일체험학습, 통일교육주간 운영(전 학년, 6차시) 등

       ➜ 본교 교사들의 통일 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통일에 대한 학급 학생들의 실태 조사

첫 도덕수업 시간.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6가지 가치(1단원 자주, 2단원 봉사, 3단원 

성찰, 4단원 공정, 5단원 통일, 6단원 국제협력)를 언

플러그드 SW교육활동에서 활용하는 정렬망 학습지

를 통하여 정렬해 보았다.

(2019.3.18. ○○초등학교 6학년 ○반 N=26)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3. 실태 조사 방법(언플러그드 SW교육활동 ‘정렬망’ 학습지 활용)

❶ 왼쪽 칸에 6가지 가치를 한 칸에 한 개씩 쓴다

❷ 두 개의 가치를 묶어서 한 원 안에 쓴 다음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파란색, 덜 소중하

   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빨간색으로 보낸다.

❸ 이동이 완료되면 가장 오른쪽에 내가 가장 소중하

   게 생각하는 가치부터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정

   렬이 된다.[부록 1]정렬망 학습지

  4. 실태 조사 결과

  

1순위 가치
자주 봉사 성찰 공정 통일 국제협력
0 3 2 9 8 4

6가지 가치 중에 ‘통일’을 1순위로 꼽은 학생이 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통일

체험학습 및 매년 내실있게 진행되는 통일교육주간,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

수성 때문인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학

생들을 통일 시대의 리더로서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6순위 가치
자주 봉사 성찰 공정 통일 국제협력
11 0 6 0 5 4

6가지 가치 중에 ‘통일’을 가장 마지막 순위로 꼽은 학생이 5명으로 역시 많은 

편이었다. 양극화가 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교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여 위해 새로운 가치로 우리의 의견을 통합하는 활동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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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을 통일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언플러그드, EPL, 피지컬컴퓨팅 등 다양한 방

법을 구상하였다. 또한 1학기(17주 기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17개의 활동으로 구성하

였다. 각 활동들은 한 차시에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차시에 걸쳐서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차시를 명시해 두었다.(※순서는 본 연구를 적용한 활동 순서임)

순서 내용 통일 학습 요소 SW교육 방법
필요
차시

1 통일교육의 준비

2 통일을 위한 과정 통일 과정과 방법 
생각해보기 언플러그드 1

3 통일을 노래하고 연주하다 통일 의지 기르기 피지컬 컴퓨팅 2

4 통일된 대한민국을 누벼라!(오조봇)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피지컬 컴퓨팅 1

5 통일된 대한민국을 누벼라!(햄스터로봇)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피지컬 컴퓨팅 1

6 DMZ 탐험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EPL 1

7 통일 낱말 사전 북한에 대하여 
알아보기 EPL 1

8 클릭 통일 대한민국! 북한에 대하여 
알아보기 EPL 2

9 ‘통일’을 쓰다 통일 의지 기르기 EPL 1

10 통일 발걸음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EPL 1

11 통일 열차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EPL 1

12 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EPL 2

13 통일 퀴즈 북한에 대하여 
알아보기 EPL 1

14 통일 보드 게임 통일 의지 기르기 EPL 2

15 통일 대한민국 채우기 통일 의지 기르기 EPL 1

16 자유로를 달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EPL 1

16-1 자유로를 달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네오봇) 통일된 미래
상상하기 피지컬 컴퓨팅 1

17 가상 통일 인터뷰 통일 의지 기르기 EPL 1

17-1 가상 통일 축전 통일 의지 기르기 EPL 1

  언플러그드  : 컴퓨터 없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

  EPL  :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예:스크래치, 엔트리 등)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

  피지컬 컴퓨팅  : 사용자가 설계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로봇이나 교구들을 제어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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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통일 현장

체험학습

[2018 학교통일체험교육 경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DMZ 일대로 통일현장체험학습

을 가게 되었다. 임진각, 도라

산 전망대, 도라산 역 등의 견

학을 통하여 분단에 대한 현실

과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통일 체험 학습

통일교육

주간운영

북한말 알아보기, 통일 아나

운서 체험, 찾아가는 통일교

육 등 통일교육원 운영 일정

에 맞추어 본교 통일교육주

간을 운영하였다. 이 주간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고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

압화를 

통한

통일의 꿈

만들기

한 학기동안 SW를 활

용한 통일교육을 컴

퓨터와 로봇을 위주

로 실시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아날

로그적 감성을 키우

기 위해 봄철 야생화

를 이용한 압화 만들

기를 실시하였다. 한반도 지도 압화 만들기 과정

통일 

USB메모리 

포트폴리오

프로그래밍언어를 활

용하여 통일을 위해 

만들게 될 자신만의 

프로그램들을 저장해 

놓을 USB이다. 이 USB

의 고리에도 자신이 

생각한 통일을 표현하

여 활동하는 내내 잊

지 않도록 해주었다. [부록 2]학생 개인의 USB메모리와 고리

통일의

주역은

바로 나

(자신의

사진)

통일을 위한 주역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끔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개인별로 편집하여 나누어 주었다.(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삭제하여 

파일을 USB메모리에 담아줌) EPL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활동을 할 때, 자

신의 모습을 넣어 더 실감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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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SW 교육 목표 순차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분단의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과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관련 성취 기준

[6사04-0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6도03-03] 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분단의 역사를 알게 되면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단으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계를 그 당시로 되돌려 분단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있을 통일의 과정도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고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여 본다.

6학년 도덕 5단원 3차시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통일 

과정과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 과정은 SW교육이 순

차사고와 연관 지어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과정을 생각하고 정

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

을 통해 분단이 되었는지도 역사를 통하여 알아본다. 6학년 도덕 5단원 3차시

[부록 3]명령 블럭 [부록 4]분단 과정 [부록 5]통일 과정

 부록의 자료들을 A4라벨지에 인쇄하여 분단의 과정을 일고 이를 통하여 통일의 과정을 

계획하여 본다. 통일의 과정을 계획할 때에는 6도덕 5단원 3차시를 참고하여 ❶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혁하는 모습 ➜ ❷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 신설 

➜ ❸ 통일 헌법의 제정과 남북한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의 과정이 드러

나도록 한다.

 분단과정이 담긴 명령 블럭을 순서대로 조합해보면서 분단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였음을 

알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여 본다. 

6학년 1학기 역사와 관련하여 분단

과정은 잘 붙였지만 통일 과정을 상상

해서 써 넣는 것은 다들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실제 통일의 과정이 쉽지 않

듯이 이 문제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제 첫 걸

음을 내 딛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사진 학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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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SW 교육 목표 피지컬 컴퓨팅 도구(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하여 연주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악의 힘을 통일교육

에 적용하여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연주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마음의 힘을 키

워나가고자 한다.

[부록 6]통일 동요집 [부록 6]통일 동요집 노래 목록

 요즘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통일과 관련된 창작동요(일부 

가요 포함) 27곡을 모아 가시집을 만들었다.(미니 사진 앨

범 활용) 매주 1~2곡씩 자투리시간에 노래를 배우고 매주 

금요일 마지막시간에 모둠별로 발표를 통하여 노래도 부르

고 통일에 대한 의지도 굳게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사진]통일 동요 부르기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 제한

되어 가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하였다. 이 채널은 향후 통일 교육을 위한 자료로 공유할 예정.

https://www.youtube.com/watch?v=a6Ra28xGdL4&list=PLbBF8RGgrzNqOm8zQb_ICQQ_O0bUIhWCu

 통일 창작동요 부르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SW교육활동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직

접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을 연주할 기회를 만들었다.

‘메이키메이키’라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통일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교구를 활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연주할 수 있는 음을 자유롭

게 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활동 자료]메이키메이키 스트립트 예시

[학생 작품]통일 연주 악기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한 모양으로 

악기를 만들었다. 가르쳐주기도 전

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담긴 악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통해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 사진]통일을 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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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SW 교육 목표 컬러코드를 이용하여 오조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 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국토를 누비는 상상을 해 본다. 목적지는 백두산이지만 그

곳 까지 가는 길에 있는 유명한 곳들도 방문하여 본다. 또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

으로 길을 찾아가는 로봇을 타고 간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 될지 함께 만들어 본다.

   

  2030년, 6.25전쟁으로 분단되었던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1년 후. 초등학생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어른

이 되어 부산에서 만나서 백두산까지 가는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는 내용의 [FLASH 동기유발 자료]

 통일이 된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기유발 영상을 시청한 후, 오조봇과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을 프로그래밍 하였다. 총 6단계의 과정이 있고 각 

과정을 통과하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고 그곳과 관련된 사진이 담겨있는 미션스티커를 

받아 한반도 지도에 붙일 수 있다.

[부록 7] 교수학습 과정안 [부록 8] 한반도 지도 [부록 9] 미션 스티커

 

대전       강릉

 

서울        평양

 

함흥       백두산

오조봇

`

오조봇 : 바닥 센서에 의해 선을 따라가는 로봇, 2~4가지로 조합된 컬러코드에 의해 명령을 내려줄 수 있음. 
지도 : 한반도 지도에 6가지 미션이 들어가 있음. 각 미션을 해결해야 오조봇이 목적지까지 도착함.(크기 60cmX90cm)
미션스티커 : 한 가지 미션을 해결할 때 마다 각 도시의 사진이 들어가있는 미션스티커 증정 

모둠별로 해결방안을 찾느라 고민하는 모습이 보

였다. 비슷한 활동을 해보아서 어려워하지는 않았지

만 한 단계씩 해결할 때 마다 학생들은 환호하였고 

북쪽 땅에 진입하였을 때는 사뭇 진지한 모습도 보

여주었다, 
[활동 사진]오조봇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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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까지 모두 통과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길 사이를 모두 이어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한 번

에 갈 수 있도록 한다.(※각 단계를 마커펜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활동 사진]6단계를 하나로 연결

 통일이 되어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동요를 제창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

리 하였다.(본 연구 中 ‘3. 통일을 노래하고 연주하다’관련)

    

[FLASH 동기유발 자료]에서 이어지는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반주와 영상. 국토 최남단 이어도에서부

터 백두산까지, 남과 북의 명소들을 화면에 담았다.

 교내 공개수업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은 관리자를 

포함한 동료교사들의 참관 속에 진행되었으나 학생

들은 공개수업이라는 부담감도 잊은 채 활동에 열

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업 후반부에 이르러 

오조봇이 백두산에 다다르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

데도 모둠원들이 같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모

습은 마치 통일이 된 기쁨을 미리 나누어 보는 것 

같았다. 

 본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실시

하는 통일교육에 찬사를 보내었고 이는 곧 동학년 

모든 반들이 본 수업을 실시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 사진]수업 모습

 본 수업이 실시되기 전 전문

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학

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운

영 방법에 대한 논의 및 연수

가 실시되었다.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연수

그리고 6학년 전체 학생의 

통일의식의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본 연구자 반을 제

외한 4개 반(전체)에서 수업

에 적용되었다.(학부모 공개

수업으로 실시됨) 학생들뿐

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통일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통일된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A반 B반

C반 D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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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p
 

SW 교육 목표 전방감지센서를 활용하여 햄스터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된 한반도를 누비는 활동을 통하여 하나라는 인식을 가진다.

 지금은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누비

고 다닐 한반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반도 모형을 자유롭게 

누비는 햄스터로봇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보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땅이 반쪽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햄스터로봇 : 전방 및 바닥 감지 센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코딩 로봇 햄스터로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학생들은 

이라는 전방감지센서를 활용하는 명령어를 

통하여 장애물을 만났을 때 햄스터로봇을 제

어하는 방법을 익힌다.

[활동 사진]햄스터로봇 코딩 연습

 학생들 앞에 제시된 거대한 ‘한반도 모형’. 햄스터로봇에 직선 주행 및 회전 명령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한번도의 남부, 중부, 북부지방을 누비는 도전을 하게 된다. 각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양한 색깔로 된 미션스티커를 자신의 활동지에 붙일 수 있고 완

성이 되면 형형색색의 한반도가 완성이 된다. 

미로판으로 만든 한반도 모형 [부록 10] 학생 학습지 미션 완료 모습

 학부모 공개수업으로 진행된 본 수업

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를 볼 수 있었

다. 

 학부모님들도 통일교육이 이렇게 재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관하시고, 새 [활동 사진]햄스터로봇 한반도 여행

로운 수업방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많은 격려를 보내 주었다.

수업

참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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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p
 

SW 교육 목표 EPL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DMZ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 DMZ를 탐험하는 활동을 통하여 DMZ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문

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았다. 뽀로로는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이기도하지만 제작과정

에서 남북이 합작한 과정도 있어 그 의미가 더해진다. 

본 수업은 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탐험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각 과정들과 관련된 프로그

래밍 미션을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

었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직접 제작한 플래시애니메이션

으로 제공하여 수업에 흥미와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부록 11]수업 지도안

      

뽀로로와 친구들이 DMZ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

나기로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장을 

먼저 뽑아야 한다는 내용[FLASH 동

기유발 자료 PART 1]

※ 2020년 온라인수업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제작됨. https://youtu.be/kiWhgQ7qqNM

 이 활동을 통하여 통일이 되어도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뽑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투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다.  

➜
➜
➜

결과 확인 스프라이트

➜
➜
➜

무대와 스프라이트 뽀로로와 친구들 스프라이트

 투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씨앗코드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최종 완성된 프로그램은 캐릭터를 클릭하면 ‘투표한 인원’이 1씩 증가하고 5명이 투표

를 완료하면 결과가 화면으로 바로 출력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대장을 뽑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DMZ로 보물을 찾으러 출발한다는 내

용[FLASH 동기유발 자료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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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의 여러 명소들을 보며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자 한다. 퀴즈형식으로 프로그래

밍을 완료하면 보물이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

➜
➜
➜

박사(출제자) 스프라이트

 임진각부터 펀치볼까지 임의

의 번호(1~7번)를 붙여 출제자

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와 일치

한 장소를 클릭하면 정답이라

는 신호가 출력되게 프로그래

밍 한다. ※일부 지역은 DMZ 내

부가 아닌 인근 지역임을 밝힘.무대와 스프라이트 7개의 장소 스프라이트

    

DMZ의 여러 명소들을 지나 강원도 

양구 펀치볼에 도착한다. 그리고 수

달의 도움을 받아 대암산 용늪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는 내용[FLASH 동

기유발 자료 PART 3]

 DMZ에서 서식하는 수달을 만나 수달의 새끼를 찾아주면 보물을 찾는 마지막으로 힌트를 

얻게 된다,

➜
➜
➜

수달 스프라이트

 수달을 새끼들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검정

선에 닿았을 때 우측으로 회전하라는 명령을 사용한다. 

그리고 수달이 새끼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 이동이 멈추

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보물의 위치가 나오도록 한다.
무대와 스프라이트

 뽀로로라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아직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DMZ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여행하였다. 수업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DMZ의 역할과 

가치를 알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활동 1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20587176/
※활동 2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20587708/
※활동 3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2058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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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p
 

SW 교육 목표 ‘묻고 기다리기’명령어를 이용하여 답을 문자로 출력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북한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통해 남북한의 이질감을 회복한다.

분단 70년.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달라졌다. 하지만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인 남한에 비해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한 북한말이 틀렸다 라고는 

할 수 없다. 통일이 되면 단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

겠지만 이 또한 SW의 힘으로 해결해보도록 하자. 통일 교

육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북한말 알아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언어사용을 해결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북한말 번역 앱 구상]출처: 2017 
통일교육연구대회 입상작(통일가정교
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일 의식 향상)

 북한말 알아보기 학습지

를 통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

본다. 그런 다음 북한말과 

같은 의미의 우리말을 알

아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실시하였다.

 모르는 북한말을 입력하

면 대응되는 우리말이 출

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 [부록 12]북한말 알아보기

밍 하였다.(검정색 사각형 부분, 단어 1개에 검정

색 사각형 1개임) 

 만약 우리말을 넣었을 때 북한말이 출력되는 

형식으로 제작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블록 안의 

낱말을 바꾸면 된다. 

통일 전자 사전 코드

자신이 직접 북한말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스프라이트로 사용하였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모르는 말을 입력

할 수 있는 입력창이 생성 되고, 

입력한 단어와 뜻이 같은 북한말

이 출력된다.실행 화면 출력 화면

 자신이 직접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에 활동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북한말도 알고 프로그래밍 방법

도 알고 통일에 대한 마음도 기

르는 1석 3조의 수업이 되었다. [활동 사진]통일 전자 사전 제작

※통일 전자 사전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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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ep
 

SW 교육 목표 스프라이트에 설명을 넣어 표현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남․북한의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남한보다 넓은 북한지역에는 가보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곳도, 보고 싶은 곳도 많다. 

학생들은 아직 남한지역에 있는 명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남한과 북한지역의 명소

들을 함께 조사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토대로 EPL을 활용하여 통일

된 대한민국의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남한지역의 명소(출처: 국토지리

정보원 어린이 지도여행)와 북한

지역 백지도를 편집하여 북한지역

의 명소를 찾아서 표현하는 학습

지를 제작하였다. 

이미 표현되어 있는 서울타워, [활동 사진]북한지역의 명소 표현하기

첨성대, 한옥마을 등 남한지역의 명소를 알아 본 후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역사, 지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

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북한지역에 나타내었다.

[부록 13]북한지역의 명소 표현하기 [학생 작품]북한지역의 명소 표현하기

N서울타워 코드 예시

이미 그림지도에 나와 있었던 남한의 명소 6곳

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표현한 북한의 명소 7곳을 

스프라이트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각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해당 명소에 관한 설

명이 말하기를 통해서 나오도록 프로그래밍하였

다.

무대와 스프라이트

북한의 명소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활동이기에 학생들이 활동에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
였다. 또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클릭 통일 대한민국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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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ep
 

SW 교육 목표 펜 내리기, 펜 올리기를 통해 선을 그릴 수 있다.
통이

통일 교육 목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시작과 끝은 ‘통일’이라는 낱말을 마음속에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쉬

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일. 통일이라는 글자를 정성들여 쓰면서 통일이 어렵고도 

쉬운 일임을 알고, 통일 이라는 글자를 다 썼을 때 성취감과 보람도 느끼는 활동이다.

펜을 종이에 내린다는 뜻으로 이 명령 이후에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면 선으로 표시됨.

펜을 종이에서 뗀다라는 뜻으로 이 명령 이후에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면 선으로 표시되지 않음.

처음 상태 ‘ㅌ’ 쓰기 ‘ㅇ’ 쓰기 ‘ㄹ’ 쓰기

 ❶ㅌ, ❷ㅗ, ❸ㅇ, ❹ㄹ, ❺ㅇ, ❻ㅣ의 순서대로 쓰며 일반적인 획순쓰기의 방향이나 순서

를 지키기는 어렵다. 한 글자가 끝나면 그 다음 글자의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한다.(ㄹ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씀)

중간에 쓰다가 다시 시작하

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 위치

와 방향을 지정하고 쓴 것을 

지우는 명령을 내려준다.

움직이기와 돌기를 

반복적(반복횟수X

도는 각도=360°)

으로 명령을 내려

서 ‘ㅇ’을 쓴다. 

선으로 ‘통일’
이라는 글자를 쓰
는 과정을 매우 
길다.(왼쪽 예시 
과정의 20~30배)
학생들은 이 글자
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통일 이라는 두 
글자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을 것
이다,

 선을 긋거나 동그라미

를 그리는 것은 어려워  

하지 않지만 글자를 쓰

는 것은 어려워한다.

 통일이라는 글자를 쓰

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에 통 [활동 사진]통일을 쓰다

일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니 이해를 하는 학

생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통일’이라는 글자는 이미 

쓰여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완성된 상태

※통일을 쓰다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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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tep
 

SW 교육 목표 배경을 바꾸는 기능을 활용하여 걷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통이

통일 교육 목표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VR, AR등의 가상현실기술이 많이 발달한 요즘,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우리의 땅이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곳을, 가상이지만 자유롭게 다니

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스프라이트 및 기본 스크립트 출처: 뚝딱뚝딱 코딩공작

소(교육부) 3.우리 소풍가요)

명령을 받으면 현재 배경의 다음 목록에 있는 배경으로 바뀜

➜
➜
➜

배경1 배경2 배경3

배경4 배경5 배경6

한 장의 사진을 왼쪽에서부터 조금씩 이동하여 여러 개의 배경으로 만든다.

➜ 새로운 배경 -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를 통해 저장해 놓은 배경을 불러오기 한다.

 명령어 블럭을 통하여 배경화면이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

제자리에서 걷는 

모습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걷

는 동작으로 이

루어진 이미지를 

추가하여주고  명령 블럭을 활

용하여 제자리에서 걷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활동 사진]DMZ [활동 사진]평양 [활동 사진]금강산

※통일 발걸음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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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tep
 

SW 교육 목표 스프라이트를 목적지 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킨다.
통이

통일 교육 목표 남과 북의 끊어진 철도를 다시 이으려는 마음을 가진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통일 정거장 향해가요’(통

일정거장 中에서)

남․북한의 분단의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파주 임진각 신의주 압록강 철교 파주 도라산 역

이 철도이고, 또 통일이 되면 가장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도 철도이다. 끊어졌던 남

과 북의 철도를 다시 잇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번 활동을 계획하였다.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출발 위치로 이동

하게 하고 지난번 이

동했던 길은 지워지도

록 해준다.

목적지 까지 가기 위

한 길을 생각해 본 

뒤, 격자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준다.

열차마다 각기 다른 

색으로 지나간 길을 

기를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지정해준다.

무대와 스프라이트 격자의 가로, 세로 길이는 20(scratch 2기준)

 본 활동을 하기 전, 칠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학생

들이 ‘선생님 왜 우리나라가 

섬이에요?’라고 물어본다. 생

각도 못했지만 우린 지금 섬

처럼 살고 있었다. 통일을 하

기 이 전에 남과 북이 연결되

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

를 기대해본다.

 언젠가 남과 북이 연결이 

되어 왼쪽의 포스터처럼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통일교육원 통일교육주간 포스터 완성 화면

※통일 열차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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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ep
 

SW 교육 목표 방송하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 한국의 밝은 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다른 스프라이트에 명령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명령 블럭

 6학년 도덕교과서 5단원, 교과서 두 페이

지가 접혀져있는 곳을 펼치면 통일이 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해보는 활동이 

나온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외로 모

르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은 더더욱 그러

할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는 것 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6학년 도덕 5단원 1차시

것이다. 이러한 기분조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고자 

한다.

 

접었을 때

↔

↔

↔

펼쳤을 때

 교과서와 같이 접었다가 펼쳤을 때 통

일이 된 미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

록 학습지를 고안하였다.

 (A4용지나 도화지에 출력하여 사용) 용

지를 4등분으로 나누어 위, 아래 부분에 

한반도를 반으로 잘라서 넣었다. 그래서 

접었을 때는 한반도가 합쳐지는 모양이 

되고, 펼치면 가운데 부분에 학생들이 통

일이 된 미래의 모습과 관련되게 자유로

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 진다.[부록 14]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학생 작품]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학생들은 앞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표현하였다. 남북의 정상이 함께한

다는 다소 유머가 있는 장면도 표현한 학생들도 있지만 백두산,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자

유로운 왕래 등 우리기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였다.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글로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단순하게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이 아니라 조작활동을 포함된 표현활동을 하

니 수업에 흥미도 높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의 준

비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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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의 내용과 준비활동으로 한 활동을 바탕으로 통일된 미래를 표현해보는 프로그래

밍 활동을 실시하였다. 

위

아
래

한반도 스프라이트
스크립트(위,아래)

한반도 클릭 후

처음상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자신이 설명하는 의미로 개인 사

진을 활용하였다. 처음 상태에서 한반도 위, 아래를 클릭하면 한반도가 열리며 6가지의 

미래를 뜻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한다.

메시지1~메세지6 까지 각각 입력

6개의 통일된 미래 스프라이트

 통일된 미래를 상징하는 각 그림을 클릭하면 그것

에 해당하는 멘트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였

다. 

 교과서의 예시문까지만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뒤에 이어질 부분은 자신이 생각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자기 자신 스프라이트

 도덕 교과서를 펼쳐놓고 프로

그래밍을 하는 모습이 생소하

게 느껴지지만, 이 활동을 통

해서 학생들은 통일이 된 미래

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활동 사진]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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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tep
 

SW 교육 목표 문제를 내고 답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북한의 제도와 문화를 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변수) 만들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퀴즈이다. 퀴즈를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이 퀴즈를 자동으로 내고 맞출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동적으

로 퀴즈를 맞출 때와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통일교유

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스프라이트 및 기본 스크립트 출처: 뚝딱뚝딱 코딩

공작소(교육부) 4.내가 생각하는 동물을 맞혀 봐요) [활동 사진]통일 십자말풀이 퀴즈

데이터 – 변수만들기에서 

 2개의 변수를 먼저 만든

다. 그리고 대답이 O인 경우에는 

‘맞았습니다’를 출력하고 맞힌 

개수를 +1하고, 대답이 X인 경우

에는 ‘틀렸습니다’를 출력하고 

틀린 개수를 +1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문제를 추가할 때는 검정색 사각

형 부분을 반복하여 입력하면 된

다.무대, 스프라이트 출제자 스크립트

보기 스크립트

OX퀴즈와 방식은 

같고 객관식 문제

의 답을 번호로 입

력하도록 프로그래

밍 하였다.
무대, 스프라이트 출제자 스크립트

 수동적으로 퀴즈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접 내보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그 문제

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였다. 

※통일 퀴즈 예제(OX)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7006/
※통일 퀴즈 예제(객관식)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7329/

164



- 22 -

 

14     Step
 

SW 교육 목표 게임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남․북한의 도시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나아갈 순서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 만들기

예나 지금이나 게임은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

는 활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

에 빠져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게임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게

임에 빠져 수동적인 삶을 살기보다 게임을 직접 제작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익

힘과 동시에 통일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향하게 한다.

(스프라이트 및 기본 스크립트 출처: 컴퓨팅 사고를 

위한 스크래치 3.0 한선관 외, 생능출판)

[통일된 대한민국 보드게임]출처: 2017 통
일교육연구대회 입상작(통일가정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일 의식 향상)

※ 본 활동을 스크래치 3.0에서 실시하였음.(스크래치 2.0에서는 기능 지원 불가)

무대, 스프라이트 나 및 상대방 스프라이트 주사위 스프라이트

무대 및 스프라이트 – 남․북한 주요 도시들의 위치를 모눈으

로 되어있는 한반도 백지도에 위치시킨다.

나 및 상대방 스프라이트 – 실행버튼을 누르면 출발위치로 

이동하고 주사위를 굴린 만큼 리스트에 있는 위치로 이동하

도록 한다.

주사위 스프라이트 – 1~6번까지 무작위의 수가 나오도록 하

고 나오는 수만큼 번갈아가며 나와 상대방의 스프라이트를 

움직인다.

도시 스프라이트 – 나와 상대방의 스프라이트가 닿으면 각

각 다른 색깔로 바뀌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도시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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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직접 만든 보드게임

을 친구와 함께 하며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기도 한다. 

 비록 게임이지만 어떤 도시

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북한에 있는 도시를 외칠 

때 마다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이  [활동 사진]통일 보드게임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학생들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함께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 보드 게임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78195/

 

15     Step
 

SW 교육 목표 같은 무늬를 여러개 찍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대한민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한글,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것들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될지, 통일 대

한민국을 가득 채울 그 무엇을 상상하여 보고 프로그래밍 해보자.

명령을 받으면 현지 위치에 스프라이트 모양이 찍힘

무궁화 스크립트 배경 스크립트

격자 한 칸에 스프라이트가 한 번씩 

찍힐 수 있도록 한반도 모양의 배경을 

준비하였다. 무대와 스프라이트

처음 시작은 실제 지도상이라면 신의주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

해서 아래, 위로 움직여 나진, 선봉에서 끝나는 경로로 도장을 찍

어준다. 도장 찍기가 끝나면 배경을 추가하여 격자 배경에서 다른 

배경으로 바꾸어 준다. 

회전할 때 스프라이트가 뒤
집어지지 않도록 회전방식
을 점으로 선택하여준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완

성된 스크립트만 가지고 스프라이트만 

바꾸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격자의 가로는 23, 세로는 21.5이다.

(스크래치 2.0 기준) 연속 도장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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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작품]통일된 대한민국 채우기

 기본은 무궁화로 시작하였지만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는 의

미에서 하트로 채운 학생, K-POP STAR처럼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의

미에서 별로 채운 학생, 축구를 잘 해서 축구 강국이 되자는 의미에서 축구공을 채운 학

생 등이 있었다. 각자의 바람대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가

는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한 가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가며 찍기 원하는 학생은 배경 탭에서 자신

이 찍기 원하는 캐릭터를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다음에 명령 

블록을 넣어주면 여러 가지 모양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학생 작품]통일된 대한민국 채우기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동물들로 가득 찬 한반도를, 그리고 우리가 더 넓은 꿈을 펼

쳐갈 한반도를 꿈꾸며 우리 반 캐릭터를 한반도에 가득 채운 학생도 있었다.(캐릭터 만들

기 출처: 참쌤스쿨)

※통일된 대한민국 채우기 예제(무궁화)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0058/
※통일된 대한민국 채우기 예제(동물)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0301/
※통일된 대한민국 채우기 예제(캐릭터)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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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Step
 

SW 교육 목표 감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된 대한민국에 적용할 미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해당되는 색에 닿았을 때만 명령이 실행되는 조건 블럭

본교가 있는 파주에는 북으로 이어

지는 2개의 길이 있다. 서울에서 고

양시를 지나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자유로’,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에

서 시작되어 통일이 되면 신의주까

지 연결될 대한민국 1번국도 ‘통일

로’.자유로 통일로

 지금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지만 통일이 되면 더욱 붐일 두 개의 큰 도로를 끼고 있

다. 또한 이 도로의 길목에는 공통적으로 ‘통일의 길목’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장차 통일이 되면 자율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이 두 개의 도로를 통일의 길목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로 가는 길목으로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자동차 스프라이트

 배경을 편집하여 차선을 그릴 때 왼쪽과 

오른쪽 차선을 다른 색으로 그린다. 또한 차

선의 간격은 자동차의 너비의 1.5~2배 정도

로 그린다.(너무 넓을 경우 자동차가 빙빙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무대와 스프라이트

 배경의 표지판은 자동차의 주행과는 관련이 없으나 길 안쪽으로 들어오면 차선으로 인

식할 수 있으므로 길 바깥쪽으로 배치한다.

[활동 사진]자유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래밍

 학생들 저마다 각각의 자유로, 통일로를 만들며 통일로 향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프로그

래밍 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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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Step
 

SW 교육 목표 센서를 이용하여 라인을 따라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된 대한민국에 적용할 미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요즘, 컴퓨터가 아닌 실제의 자동차를 가

지고 한반도를 주행하는 모습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초등학교 SW교육과정이 반영이 

되어있는 6종의 교과서 중에 5종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인 ‘네오봇’으로 가상의 

현실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자한다. 

 EPL로 자유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프로그래밍해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봇을 

통하여 실제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프로그래밍 해보고자 한다.  

[부록 15]라인 트레이서용 지도(가로 90cm X 세로 120cm)
※상․하로 나누어 90cm X 60cm 출력 후 연결하여 붙임

네오봇(라인트레이서용으로 조립 후)
※’프로그램모드’로 조정 후 1번으로 SET(소리를 감지하면 출발)

 네오봇의 라인트레이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한반도 모양의 라인트레이서 지도를 준

비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적외선감지센서를 부착한 네오봇을 제작하였다.(미래엔, 교학사 

등에 제시되어있는 라인트레이서 로봇을 가장 기본적으로 변형하여 제작함)

[활동 사진]자유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학생들은 각자가 만든 자율주행자동차를 가지고 한반도 지도위를 달려보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넘나들며 한반도를 주행하는 모

습은 장관이었다. 비록 가상의 길이지만 미래 기술의 적용된 사회와 통일된 사회가 함께 

오는 시대를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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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Step
 

SW 교육 목표 가상 인터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가상 통일 인터뷰를 통하여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상대방 스프라이트가 말하는 시간에 알맞게 기다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그토록 기다리던 통일의 꿈이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

이 드는 요즘,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언젠

가는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한 번 같이 

선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국민 앞에서 어

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 날을 상상하여 보며, 아직 

현실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그 2018 남북정상회담

소감을 TV뉴스로 말해보는 가상의 장면을 연출해보고자 한다.

사회자 스크립트

무대와 스프라이트 문재인 대통령 스크립트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크립트

 뉴스스튜디오 안에 학생들이 각자 앵커가 되어 남과 북의 정상에게 어떻게 통일에 합의

하게 되었는지 인터뷰하는 과정을 담았다. 세 사람이 말하는 타이밍을 조절하여 한 사람

이 말할 때는 다른 두 사람은 기다리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학생 작품] 가상 통일 인터뷰

 학생들은 상황이 흥미로우면서 진지한 자세를 잃지 않고 프로그래밍에 참여하였다. 통일

의 꿈을 키워주고 밝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가상 통일 인터뷰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1497/

170



- 28 -

 

17-2     Step
 

SW 교육 목표 상황에 맞게 배경을 제어할 수 있다.

통일 교육 목표 통일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스프라이트가 무대에서 보이거나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분단의 현실만큼이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과거가 있다. 우리나라

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분들에게 분단은 나라를 빼앗긴 것만큼이

나 안타깝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분들에게 두 번이나 빚을 졌다. 첫 번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나라를 되찾았는데도 불구하도 서로 갈

라져 싸우고 있다는 점.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시대를 맞이

한다면 이 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비록 

가상이지만 남과 북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써 힘을 합쳤던 그 때를 생각하며 본 연구의 

마지막 활동을 진행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의 
통일 축전을 연
결하여 붙이면 
됨.(시간과 관련 
없음) 입력이 끝
나면 마지막에 
‘끝’방송과 함
께 숨기기 명령.

김구 스프라이트

무대와 스프라이트 김구외 스프라이트

 첫 번째로 나오는 김구 외의 독립운동가 스프라이트는 처음
에는 숨기고 있다가 앞 순서가 끝나면 보이게 명령을 내려줌. 

 인물이 발언을 할 때 관련된 배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배

경 바꾸기 명령 블록을 사용함. 

배경 스크립트

추가된 독립운동가 스프라이트와 배경

※가상 통일 축전 예제 https://scratch.mit.edu/projects/434881850/

171



- 29 -

       SW교육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적용한 수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

여 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태 조사에 사용한 가치 정

렬망은 통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실시하지 않음)

(2019.8.30. ○○초등학교 6학년 ○반 N=26)

    설문 문항 ❶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통일을 위한 과정 2 4 16 3 1
3 통일을 노래하고 연주하다 5 15 4 2 0
4 통일된 대한민국을 누벼라!(오조봇) 19 4 3 0 0
5 통일된 대한민국을 누벼라!(햄스터로봇) 15 7 3 1
6 DMZ 탐험 22 4 0 0 0
7 통일 낱말 사전 17 5 3 1 0
8 클릭 통일 대한민국! 9 14 3 0 0
9 ‘통일’을 쓰다 3 6 12 4 1
10 통일 발걸음 5 7 13 1 0
11 통일 열차 6 12 8 0 0
12 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7 17 2 0 0
13 통일 퀴즈 9 14 3 0 0
14 통일 보드 게임 7 15 4 0 0
15 통일 대한민국 채우기 23 1 2 0 0
16-1 자유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15 6 5 0 0
16-2 자유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네오봇) 17 6 3 0 0
17-1 가상 통일 인터뷰 14 9 2 0 0
17-2 가상 통일 축전 16 8 2 0 0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며, 활동이 진행

될수록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위에서부터 아래로 활동을 진행

한 순서임)

일부 EPL를 활용하여 제작하기 어려운 활동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활동의 난이도를 쉽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설문 문항 ❷ 통일을 꼭 해야 할까요?

결과
꼭 해야한다 잘 모르겠다 하지 말아야 한다

26 0 0

응답자 전원이 ‘통일을 꼭 해야한다’라고 답하여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 ❸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결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23 3 0

응답자 대부분이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

다. 이것으로보아 자기 자신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볼 수 있다.  

    설문 문항 ❹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보시오.

결과

- 남과 북의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 남과 북의 유명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학생들은 통일이후

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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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문항 ❺ SW교육으로 통일을 프로그래밍하다에 참여한 소감을 서술하여 보시오.

결과

- 재미있었다.(8명)

-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지역을 다녀 보았으면 좋겠다(4명)

- 통일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3명)

-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주민들이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3명)

-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2명)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통

일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남과 북의 학생들이 SW교육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공통적으로 학습하여 교육에   

서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통일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타 분야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이 통일된 미래한국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창의력 여행(교육부)

     뚝딱뚝딱 코딩공작소(미래창조과학부)

     컴퓨팅 사고를 위한 스크래치 3.0 (한선관 외, 생능출판)

     SW중심사회 http://www.software.kr

     교육부 통통평화학교 tongil.moe.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어떤 이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남, 북한 어린이들이 SW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된다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

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요즘 학생들에게 통

일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통일 교육을 진행하

면서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통일

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을 보니 교사로서도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

리며 하늘에서 같은 보람을 느끼는 분이 있

기를 바라며...

(학생작품, 17-1 가상 통일 축전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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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렬망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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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USB메모리 고리용 한반도 백지도(8쪽 모아 찍기)

176



- 3 -

부록 3. 명령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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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분단 과정 명령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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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통일 과정 명령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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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통일 동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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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수학습 과정안

교사별 수업공개 교수․학습 과정안

일    시 대  상 장  소

교    과 창체 단원(차시) 통일&SW교육 수업자

학습주제 컬러코드를 이용하여 오조봇을 원하는 곳까지 움직여 봅시다.

학습목표 컬러코드를 이용하여 오조봇을 움직일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분)

자료(◎)
/
 

유의점(※)
단계 학습요소

도입 동기

유발

○ 영상 시청(오조봇과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2030년 6.25전쟁으로 분단되었던 남과북이 통일이 되고 1년
후. 6학년 2반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부산에서 만나서 백두산
까지 가는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 오조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려주어야 하나

요?

 - 알맞은 컬러 코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 가야 되는 곳은 어디

인가요?

 - 대전, 강릉, 서울, 평양, 함흥을 거쳐 가야 됩니다.

5’ ◎FLASH 
자료

◎우리나라 
백지도 
미션지

(모둠별1)

◎오조봇
(모둠별1)

학습 문제 

확인
 칼러코드를 이용하여 오조봇을 백두산까지 움직여 봅시다.

전개 활동 1 ○1단계, 유턴(2장), 좌회전(1장), 우회전(1장)을 이용한 코딩.

➜
➜
➜

5‘ ◎1단계
활동지

활동 2 ○2단계, 좌회전(1장), 선을 무시하고 우회전(1장)을 이용한 코

딩.

➜
➜
➜

5‘ ◎2단계
활동지

활동 3 ○3단계, 좌회전(2장), 직진(1장)을 이용한 코딩. 5‘ ◎3단계
활동지

182



- 9 -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분)

자료(◎)
/
 

유의점(※)
단계 학습요소

➜
➜
➜

활동 4 ○4단계, 유턴(1장), 좌회전(1장), 직진(1장), 선을 무시하고 우

회전

  (1장)을 이용한 코딩.

➜
➜
➜

5‘ ◎4단계
활동지

활동 5 ○5단계, 유턴(2장), 우회전(1장), 직진(1장), 선을 무시하고 직

진

 (1장)을 이용한 코딩.

➜
➜
➜

5‘ ◎5단계
활동지

활동 6 ○6단계, 유턴(2장), 우회전(1장), 직진(1장), 선을 무시하고 좌

회전

 (1장)을 이용한 코딩.

➜
➜
➜

5‘ ◎6단계
활동지

정리 학습

정리

○ 1단계에서부터 6단계 까지 한 번에 이동시켜보기

○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하기

 - 통일이 되면 백두산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좋을 것이

다.

 -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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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 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컬러 코드를 활

용하여 오조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

매우 

잘함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오조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관찰평가

실기평가

잘함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오조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보통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오조봇을 움직일 수 있음.

노력요함 오조봇을 움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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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반도 지도(오조봇 코딩용, 60X90cm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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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미션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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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학생학습지(햄스터)

   통일된 대한민국
-햄스터 로봇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라!-

(   )학년 (   )반
이름 (           )

1. 미션 순서는 상관없음
2. 미션 완료 후 선생님이 주신 컬러 스티커를 오른쪽 지도에 부착

미
션
4

앞으로 이동하다가 좌회
전, 우회전하여 가기

필수 사용 블록

미
션
3

한 바퀴 돌기
(출발 위치 상관 없음)

필수 사용 블록

미
션
2

직진 후 좌회전 하기

필수 사용 블록

미
션
1 직진으로 계속 가기

↱ → 도착

↑

출발 → → →   ↑
 →

↱ → →
 ↓

↑ ↓

 ↑ 
← ← ↲

도착 ← ← ← ↰

↑

↑

출발

도착 ← ←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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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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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수업지도안(DMZ 여행)

교사별 수업공개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실과 단원(차시) SW-통일 교육

학습주제  EPL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학습목표  EPL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분)

자료(◎)
/

유의점(※)단계 학습요소

도입 동기

유발

○ 영상 시청(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1)

우리나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원정

대 모집 포스터를 보고 뽀로와 친구들이 도전한다. 하지만 

원정대의 대장을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 투표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투표 프로그램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 어떻게 해결 수 있을까요?

 - EPL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5’ ◎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1

학습 문제 

확인
 EPL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전개 활동 1 ○순차, 반복구조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기

 - 섞여있는 명령 블록을 알맞게 수정하여 재배열한다.

결과확인 스프라이트

뽀로로 스프라이트

➜
➜
➜

결과확인 스프라이트

뽀로로 스프라이트

10’ ◎뽀로로 대
장 투표 프로
그램.sb2

○ 영상 시청(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2) ◎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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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 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EPL을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래

밍을 할 수 있는

가?

매우 잘함
EPL을 활용하여 순차, 반복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음.

관찰평가

실기평가
잘함

EPL을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

보통 EPL을 활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음.

노력요함 EPL을 활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을 어려워함.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분)

자료(◎)
/

유의점(※)단계 학습요소

보물 원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뽀로로 친구들은 여행

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아 내야 하는데,,,,,,

Part 2

활동 2 ○ 프로그래밍 수정하기

  - 섞여있는 명령 블록을 알맞게 수정하여 재배열한다.

➜
➜
➜

10’ ◎내가 생각
하는 장소를 
맞혀 봐
요.sb2

○ 영상 시청(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3)

드디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펀치볼에 도착한 뽀로로와 
친구들. 하지만 펀치볼은 너무나 넓어 찾기가 어려운 와중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달을 만나게 된다. 수달은 자신의 
새끼를 찾아주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3

활동 3 ○순차, 반복구조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기
  - 섞여있는 명령 블록을 알맞게 수정하여 재배열한다.

➜
➜
➜

10‘ ◎새끼 수달 
찾기 프로그
램.sb2

정리 학습

정리

○ 영상 시청(뽀로로와 친구들의 DMZ 여행 Part 4)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DMZ의 대암산 용늪에서 보물을 찾게 

된다.

5’ ◎뽀로로와 
친구들의  
DMZ여행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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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북한말 알아보기 학습지

북한말 알아보기

♣ 남한과 북한은 본래 같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단과 함께 60여년이 흐르고 나니 사용하는 말

이 조금씩 달라졌네요.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와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북한 말을 

배워봅시다.

 

북한말 우 리 말 북한말 우 리 말

통과암호 ㅍ ㅅ ㅇ ㄷ 꼬부랑국수 ㄹ ㅁ

잠자리비행기 ㅎ ㄹ ㅋ ㅌ 차마당 ㅈ ㅊ ㅈ

얼음보숭이 ㅇ ㅇ ㅅ ㅋ ㄹ 인민학교 ㅊ ㄷ ㅎ ㄱ

손기척 ㄴ ㅋ 곽밥 ㄷ ㅅ ㄹ

댕기 ㄹ ㅂ 원주필 ㅂ ㅍ

항공역 ㄱ ㅎ 글토막 ㅁ ㅈ

사슬돈 ㅈ ㄷ 단 묵 ㅈ ㄹ

색동다리 ㅁ ㅈ ㄱ 위생실 ㅎ ㅈ ㅅ

낮 전 ㅇ ㅈ 과일단물 ㅈ ㅅ

단얼음 ㅂ ㅅ 필갑 ㅍ ㅌ

건늠길 ㅎ ㄷ ㅂ ㄷ 가락지빵 ㄷ ㄴ ㅊ

기름밥 ㅂ ㅇ ㅂ 교통안전원 ㄱ ㅌ ㅅ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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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북한지역의 명소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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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통일 대한민국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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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라인 트레이서용 지도(각 가로 60cm X 세로 90cm, 2장 이어 붙임)

194



- 21 -195





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M.S.S(Make-Share-Solve)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기르기





                          

3등급



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M.S.S(Make-Share-Solve)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기르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아이들은 지금➜ 통일에 대한 공감 멀어짐➜ 실제적인 교육 필요

    2) 영향을 주는 것➜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통일교육과정의 변화

    3) 선생님들은 지금➜ 향상된 학교통일교육 인식➜ 변화 없는 교육내용과 방법

    4) 필요한 수업➜ 방법➜ 학생활동중심, 내용➜ 통일교육⇒평화∙통일교육

    5) 프로젝트 개발➜ 함께 만들고(Make) 나누고(Share) 해결(Solve)하는 협력과 나눔 프로젝트

    6) 교육환경의 급변➜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 블랜디드 러닝 수업 방법 필요

    
    1) 학생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개발

    2)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기르기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블랜디드 수업 방법 제시

2. 연구의 내용

  
    1)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반 학생 20명/ 2020년 4월~2020년 10월
                         
    1) 평화∙통일역량분석 및 시사점 
     2) M.S.S(Maks–Share–Solve) Step 1 (분단감수성기르기)

       (1–2/10) 혼자 가면 어려워요–분단의 과정과 아픔을 알고 평화∙통일 필요성 알기

     3) M.S.S(Maks–Share–Solve) Step 2 (실천의지감수성기르기) 

       (3–4/10)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방법 익히기

     4) M.S.S(Maks–Share–Solve) Step 3 (어울림감수성기르기) 

       (5–6/10) 마음을 더 가까이 해요 –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알기

     5) M.S.S(Maks–Share–Solve) Step 4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기르기1) 

       (7–8/10) 함께하는 마음을 다져요(1)–남북한의 협력 사례를 알고 평화∙통일의 자세 기르기

     6) M.S.S(Maks–Share–Solve) Step 5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기르기2)

       (9–10/10) 함께하는 마음을 다져요(2)-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통일을 위한 마음 다지기

3. 연구의 결과

  가. 학생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개발

  나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수업 적용을 통하여 평화·통일 감수성 기름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블랜디드 수업을 적용한 융합적 통일교육 방법 제시

4. 확대적용을 위한 제언

  가. 진로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험학습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다. 원클릭 수업컨텐츠 시스템 구성!

  라. 평화·통일 교과 교육 편성!

  마. 세대에 맞는 평화·통일 내용 구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가. 연구대상 및 기간

  나. 연구 실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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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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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화∙통일 감수성 요소와 재구성 ···················································· 4
   4. 활동중심수업··⋯⋯⋯⋯⋯⋯⋯⋯⋯⋯⋯⋯⋯⋯⋯⋯⋯⋯⋯⋯⋯⋯4
    가. 활동중심수업 ······················································································ 4
     나. 활동중심수업과 M.S.S 프로그램 ························································ 4
  5. 블랜디드 수업 ··················································································· 5

Ⅲ. M.S.S 프로젝트 수업 개발 과정

  1. M.S.S 프로젝트 수업의 주안점 ························································ 5
  2. M.S.S 프로젝트 수업의 절차 ····························································· 5
  3. M.S.S 프로젝트 수업의 특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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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2019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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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ke) (Share) (Solve) M.S.S ·
 ’ .
, .
,  · .
, ·   

 .

                                 

  
     

 , .
, 2020 4  ~ 2020 10 , 4 1  

  .
, 4 .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제한점

M.S.S   (Make) (Share) (Solve)
          

  ∙ !   
 M.S.S(Make, Share, solve) . 
   , ,    

 .  
  
   

    ∙  
, , . 

/ . ∙  

.  
    .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시민양성

    분단 감수성     실천 감수성   어울림 감수성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학생 활동 중심수업 블랜디드 수업

M.S.S 프로젝트 수업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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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2)

 1) : M.S.S(Make-Share-Solve)  Step 1 ~ Step 2
 2) : M.S.S(Make-Share-Solve)  Step 3 ~ Step 4
 3) : M.S.S(Make-Share-Solve)  Step 4 ~ Step 5
 

,  
.  

, , 
, . 

 /   
. 

, . 

∙ .

. ∙
(sensitivity, 感受性) . 

( , 2010).  ∙ ∙
.

1)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p.10)
2)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p.20~30)

1.  평화∙통일교육의 중점과 내용

3. 평화∙통일 감수성의 이해

2. 2015 도덕과 교육과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통일은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  
  들어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 전통, 언어를 공유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  
  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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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 ( ): , , 
  ) ( ): , 
  ) ( ): , 

4 ∙
, , , .

 

감수성 구분 재구성 내용
분단 감수성 ‣ 분단에 따른 아픔과 어려움,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 파악
실천 감수성 ‣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며 통일 방법을 알고 통일이 주는 기쁨 알기

어울림 감수성 ‣ 더불어 살기 위한 올바른 태도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일 알기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 남북한의 협력사례를 알고 상상하며 통일이 가지는 가치를 심화

. 
4)  , 

 ,  .  .
. M.S.S(Make-Share-Solve) 

 ∙ . 
19 ( )

. 
1) (narrative) ∙  

. 
5)  

. ∙
 Step 5의 수업방법  .

2) ∙  
.  Step1~2에서 분단 감수성 

, 
 Step3~4에서 어울림 감수성 

.
3) (creat) ∙   

(high concept) , (maker)  

. (Edutainment) 19
. 

, Step5 부분에 ICT  크리에이트(creat)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  

3) 쟁점중심 수업을 통한 통일 감수성 함양(2019), 홍미소
4) 박양주(2012) 활동 중심 수업설계 원리 및 전략 탐색,한국열린교육학회,‘열린 교육 연구’ 제20권
5) 김래영(2014) 통일이야기 짓기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개선방안(P.4)

4. 학생 활동중심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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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ended) 
    6)

 . 
순서 학습 내용 재구성 관련

감수성
블랜디드

요소

Step1 ✤분단의 과정과 어려움 알기
✤통일의 필요성 알아보기 분단감수성

원격수업:의견제시 및 생각나눔
등교수업:
통일 후 모습 상상하기

Step2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 알기
✤통일을 위한 실천방법 익히기
✤방법을 실천하는 노력하기

통일  
실천방법 
감수성

원격수업: 실천방법 공유하기
등교수업:
실천방법알기,마음가짐 표현하기 

Step3 ✤북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방법 바르게 판단하기

어울림
감수성

원격수업: 완성된 이야기 생각나눔
등교수업:
상황별 이야기 완성하기

Step4
✤남북한의 협력 사례 알기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갖기
✤통일 후 나의 꿈과 진로 교육

통일의지 
감수성

원격수업: 나의 꿈/아이템 공유
등교수업:
통일 후 유망 아이템 찾기

Step5 ✤마인드맵으로 실천의지 확인하기
✤공감영상 계획서쓰기와 만들기

통일의지 
감수성

원격수업: 작품 공유, 댓글이어쓰기 
등교수업: 실천의지 확인하기
공감영상 계획서쓰기와 만들기

   
 

,  /
. ∙

M.S.S(Make-Share-Solve)   .
, ∙ .
, .
, . 

∙ M.S.S(Make-Share-Solve)  
.

 준비 단계
1. 주제 적합성
2. 대상자 실태 파악
3. 내용 및 방법선정

주제 선정 및 실태 파악 설문
설문결과를 통한 역량 분석 후 

학습 내용과 방법 선정

연구단계 1. 목표 설정
2. 방법 탐구/조사

평화∙통일 감수성 신장을 위한
블랜디드 활동 중심수업 탐구 

개발 및 적용 단계 1. 연구내용 적용 M.S.S 프로젝트 수업 과정 개발 및 적용 
  
  

  . / .  
  . ∙ .
  . .

6) 2020블렌디드 수업 사례로 디자인 하다(2020), 서울특별시교육청(P.7)

2. 개발 절차

3. 프로젝트의 특징 

 Ⅲ    Make. Share. Solve 프로젝트 개발 과정 

1. 개발의 주안점

5. 블랜디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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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 4 , 92 / : 2020  5
     2) : , (2017) 11   
   . ∙                                       
   1) ( ) ?                       N=92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계

학생수(명) 62 30 92
백분율(％) 67.4 32.6 100

    2) ( ) ?           :  N=92      

  
구분 협력의 대상 도와주는 대상 경계하는 대상 잘 모르겠다. 계

학생수(명) 55 6 6 25 92
백분율(％) 59.8 6.5 6.5 27.2 100

    3) ( ) ?                   N=92  

  
구분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학생수(명) 46 46 92
백분율(％) 50 50 100

   4) ( ) ?                             N=92  

  

   5) ( ) ? N=92  

  

   6) ( ) ?     N=92  

  

   7) ( )  ?     N=92  

  
구분 경제적 차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계

학생수(명) 36 22 34 92
백분율(％) 39.1 23.9 37 100

   8) ( )  ?       N=92  

  

구분 학교수업 TV/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의 대중매체

부모님/친구 등 
주변사람 계

학생수(명) 8 76 8 92
백분율(％) 8.7 82.6 8.7 100

1. 평화∙통일역량 분석 및 시사점

 Ⅳ    Make. Share. Solve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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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읽어보기: 읽기 내용 공유
⁕ 함께 시청하기: 이산가족의 상황
⁕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온/오프라인활동

활동2
⁕ 함께 보기: 분단의 과정
⁕ 함께 시청하기: 분단의 상황
⁕ 분단과정에 대한 생각: 온라인 공유

활동3
⁕ 함께 보기: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
⁕ 통일의 필요성: 근거를 들어 공유하기 

- 7 -

   9) ( ) ?                N=92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계

학생수(명) 24 45 20 3 92
백분율(％) 26 48.9 21.7 3.3 100

   10) ?( )                 N=92  

  

구분 조사
학습

역할 
놀이

시청각
자료

체험
학습

놀이 및 
게임

이야기 
만들기

토론
학습 계

응답수(건) 16 24 22 48 64 26 18 218
백분율(％), 
선호 순위

7.3
7위

11
4위

10
5위

22
2위

29.3
1위

11.9
3위

8.3
6위

100
1위-7위

    11)  ?                             N=92  

  
구분 10년 안에 10-20년 사이 20-30년 사이 30년 이상걸림 계

학생수(명) 44 28 12 8 92
백분율(％) 47.8 30.4 13 8.7 100

   . 
    1) ‘ .’ 30% ‘

.’ 27.2% . 
 .    

    2) 90% ‘ ’,‘
’ , 

( 83%) ∙
 .

    3) 69% . 
.

    4) , , . /
. 

1 단원 및 차시

 5. (1/10  ~ 2/10 ) ： 
2 학습주제

  .

3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1)   

  

2. M.S.S(Make. Share. Solve) Step 1 분단감수성 기르기

206



Make, Share, Solve! 
 활동중심 공감 프로젝트

- 8 -

                                    

    

1. 하나되는 우리 – 혼자 가면 어려워요. 차시: 1/10

활동 목표 ‣분단의 과정과 아픔을 알고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작품공유와 생각나눔

‣온라인: E학습터, Padlet, Jamboard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알기)

활동

1
분단

감수성

☀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
   영화 속 통일 이야기나누기➤ ‘국민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왜? 어떤 내용을? 상상하며 생각해 보기 

   함께 읽어 보기➤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아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산가족 관련 영상 보기➤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알기: 생각 톡! Make

활동

2

분단

감수성

공동체 

의식

☀ 분단과정의 이해: 문제점 찾아보기

   분단의 과정➤ 그림을 보며 순서에 맞게 이해하기

   분단 후 모습 영상보기➤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알기

   분단 과정 속 문제점 찾아보기➤ 하나의 민족! 공동체 알기  

   분단에 대한 생각 나누기➤ 온라인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3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 통일의 필요성 찾기: 분단과정의 문제점과 분단 후 아픔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분단으로 인한 어려운 점 알기➤ 이산가족, 휴전, 남북경쟁, 경제, 영토 등

   통일이 필요한 이유➤ 평화, 어려운 점의 해결, 우리 나라의 발전

   ‘내 생각에 통일은’➤ 온라인 생각 톡! Solve
   내 생각에 000을 위해,  000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할거 같아

Make

만들고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요

Share

나누고

분단의 과정을 알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Solve

해결하고

내 생각에 통일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특별한 올해! 아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다. 블랜디드수업, 온라인 도구 사용   
하지만 시작하니 모두 즐거웠고 랜선 수업에서 의견을 더 강력히 말하였다.

tip. 온라인 도구 사전 연습은 필수예요. 잼보드 공유시 편집자 권한주기! 패들렛 
공유시 프라이버시 공개, 작성자로 설정! 댓글허용 및 비속어 필터링!

분단 감수성, 통일의지감수성
공동체 의식, 도덕적 사고

   1. 통일 필요성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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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시청하기: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 함께 읽어보기: 분단의 상황 사진자료

활동2
⁕ 함께 상상하기
⁕ 통일이 되면 좋은점 알기

활동3
⁕ 통일의 필요성과 함께 노력하기
⁕ 통일의 상상력 기르기: 통일이 된다면
  ‣오프라인 작성 및 온라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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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표 ‣분단의 과정과 아픔을 알고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양방향수업/생각나눔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상상해 봐요)

‣온라인: 양방향수업, Padlet, Jamboard

활동

1
분단

감수성

☀함께 공감해요: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알기

   분단의 아픔 공감하기➤ 이산가족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어려움 

   분단의 어려움 공감하기➤ 남북한의 불필요한 경쟁, 국제 사회 속의 남북한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 공감하기➤ 공감을 통한 마음 만들기: 생각 톡!  Make

활동

2
통일

상상력

☀함께 상상해요: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는 통일의 좋은점 알기

   통일 후 우리나라 모습 상상히기➤ 지금과 비교하여 달라질 모습 상상하기

   통일 후 하고 싶은 일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3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함께 노력해요: 통일 후 모습을 상상하고 나누어요

   미래 인터뷰하기➤ 미래(통일 후)의 사람이 되어 인터뷰하기

   통일이 된다면! ➤ 통일 학습꾸러미: 통일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학습 꾸러미 공유하며 마음다지기➤ 온/오프라인 생각 톡! Solve

Make

만들고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공감해요

Share

나누고

분단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는 통일의 좋은점을 알고 나누어요

Solve

해결하고

통일 후 모습을 상상하고 나누어요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수업의 연결이 좋았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분단과 통일이 연결
되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익숙함이 ‘통일’에 대한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tip.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많은 양의 내용 전달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일방적 
전달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 정리는 필수! 결과의 온라인 활동 연결도 꼭 해주세요.

3-1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2)

2. 하나되는 우리 – 혼자 가면 어려워요. 차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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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근래의 남북관계 뉴스 보며 생각하기
⁕ 함께 그림보기: 통일을 위한 노력
⁕ 함께 시청하기: 남북협력 뉴스자료

활동2

⁕ 실제적인 노력알기
  : 겨레말큰사전 편찬 ,청소년교류 활동 등
⁕ 더 나아가는 노력알기: 문예체 분야 등
⁕ 내가 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노력
  : 선서문 만들어 공유하기

활동3 ⁕ 함께 보기: 잼보드보며 마음 생각나누기
⁕ 통일을 위한 마음 다지기: ~~을 할거야 

Make, Share, Solve! 
 활동중심 공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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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및 차시     

     5. (3/10  ~ 4/10 ) : 

2 학습주제
  

3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1)

     
평화·통일 실천방법 감수성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활동 목표 ‣통일을 위한 실천방법을 알고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내용 공유와 생각 나눔

‣온라인: E학습터, Padlet, Jamboard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통일을 위한 마음)

활동

1

실천

방법

감수성

☀통일을 위한 노력들 알기: 오랜 시간 노력한 내용 알기

   현재의 남북 상황 옅보기➤ 급변하는 상황 알기

   오랜 기간 쌓은 노력 알기➤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 가지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생각해 보기➤ 생각 톡! Make

활동

2
실천

방법

감수성

☀나만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찾아보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기

   실제적인 노력 알아보기1➤ 겨레말사전 편찬, 남북청소년 교류 

   실제적인 노력 알아보기2➤ 문화예술, 체육, 공연 분야의 교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실천선서문 만들고 나누기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3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생각을 나누며 마음 다지기

   실천선서문 생각 나누기➤ 댓글 달기/답해주기, 이야기 나누기  

   통일을 위한 마음 다지기➤ 통일이 되면 생각 톡! Solve   

Make

만들고

통일을 위한 노력알기

3. 하나되는 우리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차시: 3/10

3. M.S.S(Make. Share. Solve) Step 2  실천의지 감수성 기르기  

   2.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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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미래에서 온 편지 보기
⁕ 통일 후 인물이 되어 상상 인터뷰하기

활동2
⁕ 통일 후 교실 상황 상상하기
⁕ 통일 후 이산가족의 상황 상상하기

활동3
⁕ 다양한 상황을 보며 노력할 점 알기
⁕ 생각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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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나누고

나만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방법 찾고 공유하기

Solve

해결하고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근래의 뉴스를 보며 무서운 생각이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오랜 시간 노력해온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 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희망 속에 각자 
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선서해 보았는데, ‘통일 캠페인하기’, ‘북한 동화
책읽기’, ‘북한의 특징 찾기’, ‘북한말 공부하기’, ‘미래 모습 소설쓰기’와 같은 창의
적인 선서문이 나와 아이들 스스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tip. 시선을 끄는 근래의 뉴스를 제시할 경우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사실만 
제공해야 해요. 디지털리터러시와 관련된 학습이 아직은 초기이므로 학생 스스로 
제공되는 정보의 사실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예요.

활동 목표 ‣통일을 위한 실천방법을 알고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내용 공유/ 마음 다지기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상상인터뷰)

‣온라인: E학습터, Jamboard

활동

1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실천하는 마음 열기: 통일 후의 상황 상상하기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통일 후 인물과 소통하기

   상상 인터뷰 하기➤ 통일 후 인물이 되어 인터뷰 하기 생각 톡! Make

활동

2

실천

방법

감수성

☀실천하는 마음 만들기: 통일 후 상황을 보고 지금 노력할 점 알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통일 후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생각 톡! Make

   어떻게 해야 하지?➤ 통일 후 이산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생각 톡! Make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통일을 위한 노력 나누기 생각 톡! Share

3-1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2)

4. 하나되는 우리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차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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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시청하기: 북한 학생, 주민 생활
⁕ 함께 상황보기1: 학교생활을 같이한다면
⁕ 어울림 상상하기1(이야기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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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및 차시     

     5. (5/10  ~ 6/10 ) : 

2 학습주제

 , 

3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

활동

3

실천

방법

감수성

☀실천하는 마음 다지기: 온라인 공간에서 생각을 나누며 마음 다지기

   교실에서 알아본 상황 돌아보기➤ 노력할 점 찾기 생각 톡! Solve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기➤ 온라인 생각 톡! Share, Solve

Make

만들고

실천하는 마음 열기: 통일 후의 상황 상상하기(상상인터뷰)

Share

나누고

실천하는 마음 만들기: 통일 후 상황을 보고 지금 노력할 점 알기

Solve

해결하고

실천하는 마음 다지기: 온라인 공간에서 생각을 나누며 마음 다지기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함께 느끼는 등교 수업이 상호작용을 확인하는데 탁월하였다. 온라인에서 만
나고 활동하던 것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였다. 
 특히 상상 인터뷰에서는 남북한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한 올림픽에서 우승한 축구
선수가 되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써 보았는데 아쉬웠던 점에서 지금 노력할 
점을 찾는 것이 좋았다. 또한 예상 밖의 다양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나와서 의미 
있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블랜디드 수업의 
장점을 볼 수 있었다.

tip. 실제 활동 결과를 전체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업로드가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이 대신 업로드 해 줄 수 있어요. 참! 활동 내용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 시 작성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 삭제는 필수! 

4. M.S.S(Make. Share. Solve) Step 3 어울림 감수성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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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 함께 시청하기: 북한에서 온 친구들
⁕ 함께하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 어울림 상상하기2(이야기 이어쓰기)

활동3
⁕ 함께 생각하기: 진정한 어울림이란?
⁕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 진정한 어울림을 만드는 방법 써 보기

활동4

⁕ 이야기 이어쓰기,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온라인 생각나눔
⁕ 북한에서 온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마음  
  가짐과 준비할 점 온라인 생각 나누기

활동5

⁕ 통일이 되었어요! 온라인 생각 나눔
 1)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
 2) 내가 어른이라면? 북한주민과 함께 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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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표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 할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이야기 이어쓰고 

            발표하기

 ‣온라인: 생각나누기

  상황에 따른 실천카드 쓰기

‣온라인: E학습터, Padlet, Jamboard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

 (이야기 이어쓰기, 입장바꿔 생각하기)

활동

1
어울림

감수성

☀ 북한 학생, 주민의 생활을 알고 어울림 상상하기1

   북한 학생, 주민의 생활 모습 보기➤ 다른 점과 같은 점 찾기

   우리 교실 속 북한에서 온 친구 모습1➤ 오해의 원인과 해결방법 찾기 

   우리 교실 속 북한에서 온 친구 모습2➤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 알기 

   어울림 상상하기1➤ 교실 상황에서 이야기 이어쓰기 생각 톡! Make

활동

2
어울림

감수성

☀ 영상자료(북한에서 온 친구들)를 보고 실제적 어울림 상상하기2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학교생활➤ 적응하는 과정, 어려운 점, 상황 알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생각하기 

   어울림 상상하기2➤ 다양한 학교생활 생각 톡! Make

활동

3

어울림

감수성

민주

시민

의식

☀ 민주시민의식 속 진정한 어울림 알기: 공정함은 다양성의 인정에서 출발

   경험 떠올리기➤ 전학의 경험, 처음 가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

   진정한 이해와 배려란?➤ 다른 곳,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통일 후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공부하는 교실갈등상황

                            어려운 이산가족 상황 생각 톡! Make, Share
   진정한 어울림 알기➤ 입장 바꾸어 생각쓰기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4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 온라인 속 생각 나누기: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성 이해하기

   우리가 준비할 점 찾기➤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알고 무엇을 스스로 준비할 점 
찾아보기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의식

5-6. 하나되는 우리 – 마음 을 더 가까이 차시: 5-6/10

Make, Share, Solve! 
 활동중심 공감 프로젝트

   3. 통일을 위한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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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생각 나누기➤ 통일 후를 생각하며 필요한 마음가짐, 준비할 점 생각 

                        공유와 의견 나누기 생각 톡! Share, Solve  

활동

5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 어울림 의지 다지기: 실천 카드 써 보기

   통일이 되었어요1➤ 학교생활에서 실천 방법 다지기

   통일이 되었어요2➤ 내가 어른이라면? 함께 일 할 수 있는 방법 상상하기 

   온라인 생각나누기➤ 실천 방법 공유와 의견 나누기 생각 톡! Share, Solve  

Make

만들고

어울림 상상하기: 어울리는 모습 상상하며 이야기 이어쓰기

Share

나누고

다양성이 인정을 알아가는 진정한 어울림 알기

Solve

해결하고

온라인 속 생각 나누기: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성 이해하기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5~6차시 연결된 블랜디드 수업으로 등교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로 연결해 
진행하였다. 북한 학생과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며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는 과정이 
아이들의 관심이 높았다. 
 북한에서 온 친구와 어울리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야기 이어쓰기를 해 
보았는데 모두 배려와 이해를 하는 마음이였다. 좋은 마음이지만 일방적 이해와 
배려로 느껴서 ‘다름’이 ‘차별’로 연결될까 우려되었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르게 대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임을 알게 하고 도움은 
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강조하여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이들이 한층 성장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대를 고려한 배려를 알고 진정한 
어울림을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tip. 어울림감수성을 지도할 때 자칫 우리나라는 잘살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상하의 개념을 가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울림의 
출발임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 통일이 되는 시기를 생각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실제 교과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미래 통일 사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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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 다양한 남북협력사례 알기
⁕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
⁕ 남북이 함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기

활동2
⁕ 함께 보기: 영화‘코리아’ 중 일부 
⁕ 영화 본 후 느낀 점, 떠오른 생각 나누기
⁕ 통일을 위한 노력 공유하기

활동3
⁕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 일어날 수 있는 재미난 장면 써 보기 
⁕ 즐거운 상상 공유하기

- 15 -

1 단원 및 차시     
     5. (7/10  ~ 8/10 ) : 

2 학습주제

 

3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1)

활동 목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떠올리며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내용 공유와 생각 나눔

‣온라인: E학습터, Padlet, Jamboard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활동

1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공동체 

의식

☀남북한이 협력한 사례 알기: 함께했던 모습 확인

   스포츠 분야의 협력➤ 오래전부터 이어온 스포츠 교류 확인

   경제활동 분여의 협력➤ 지금은 중단된 경제 협력 부분 확인

   어려움을 돕는 협력➤ 수해복구지원 등 어려움을 돕는 협력 확인

   지금 관계(상황)는 어떻게?➤ 앞으로 협력할 부분 생각 톡! Make

활동

2

분단

감수성

공동체 

의식

☀협력을 위한 노력(준비) 공유하기

   영상자료 보기➤ 극중 감독의 연설 장면과 남북한 선수단이 하나 되는 순간 

   느낀 점, 생각 나누기➤ 나누어진 나라, 한민족, 함께하는 마음 떠올리기

   통일을 위한 노력(협력) 공유하기: 온라인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3

통일

의지

감수성

☀ 즐거운 상상하기: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재미난 장면 써 보기

   상황제시➤ 분주한 아침!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 상황

   역할 상상하기➤ 가족들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 말 생각해 보기

   직접 대본 써 보기➤ 다양한 역할을 나누고 장면에 맞는 대본 써 보기

   즐거운 상상 공유하기➤ 온라인 생각 나누기 생각 톡! Solve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7. 하나되는 우리 – 함께하는 마음을 다져요 차시: 7/10

Make, Share, Solve! 
 활동중심 공감 프로젝트

4. 함께하는 마음 다지기 

5. M.S.S(Make. Share. Solve) Step 4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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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만들고

남북한이 협력한 사례알기, 앞으로 협력할 부분 생각해 보기

Share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 다지기1: 협력을 위한 노력 생각 나누기.

Solve

해결하고

함께하는 마음 다지기2: 즐거운 상상!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 함께하는 마음 다지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며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점은 현재 남북관계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미 통일 수업을 진행하며 
관심이 높아진 아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 
이야기, 뉴스 등을 통한 정보가 교실에 혼재되어 이야기되었고, 정보가 
없는 학생들은 모르는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관심 있게 오랜 시간 협력되었다‘, ’남북 
정상회담도 했었다‘ 에서 출발한 수업은 ’지금은?‘ 이라는 곳에서 잠시 혼란을 
겪었다. 
 곧 다시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가 좋을지 생각을 공유했다. 관광, 학교별 일일체험 학습하기, 회사 
합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마지막 활동으로 즐거운 상상하기를 통해 기분 좋은 상상 속에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공유하였다. 갑자기 통일이 발표된다면? 아침식사를 하던 
우리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시간
이었다.
 
tip. 지금의 남북관계를 이해시키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더 어려울 거 같아요. 국제 정세와 인근 나라와의 관계, 근대역사 등을 
설명하기에는 수준에 맞지 않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분단과정부터 출발해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평화∙통일은 과정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의 과정도 평화∙
통일의 한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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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보기: 즐거운 상상 떠올리기
⁕ 나의 꿈: 나의 꿈과 평화∙통일 연결하기
⁕ 통일 후 이루고 싶은 꿈 나누기

활동2
⁕ 함께 보기: 통일 후 유망 직업 찾기
⁕ 기업가의 마음으로 회사 만들기 
⁕ 통일 후 유망 사업 아이템 나누기

활동3

⁕ 함께 보기: 이루고 싶은 꿈과 유망 사업 
⁕ 즐거운 상상 이야기 짓기
 : 친구들의 꿈과 사업에 한줄 댓글
  이야기 짓기

- 17 -

활동 목표 ‣평화∙통일 연결하여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중심 수업 온라인 수업>

 ‣온라인: 통일 이후 나의 꿈, 기업가의 

마음으로 공유 및  댓글 이어 달기 활동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상상해 봐요)

‣온라인: 양방향수업, Padlet

활동

1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평화∙통일 후 이루고 싶은 꿈 나누기: 평화∙통일과 연결된 나의 꿈

   즐거운 상상 떠올리기➤ 갑자기 통일된다면? 아빠의 고민은 무엇일까?

   나의 꿈 떠올리기➤ 나의 꿈을 평화∙통일 후 상황과 연결하기 

   평화∙통일 후 이루고 싶은 꿈 만들고 공유하기➤ 생각 톡! Make, Share

활동

2
공동체 

의식

☀기업가의 마음으로 회사 만들기: 평화∙통일 후 유망 사업 아이템 만들기

   나의 관심 분야와 아이템➤ 평화∙통일 후 이루고 싶은 꿈과 연결

   나의 사업 아이템 소개하기➤ 자세한 상품명과 상품소개 해 보기

   나의 사업 계획서 만들기➤ 사업계획서 만들고 공유하기
                                       생각 톡! Make, Share, Solve

활동

3

공동체 

의식

☀이야기 이어달리기: 한줄 댓글 이야기 이어쓰기

   친구들의 꿈, 사업계획서 보기➤ 다양한 꿈 나누고 공감하기 생각 톡! Share

   이야기 이어달리기➤ 댓글로 이야기 이어쓰기 생각 톡! Make

   즐거운 이야기책 완성➤ 나의 꿈에 이어진 이야기 읽어보기생각 톡! Solve

Make

만들고

평화∙통일 후 이루고 싶은 나의 꿈 찾고 공유하기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2)

8. 하나되는 우리 –함께하는 마음을 다져요. 차시:8/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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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및 차시     
     5. (9/10  ~ 10/10 ) : 

2 학습주제

 ∙ ∙

Share

나누고

기업가의 마음으로 회사 만들기: 평화∙통일 후 유망 직업은 무엇일까?

Solve

해결하고

이야기 이어달리기: 친구의 글에 댓글로 이야기 이어 만들기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함께하는 마음 다져요’ 활동이 가장 즐거운 온라인 활동이었다. ‘**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처럼 늘 상상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아이
들도 자신의 꿈와 평화∙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 
했고 대부분 이루고 싶은 꿈이 더 확대되거나 아예 바뀌기도 했다.
 특히, 기업가의 마음으로 유망한 사업 계획을 짜는 활동이 의미 있었다. 
아이들 수준에서 구체적인 사고를 하게 함으로 통일 이후의 삶과 자신의 
진로를 모두 고민하는 시간이 좋았다. 유망직종으로 여행사, 요식업, 게임
개발업 등이 특별했다.
 서로의 이야기 이어달리기 활동은 아이들의 상상에 상상이 더해지는 활동
으로 엉뚱한 생각이 나오기도 했지만 슬기롭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배려
하는 모습도 보였다. 적극적인 온라인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해보니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디지털 정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리터러시가 더 필요해 보였고 매체들의 책임도 생각하게 되었다.

tip. 온라인 학생활동중심 수업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학생
들이 직접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E학습터에 잼보드, 패들렛을 연결해 
주세요. 패들렛은 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잼보드는 표현의 범위가 넓고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요. 잼보드와 패들렛은 실시간 확인과 지도가 가능해요. 

어울림 감수성
평화·통일 실천방법 감수성
평화·통일의지 감수성
공동체 의식

   5. 함께하는 즐거움
Make, Share, Solve! 

 활동중심 공감 프로젝트

6. M.S.S(Make. Share. Solve) Step 5 평화·통일의지 감수성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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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활동 내용 블랜디드 도구

활동1

⁕ 함께 돌아보기: 프로젝트 내용 돌아보기 

⁕ 함께 시청하기: 이러다 통일되면 어쩌지?

⁕ 평화∙통일 마음 다지기: 마인드맵 작성

활동2

⁕ 평화∙통일 관련 영상 클립 보기

⁕ 만들고 싶은 내용 생각하기

⁕ 영상(정지동작) 제작 계획서 만들기

활동3

⁕ 영상(정지동작) 만들기: 조작법 배우기

⁕ 함께 만들기: 개인/2-3명(거리두기)

⁕ 영상(정지동작)제작 계획서: 온라인 공유

활동4
⁕ 함께 보기: 만든 작품 공유하기

⁕ 공유작품에 대한 생각나눔 

- 19 -

3 블랜디드 수업 내용 및 활용

     

활동 목표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노력을 알리며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활동

형태  

활용

자료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오프라인: 전체/개별학습

 ‣온라인: 생각나눔, 작품공유(감상)

‣오프라인: 통일학습꾸러미

 (수업 후 마인드맵 만들기, 영상제작 계획서)

‣온라인: E학습터, Padlet, Jamboard

활동

1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평화∙통일 마음다지기: 평화∙통일 마인드맵 작성

   다시 보는 평화∙통일➤ 활동사진 감상하며 수업 내용 즐겁게 떠올리기

   공감영상시청하기➤ 랩퍼와 함께하는 ‘이러다 통일이 되면 어쩌지?’ 영상시청

   평화∙통일 마음 다지기➤ 평화∙통일 마인드맵 만들기  생각 톡! Make

활동

2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공감영상 만들기1: 참고자료를 보고 계획서 만들기

   평화∙통일 관련 영상 클립 보기➤ 통일교육원 학습자료 중 초등영상 클립 일부

   제작계획서 만들기1➤ 만들고 싶은 주제 정하기, 방법/내용 생각하기

   제작계획서 만들기2➤ 주제에 맞는 클립(최대4장면)구성하기 생각 톡! Make

활동

3

실천

방법

감수성

☀공감영상 만들기2: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만들기, 계획서 공유하기

   어떻게 할까?➤ 스마트 기기 사용법 배우기

   이렇게 해보자!➤ 계획에 따라 개인/2~3명 제작참여(거리두기 확인)

   함께 생각해요➤ 제작 계획서 자료 온라인(잼보드) 공유 생각 톡!  Share

활동

4

어울림
감수성

공동체 
의식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통일 공감 영상(정지사진) 감상하며 마음 다지기

   함께해요➤ 학급 패들렛에 작품 공유하기

   생각을 나누어요➤ 학급 패들렛 작품 감상하고 공감 댓글 달기

                                               ➤ 생각 톡! Share, Solve

9-10. 하나되는 우리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차시: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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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만들고

평화∙통일 마음 다지기: 평화∙통일 마인드맵 완성 

Share

나누고

공감영상 만들기1: 영상제작 계획서 만들고 나누기 

Solve

해결하고

공감영상 만들기2: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여 공감 댓글달기

   함께하는
❤ M.S.S   
   프로젝트

❤학생활동중심 프로젝트 수업이 마무리되는 차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많아 어렵게 시작했지만, 교육 방법의 다양성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통일교육 방법에 블랜디드를 통한 융합형태의 수업 방법이 필요해 보였고 
적용해 보니 아이들의 반응과 효과는 좋았다
 이번 차시는 프로젝트 내용을 돌아보며 평화통일 마음 다지기 활동으로 마인
드맵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해 보았다. 예상보다 많은 생각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별했던 점은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꿈과 관련되어 통일의 필요성을 
작성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중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진로 
교육을 포함한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공감영상 만들기 과정은 즐거움과 재미는 있었지만 아이들 수준에서 만들다보니 
내용구성이 조금 아쉬웠다. 대부분 정지 동작으로 사진을 찍었고, 몇몇 학생들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계획서는 잘 만들지만 실제 제작은 단위 수업시간
에서는 부족하여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tip. 마인드 맵은 제작 전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꼭 해주세요. 4학년이었지만 
의외로 작성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인드 맵 특성상 확산적
으로 퍼지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감 영상 제작 전 참고자료는 정말 간단하고 짧은 내용으로 해주세요. 
너무 재미있는 참고 영상을 제공했더니 계획서작성에 다들 시간을 많이 사용했
어요. 4학년이라면 스탑 모션이나 포스터 사진 제작 정도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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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단감수성

: 
?

➤ ?
➤ ?
➤ ? 

 
, 

. 
. 

2   평화∙통일 실천방법 감수성

: .
?

➤ ?
➤ / ? 
➤ ?

  , 
E , 

 
.  

3   어울림감수성           

: 
?

➤  ?
➤ ? 
➤ ?

 
.  

 (www.hub4u.or.kr) ‘  
’ .

 , 
 .

7. M.S.S(Make. Share. Solve) 프로젝트 평화∙통일 감수성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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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통일 의지 감수성    

: 

?
➤ ?

➤ ? 

➤ ?
  !  

. 
. 

    
 

.

 Ⅴ  M.S.S(Make. Share. Solve) 프로젝트수업 운영결과

    
      

   . 
 ( )

 .
   . 
     1) / : 4 * , 20 / : 2020  10
     2) : , (2017)

   . ∙ /                                       
   1) ( ) ?                   N=20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67.4 95 32.6 5 100

    2) ( ) ?           :  N=20  

   

구분
협력의 대상 도와주는 대상 경계하는 대상 잘 모르겠다.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59.8 70 6.5 25 6.5 0 27.2 5 100

1. 프로젝트 수업 후 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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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N=20  

 

구분
잘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50 85 50 15 100

   4) ( ) ?                             N=20  

  

   5) ( ) ? N=20  

  

   6) ( ) ?     N=20  

  

  7) ( )  ?       N=20  

  

구분
학교수업 TV/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의 대중매체
부모님/친구 등 

주변사람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8.7 85 82.6 10 8.7 5 100

   8) ( ) ?                N=20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26 55 48.9 30 21.7 15 3.3 0 100

   9)  ?                             N=20   

 

구분
10년 안에 10-20년 사이 20-30년 사이 30년 이상걸림

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백분율(％) 47.8 20 30.4 50 13 25 8.7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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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5% ‘  

.’ 5%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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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5% ,  
‘  ?’ . 

/ 50% ,  
45% . 

.
   4)  ‘ ‘   
95% .  

∙  .
   5) ’ ‘55% ’ ‘30% .    

∙
 .

   6) ∙  10 ~20 50%  
. 10 (47.8%),  

. 20 ~30
25% .
  

 Ⅵ  M.S.S(Make. Share. Solve)프로젝트 수업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신장 수업 실천을 마치며   
 

1. M.S.S(Make. Share. Solve) 프로젝트 지속적용

‘
’ (Make) (Share) (Solve) M.S.S  

·  . 
, · .

         ∙ !   
 M.S.S(Make, Share, solv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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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 적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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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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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 � � ‘가온누리’ 프로그램�로� �들�� 가��
우리들의� 통일� 이야기

                   � ��� 부�� � � � �� 초등부

� � � � � � � � � � � � � � � � �가교�� ��� �� 광주광명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 명� �� �� � �� � 희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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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 � � � ‘가온누리’ 프로그램�로� 만들어� 가�� 우리들의� 통일� 이야기

필

요

성

 북한�� 우리
의� ���� 위

�하�� 적��로만�

인식해요

 ��화� 사회
로� ��하여�

��한� 사�들이� 모

여살아요

 ��이� ���
지�� ��서�

통일의� 필요성�� 느

�지� �하�� 있어요

 ���� 활동
이� �아지�서�

�감과� ����� 기

�기� 힘들어요

 ��� 있�� 시
�� 증가로� 부모

�의� ��이� 증가하
여� ����가� 늘었
어요   

���동�의식�필요 평화감수성� 필요 통일의�필요성과�의지 ��시��의식�필요 ��������놀이활동

 통일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민주시민이 가질 평화통일 감수성 교육이 필요

연

구

목

적 리
로�� 통일
���
만들기

누 구나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살아갈 창의적인 민주시민 기르기

가 ������북한이야기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역사, 전통, 
문화의 동질성을 찾는 활동을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 가지기

온 ���로�통일�바라기
 북한 탈북민들 및 다문화 가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반 편견적 사고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 감수성을 가진 어린이 기르기

평
화
통
일
감
수
성

연

구

실

재

온오프 블렌디드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감수성 기르기

가 깝고도 먼 북한이야기
인문학(e-Book)속에서 

키우는
민족공동체 의식

평화통일감수성> 자존감, 민족공동체의식

평화통일감수성<자존감,공감>

◉ 나와 너를 알아보아요
 ∎나의 역사기록 만들기
 ∎내 안의 보물찾기
 ∎반짝이는 나의 미래 만들기
 ∎감정 놀이 ∎친구야 마음을 보여줘
 ∎마음 나누기 놀이

평화통일감수성<민족공동체의식>
◉ 역사로 하나되는 남과북
 ∎우리는 단군의 자손
 ∎분단의 아픔
 ∎둘? 아니 하나

온  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미술놀이(미디어자료)활동

으로 배우는 
평화 감수성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평화통일감수성<배려, 탈편견>

◉ 모자이크 세상
 ∎평화의 어울누리 꽃씨 뿌리기
 ∎다름은 개성! 달라도 하나!
 ∎무지개 빛 버무리

평화통일감수성<평화 감수성>
◉ 통일 바라기
 ∎통일은 좋은거야~<한반도기만들기>
 ∎통일 다리 놓기 <키스해링 패러디>
 ∎통일의 불꽃 피우기<이동욱 작 패러디>

누 구에게나 리 (利)로운 
통일환경 만들기

공익광고속 사회문제 해결로
길러지는 

민주시민의식
평화통일감수성> 문제해결력, 민주시민의식

평화통일감수성<문제해결>

◉ 대화로 풀어요
 ∎학급 규칙 만들기
 ∎STC감정 조절 버튼
 ∎고미안 실천하기

평화통일감수성<민주시민의식>
◉ 세계는 한 이웃
 ∎아픔을 나누어요
 ∎ 환경을 지켜요
 ∎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 만드기

연

구�

결

과

 가���� �� 북한이야기� 활동으로 북한을 단군의 자손인 동일한 민족임을 알고 민족 공동체  

     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온���로� 통일� 바라기� 활동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운 점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봄으로써 통일을 향한 의지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 리(利)로�� ��� 만들기� 활동을 통해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살아갈 국민으로서 가져야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어 평화통일 감수성이 향상되었다.

제
언

 비대면 원격수업에 맞는 통일교육 가상체험관이 있어 아이들이 직접 가지 않고서도 통일 

전망대나 전쟁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으면 더욱 질 높은 통일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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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통일 이야기

 ⅠⅠⅠ 연구의 필요성

TV 뉴스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감 고조로 남북한 대화의 

단절이나 관계가 경직 된다라는 기자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

의 북한에 대한 생각 역시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어 보였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이야기와 6.25 전쟁의 원인과 결

과를 통해 본 분단의 역사를 알려 준다면 북한을 민족공동체이며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 기대 한다.

1. 북한의 균형적이해를 통해 민족공동체로 북한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새터민 가정 아이들과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실은 자신과 

다른 친구를 편견 없이 대하는 탈편견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평화감수

성도 길러지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2.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탈편견의식을 토대한 평화감수성 교육이 필요

  올해는 남북 분단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분단 1세대들이 지나고, 분단 2세대
들도 이제 노년이 된 시점이다. 점점 통일은 잊혀지거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
는 소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이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였다.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통일 가져오는 이로운 점을 찾는다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아이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3.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를 길러 줄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의 유행은 감염의 차단을 위해 비대면 교육이 실시하게 하여 아이들과의 자유
로운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살아 가야
할 미래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시민의식을 비대면 활동으로 길러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인성교육 자료를 통해 민주시민의
식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4.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단절은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을 저해하였음

 원격수업의 증가로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부모와의 마찰을 가져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다. 이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생각한 끝에 미술 
놀이 활동을 도입하게 되었다. 만들기 동영상을 보고 놀 거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손의 조작 활동을 증가시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 줄 거라 생각 된다.

5. 증가한 스트레스로 인해 미술 놀이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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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인 ‘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통일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균형적인 이해를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4차산업
패러다임

  e-Book 활용 인문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바르게 인식하여, 
균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첫 째

  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으로 적대국이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하며,둘 째

 온오프 미술놀이활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문화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감수성을 길러셋 째

 통일을 저해하는 주변 문제를 찾고 해결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의식과 통일 감수성을 
기르고자 한다.넷 째

리 ��� 통일
��� 만들기누 구나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살아갈 바른 가치관이 확립된 민주시민 기르기

가 ���� �� 북한이야기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역사, 전통, 
문화의 동질성을 찾는 활동을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 가지기

온 ����� 통일� 바라기
 북한 탈북민들 및 다문화 가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반 편적 사고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 감수성을 가진 어린이 기르기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인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통일이야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온누리

가온누리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으
로 우리민족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어 
널리 이로움을 주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날을 바란다
는 뜻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평화통일 

감수성

��통일��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인
지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데 있어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문제도 
긍정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온 오프 
블랜디드

러닝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
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 통한� ��� 맺기의 소통 방법을 
길러 주기 위해 채택하였다.

e-Book
인문교육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책읽기를 통해 ���� 소
통��� ���� ���� 인문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놀이

활동

원격 수업에 맞게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구� 만들기� ��이나�
������ 함으로써 손의 조작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도 풀어주
는 놀이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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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 

저학년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과 놀이 교육이 비판적인 사고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1. 통일 교육 지원법 < 개정 2018.03.13.>

♣ 제2�� 통일교육의� 정의 : “ 통일 교육” 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 제3��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2. 평화통일 교육 방향과 관점 < 통일부 통일교육원>

 가 평화 통일 교육의 목표

                                      분단이 오래됨에 따라 통일이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통일

이 더 이상 민족적 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

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즉 남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해소, 우리 민족의 재도

약을 위한 발판이며 동북아 국제평화에 기여,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 다운 삶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시켜야 한다.  온 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1) 평화 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국가 안보의 기초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

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

켜가려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추는데 있다. 이러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온 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2) 건전한 안보 의식 제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

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

로 이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가깝고도 먼 북한 이야기

 3)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분단 이후 남북한의 체제 경쟁과 대립으로 발생한 상호 

불신과 갈등, 분단 경험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인식의 격차, 개인별, 계층별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통일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다른 사회 구성

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갈 필요

가 있다. 상대를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

용의 정신, 평화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가깝고도 먼 북한 이야기

 4) 평화 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

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민주적 의사결

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

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리(利)로운 세상 만들기

  

 5) 민주 시민의식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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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화 통일 교육의 중점 방향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 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할 협력의 상대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한다.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 전통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 평화 통일 교육의 방법

                                      초등학교 단계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

는 시기이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국가애와 민족애와 같은 공동

체적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놀이·체험형 또는 문화 ·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놀이 활동 도입

 1)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 교육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

하여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이를 자신의 가치 속에서 받아들

이며, 통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e-Book활용 인문교육 도입

 2)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교육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통일· 북한 문제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남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

각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협동학습과 대화와 토론학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토의토론

 3)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육,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킨 교육, 소집단을 활용한 토론학습, 통일역사 체험관과 지역사회

의 통일관련 명소 탐방을 통한 체험학습, 북한 이탈 주민이나 대북 인도지원 또는 남북경협유경

험자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다.  미디어 자료, 공익공고활용

 4) 흥미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의 통일 교육

 3.  선행 연구

연구주제 연구자 분석결과 및 시사점

∎통일 교육 

어떻게 할까?

김현희외 
5인

- 통일 교육을 반공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 실시하고 교과통
합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북한을 민족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는 동질성 교육으로 통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였음.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 교육
윤웅상 - 초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의 목표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통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함.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내용 고찰
한만길 - 미래 통일 한국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함.
∎2020년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 통일 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교
육의 방향을 알아보고 통일 교육의 방법과 방향을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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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 했어요.

 1.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가  학교실태 분석  

구분 내용 시사점 추진과제

학

생

▶ 부모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어 독립심

과 자율성과 문제해결력이 떨어짐(65.8%)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지

나치게 자존감이 높거나(25%) 낮은 경우

가 많음(37%)

▶ 북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며 

핵을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생각정도만 형성되어 있음(88%)

▶ 통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정도에 

그치고 통일에 필요성과 당위성은 거의 

모름(95%)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대

▷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자존감 회복이 필요함.

▷ 갈등 상황 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

▷통일이 주는 이로운 점을 

실질적으로 알려 주어 통일

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도

록해야함.

▷온오프블렌디드러닝의 교

육과정 재구성이 필요

가깝고도 먼 
북한이야기 ◈자신과 자신

이 살과 있는 남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e-Book’을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온마음으로 
통일바라기 ◈ 북한에 

관한 다양한 영상 자료 선

택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오프블렌디드 러닝

학

부

모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중심의 사
고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줌(78.9%)
▶북한에 대한 인식은 우리보다 경제적
으로 뒤처지는 나라라는 생각으로 우리
동포, 우리 겨레라는 동질적인 생각은 희
박함(65%)
▶통일은 통일 후 발생하는 통일비용 부
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강해 분단된 
상태로 종전만 원하는 경향이 뚜렷
함.(95%)

▷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

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학

교 교육에서 길러 줄 필요

가 있음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일 

자료를 통해 통일이 주는 

이로운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온마음으로 통일바라기  

◈ 언텍트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만들기와 놀이가 접목

된 미술놀이 활동을 선정

◈ 북한과 우리가 동일 민

족이라는 민족동질성을 회

복하는 활동으로 역사놀이

활동을 도입

지

역

사

회

▶과밀 인구 지역으로 피해의식이 팽배되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함.

▶경기도 남부권으로 휴전선과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따

른 불안감이 많음.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며, 특히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족이 많음

▷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

민의식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필요

가 있음

누구에게나 리로운 
통일 환경 만들기  ◈ 환

경 문제, 사회 문제의 해결

을 바라는 공익광고를 선정

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 위해 장애

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

 나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환경 조성

�� �리���

JT������소통
������� 피드백 �� ��� ���

��� �드� ���

소통(피드백)

‘가온누리’����� ��� ���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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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생 실태 분석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북한에 대한 이해 및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2학년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질문과 면담을 통해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구분 시기 방법 검사도구 결과분석� 방법

평화통일�

감수성
2020.4

양적 분석(e-알리미 및 
설문통계) 북한이해와 통일감수성 설문지 백분율 및 그래프 

해석질적 분석 아동관찰 및 개인 상담

  

 1) 평화통일 감수성 관련 설문 결과 분석                                         N=34

구분 질문
결과

결과� 분석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민족�사�

민족공동체의식

▶ ��나라의� ��신화�� ��신화�� �해� ��� 있다 6 13 16
⛭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
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단일민족으로써의 역
사 의식은 희박한 것으로 보
여 민족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역사교육이 필요함.

▶ ��� ��의� ��� 어디�지�지� ��� 있다 5 10 20

▶ 북한과� �한�� ��� 민족��� ��� 있다. 18 14 2

분�과정� 이해

평화감수성

▶ 분�의� 의��� ��� 있다 8 20 6 ⛭ 6.25전쟁의 원인과 분단
과정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
는 편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
이 필요함

▶ 6.25� ���� �해� ��� 있다 6 18 10

▶ ��나라�� �� �북한��� 나���지� ��� 있다 3 12 19

북한이해

공감

▶ 북한이� 어디�� 있�지� ��� 있다 14 16 4 ⛭ 북한에 대한 태도는 안전
을 위협하는 경제적으로 열
등한 국가라는 부정적인 개
념이 절대적이라 서로 상생
해야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길러 주어
야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나라의� 적이다. 15 11 8

▶ 북한�� ���� 도�주어�� �� 나라이다 18 2 14

▶ 북한�� ���� ��� 민족��� �이� �� �아�� 한다. 18 12 4

공감,배려

민주시민의식
▶ 나�� 다�사�의� ���� ��해�� 행동한다. 5 18 11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하는 것이 미숙하여 공감과 배
려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개혁정신

민주시민의식
▶ 나�� ��한� 것이� 있��� ��려�� 노력한다. 4 15 15

⛭ 문제해결의식을 길러 민
주시민의식을 심어줄 필요

통일의� ��성�
�� 통일의지

▶ �북한이� ��� 통일이� ����� 좋겠다. 8 12 14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을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교
육할 필요가 있음▶ 나�� 통일�� 위해� 노력�� 것이다. 5 21 8

  2) 학생 개별 실태 조사

이름 행동� 특성
<�� ��이� ��한� 어린이> ��디���� 기반환경

���
평화� 통일
감수성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

���
일

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나 소극적임. 6.25
와 분단 원인에 대하여는 잘 모름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북한의� ��적� 이해

부모님 모두 아동을 돌보고 있
기는 하나 원격수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스마
트폰 소유

북한의
��적�
이해

상 목

권○○
자신감이 부족함. 통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
음. 북한 이해도는 낮은 편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

이 부족함 민족� 공동체� 의식,� 통일� 당위성

스마트폰 소유하고 있으며, 어머
니께서 온라인 학습을 돕기는 
하나 60%정도 완수함 

민족공동체
의식
통일의지

중 금

김○○
남과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싸움이 잦음. 
6.25나 분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북
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통일의지,� 평화감수성  

조부모께서 학습을 봐주고 있으
나, 긴급돌봄으로 매일 등교하여 
학교에서 학습함

평화
감수성
통일의지

상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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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동� 특성
<★� ��이� 필요한� 어린이> ��디���� 기반환경

필요�
평화� 통일
감수성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

���
일

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6.25전쟁과 분단이유
를 알지 못함,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음

북한이해� �� 통일의� 당위성

어머님께서 돌보아주시나, 아이
가 하기 싫어하여 온라인 학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

북한이해
통일의지

중 금

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함. 자신감 부족함. 
북한을 적국으로 인지함. 통일의 필요성은 느끼

지 못하고 있음 자신감�� 통일당위성

어머니께서 학습을 봐주시고 있
으며, 어린 동생으로 온라인 학
습을 원활히 하고 있지 않음-스
마트폰 보우

통일의지
자신감
문제해결력

하 목

김○○
호기심이 많고 발표를 잘함.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있음.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통일 의

지는 없어 보임 통일의지

부모님 모두 교육에 관심이 많
아 온라인 학습에 잘 이루어 지
고 있음- 스마트폰 보유

민족공동
체의식
통일의지

하 금

김○○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남. 6.25에 대해 잘 알
고 있음. 북한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음 통일의지

부모님께서 온라인 학습을 잘 
도와주고 있으며, 본인도 학습
에 긍정적임 스마트폰보유

통일의지
민주시민
의식

상 금

★
모○○

성실성이 부족함. 공감 능력이 부족함. 6.25나 
단군이야기에 대해 잘 모름. 북한에 대한 이해

도가 낮음 �통� 공감�� 북한� 이해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의 온라인 
학습을 도와줄 수 없어 긴급돌
봄 신청— 골프를 하고있음

민주시민
의식

북한이해
중 매일

서○○
자기주장이 강함. 단군이야기, 6.25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느

끼지 못함. 통일� 당위성�� 통일의지

맞벌이 가정이기는 하나 오빠가 
온라인 학습을 도와 60%정도 
완수하고 있음

평화감수
성

통일의지
중 금

신○○
똑똑하기는 하나 소통과 배려가 부족함.
단군 이야기와 6.25 발발 원인 분단원인 등 역

사적 지식이 많음. 배려�� 통일의지�� 실천

아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
고 있으며, 자율학습이 잘되고 
있음.

민주시민
의식
통일의지

상 목

유○○
북한이 단순한 적국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 감수성은 낮은 편임.

북한의� ���� 이해

어머니께서 온라인 학습을 봐주
고 있으며, 완벽하게 과제학습
을 진행함.

북한이해
문제
해결력

중 금

★
이○○

6.25전쟁, 단군이야기, 분단원인에 대해 전혀 모
르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

이 없음. 통일당위성�� 북한이해

온라인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습 환경이 형성
되어 있지 않음

북한이해
민족공동
체의식

하 목

최○○
자존감이 높음. 소통능력이 좋음. 북한이 같은 민족
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통일� 의지�� 실천의지

외할머니께서 학습을 봐주고 있
으며,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함

문제해결력
평화감수성
통일의지

중 목

칸○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는 전혀 알
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낮

음 북한� ���� 이해�� 민족공동체의식�� 통일당위성

온라인 학습을 봐줄 보호자가 
없어 긴급돌봄을 하고 있음

민족공동
체의식

하 목

서○○
6.25 전쟁, 분단의 이유, 단군 이야기 등 역사적 
지식이 많음. 북한을 적국이자 같은 민족공동체라

는 균형적 이해는 다소 부족함. 북한이해

어머니께서 온라인 학습을 봐주
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음

민족공동
체의식

중 금

★
서○○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 부족. 통일에 대해 생각
해 본적이 없으며, 북한의 균형적 이해 부족

북한의� ���� 이해�� 통일� 의지

어머니께서 온라인 학습을 봐주
고 있으며 성실하게 수행함

평화감수성
민족공동체
의식

중 금

� ��� ��� �� 시사점
▣ 의존적이고 소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탈 편견적  

   태도로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 ‘e�� Book’ �용��문���로�자�감� ���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민족 공동체적의식을 길러주는 역사의식이 희박하므로 초등학교 2학년 발달 과정을 고려한 ���� �디어� � � �

� � � � 자����용한�북한���한이� 민족공동체���역사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 북한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을 우리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같은 민족임을  

   알려 주기 위한 다양한 북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동�� �목한� 이해� ��� 실시

▣ 이기적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민주 시민의식을 길러 줄 수 있는 공����� �용한� � � � � � � � � � �

� � � � ��프로그램��통해� 디지털� 시������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한  

   평화통일의지��지기��동이� 필요하며, 통일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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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 했어요.

 1. 실천 대상 및 기간

  가  실천� ��� :� �○○ ����� 2���○�� (남:� 19명� 여:15명� �� 34명��

   나  실천� 기간� :� � 2020�� 4�� 20일� �� 2021�� 2�� 28일

   다  실천� 과정

단계 실천� ��� �� 방법
��� 기간

4 5 6 7 8 9 10 11 12 1 2

계획

선행 연구 고찰 및 연구 주제 
선정

◉ ◉

설문 내용 작성 및  사전 검사 
분석을 통한 연구 목표 선정

◉

실천과제 계획 수립 ◉

실천
실천 과제 지도 및 실행 ◉ ◉ ◉ ◉ ◉ ◉ ◉ ◉ ◉ ◉

지도과정 중 문제점 상시 피드백 ◉ ◉ ◉ ◉ ◉ ◉ ◉ ◉ ◉ ◉
실천과제 개별 평가 및 분석 ◉ ◉ ◉ ◉ ◉ ◉ ◉ ◉

정리
연구 실천 결과 검증 및 분석 ◉ ◉ ◉

연구 실천 보고서 작성 ◉ ◉ ◉

 2. ‘가온누리’프로그램 실천 과제 설정

온오프 블렌디드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감수성 기르기

가 깝고도 먼 북한이야기
인문학(e-Book)속에서 

키우는
민족공동체 의식

평화통일감수성> 자존감, 민족공동체의식

평화통일감수성<자존감,공감>

◉ 나와 너를 알아보아요
 ∎나의 역사기록 만들기
 ∎내 안의 보물찾기
 ∎반짝이는 나의 미래 만들기
 ∎감정 놀이 ∎친구야 마음을 보여줘
 ∎마음 나누기 놀이

평화통일감수성<민족공동체의식>
◉ 역사로 하나되는 남과북
 ∎우리는 단군의 자손
 ∎분단의 아픔
 ∎둘? 아니 하나

온  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미술놀이(미디어자료)활동

으로 배우는 
평화 감수성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평화통일감수성<배려, 탈편견>

◉ 모자이크 세상
 ∎평화의 어울누리 꽃씨 뿌리기
 ∎다름은 개성! 달라도 하나!
 ∎무지개 빛 버무리

평화통일감수성<평화 감수성>
◉ 통일 바라기
 ∎통일은 좋은거야~<한반도기만들기>
 ∎통일 다리 놓기 <키스해링 패러디>
 ∎통일의 불꽃 피우기<이동욱 작 패러디>

누 구에게나 리 (利)로운 
통일환경 만들기

공익광고속 사회문제 해결로
길러지는 

민주시민의식
평화통일감수성> 문제해결력, 민주시민의식

평화통일감수성<문제해결>

◉ 대화로 풀어요
 ∎학급 규칙 만들기
 ∎STC감정 조절 버튼
 ∎고미안 실천하기

평화통일감수성<민주시민의식>
◉ 세계는 한 이웃
 ∎아픔을 나누어요
 ∎ 환경을 지켜요
 ∎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 만드기

평화통일감수성을 지닌 통일대한민국을 살아갈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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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과정 분석 및 세부 실천 계획

실천
과제

평화통일�
감수성 활동주제 세부활동 ��교과� �� 단원

미디어� 동기�발� 자료
(e-Book,� 웹툰,� 공익광고)

가 �고도�
�� �한�
알기

인문학
(e-
Book)

�에�� 키우는

민족공동체
의식

자존감
�정��
자아
정체성
�인�
이해
공감

◉나와 

너를 

알아보아요

나의 역사기록 만들기 봄-1.알쏭달쏭나
    이렇게 자랐어요

‘�가� �마��에� 있었을때에는’
https://www.youtube.com/watch?v=sHBGUjOA
qC8

내 안의 보물 찾기 봄-1.알쏭달쏭 나
   나를 소개합니다.

‘있는� 그�로의� ��� 사랑해’
https://www.youtube.com/watch?v=863S
0ETnVps

반짝이는 나의 미래 만들기 봄-1. 알쏭달쏭 나
   내가 자라면

‘��의� 발명품’
https://www.youtube.com/watch?v=53NR
MaVKSOo

감정놀이하기 봄- 1. 알쏭달쏭 나
‘감정툰으로� 공감하고� 표현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jyl
UpGeXg

친구야! 마음을 보여줘 국어-3. 마음 나누기
‘�의� 마음� �의� 마음’

https://www.youtube.com/watch?v=g16Ss
uGQjPI

마음 나누기 놀이 국어-3. 마음 나누기
‘친구�� 모�� �어�리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XWUJ
JqdRzo8

민족

공동체�

의식

◉역사로 

하나 되는 

남과 북

우리는 단군의 자손 창체- 단군에 대해 
알아보기

‘단��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c8UJh
THyOQg

분단의 아픔 창체- 6.25에 대해 알기
국어- 3. 마음 나누기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ADzv
Lps9LYo

둘? 아니 하나!
여름-1.이런집 저런집
이런가족 저런가족
창체- 추석의유래

‘�모의� �한� 여행’,‘우리는� 친구’
https://www.youtube.com/watch?v=f_FvU
eA7_RA
https://www.youtube.com/watch?v=xlX7N
QLSxkg

온 마음
으로

통일바라기

미술놀이
(미디어� 자료)
활동으로�
키우는

평화�
감수성

배려

탈편견

의식

포용력

◉모자이크 

세상

평화 어울누리 꽃씨 뿌리기
여름-1.이런집 저런집
우리집

통일교육원� -� 통일웹툰� 실�민의� 마음을� 100만분
의� 1이라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unicartoon/view.do?id=71
&mid=SM00000805&eqCartoonCtgrSn=11

다름은 개성! 

달라도 하나!

여름-1.이런집 저런집
달라도 소중해요

통일교육원-� ��통이� 자료마당
�운��에� �� �있는� �한� 음식� BEST3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2
0357&mid=SM00000532

무지개 빛 버무리
겨울-1. 두근두근세계
여행

달라요� 달라
https://www.youtube.com/watch?v=DC2o
_Ygm9YU

평화

감수성

배려

◉통일 

바라기

통일은 좋은 거야~

<미술놀이활동>-한반도지도완성

창체-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일 찾기

통일교육원-� ��통이� 자료마당
캠핑가는날
https://www.youtube.com/watch?v=VbUL1kEIBaY

통일 다리 놓기
<미술놀이활동>-키�해��패러디

창체- 북한 알아보기
창체-통일불꽃피우기

통일� 교육원-� 통일� 웹툰
��아�은� 단물에� 가�지�� 어때?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unicartoon/view.do?id=68&mid=SM00000
805&eqCartoonCtgrSn=11

통일의 불꽃 피우기
<미술놀이활동>-이동���패러디

창체- 평화통일 소망 
풍선 날리기

통일교육원� -� FUN� 통일마당� 통일한국� 시간여
행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unicartoon/list_sub.do?eqCartoonCtgrSn
=8&mid=SM00000742

누 구��

리 (利)로운
세상�만들기�

공익광고
(지식채녈� E)
로� 배우는

민주
시민
의식�

문제

해결력

◉대화로 

풀어요

학급 규칙 만들어요 창체- 학급규칙정하기
공익광고-학교� �칙지키기�
https://www.youtube.com/watch?v=bYT1d
M68eRs

마음의 신호등 
<STC감정��� ��� 실천하기>

봄-1.알쏭달쏭나
    마음의신호등

지식채녈e� -� �의� 반격
https://www.youtube.com/watch?v=xrX7a
M-dpYQ

고미안 실천하기<�이�� 법칙>
질서캠페인 광고 만들기

국어-10 .다른사람을 
생각해요

‘다�사�� ��에�� 생각해봐’
https://www.youtube.com/watch?v=UgMn-
Me_pFQ

민주시민

의식

개혁정신

◉통일 

한국의 

민주시민

아픔을 나누어요
가을-1.동네한바퀴
우리도 해봐요

지식채녈e� -� �라��� 아일랜드
https://www.youtube.com/watch?v=S9D7
qbflt-k

환경을 지켜요
미세�라��으로� 바다생물살리기
<외부강사수업>

창체- 환경을 보호해요
인간이� 지구�� �친� 과정� 3분만에�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m-Fa
iKG3L4

우리가 꿈꾸는 통일미래
<미술놀이활동>-���의� 한국전
�을�평화통일한국으로�바꾸기

창체- 통일된 아름다
운 세상 만들기
창체- 평화통일로 나
아가기

아이들이� �꾸는� 미�� 도시의� 모습은?
https://www.youtube.com/watch?v=A9Te
VJRSIRk
도�으로� 그�� 그리기-통일� 한국� 그리기
https://www.youtube.com/watch?v=idErod
_9M8E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과정 분석 운영 <예시> ---- 주1일 등교수업, 주4일 원격수업
� 동기�발� -� 미디어자료 생각과� ��� 표현활동-� 꾸러미 생각� �누기� 활동� -토의토론
영상시청

(디지털Book,미디어,유튜브)
원
격

영상시청� �� ���� 표현

(그림, 만들기, 학습지등)
원
격

자신의� 생각� 발표

(발표, 토의토론, 전시, 놀이)
등
교

교
과

차시명
수업주제

평화통일 
감수성 주요 내용 및 활동

수업
방법

여

름

 이런가족 저런가족

-주변의 다양한 가족   
알아보기
-다양한 가족 존중하   
고 배려하기

조화, 존중, 
배려심

문제해결력

▣ TV동화 달라요 달라 –다문화편 시청 미디어자료
    (https://tv.naver.com/v/1765201)

원격

▣ 시청 후 느낀 점과 우리 주변 다양한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원격

▣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편견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
법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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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천 했어요.

가깝고도� 먼� 북한이야기 � 인문학(e-� Book)� 속에서� 키우는� 민족� 공동체� 의식

이�� 마음��� 시작했어요...
▣ 평화 통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바른 자아 정체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같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한 바탕에서 출발해야 균형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반 아이들이 부족한 자신감을 
길러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킨 후 우리나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한민족이며, 같은 뿌리라는 민족공동체 의식 길러 줄 수 있다.

� � � � 이��� 실천했어요

 가 � 인문학(e-� Book)� 활용� 실천� 단계
� 동기�발� -� e-BOOK ��과� ��� 표현활동 ��� 나누기� 활동� -토의토론
영상시청

인터�� 주��� 주고� 가정에서�
시청(� 스마트폰,� 컴퓨터등)

원
격

영상시청� �� ��� �� 표현
�� 가족과� 의�� 나누기

(그림, 만들기,독후감상문등)
원
격

자�의� ��� 발표
��의� ��� 나눔활동

(발표, 토의토론, 전시, 놀이)
등
교

 나 � 교�과정과� �계한� 인문학(e-� Book)�

실천
과제

평화통일
감수성 활동주제 세부활동 민족공동체의식� ���

e-Book
시
기

가 깝고
도�먼�
북한�
알기

인문학
(e-
Book)
속에서�
키우는

민족공
동체의
식

◆나��
알아
보아요

자존감
�정��
자아
정체성

◉나의�사기��
만들기 봄 - 가정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e-Book’을

  읽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기 <디지털� 기기이용>
원
격

‘�가� �마�속에� 있었을때에는’
https://www.youtube.com/watch?v=sHBGU
jOAqC8

4월

4주

~

6월

4주

◉��의�
보물찾기 봄

- 자신의 성장기록표 만들기
- 자신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찾고 소개하는 글쓰기
-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림으로 표현하기

원
격

‘있는� ���의� ��� 사랑해’
https://www.youtube.com/watch?v=86
3S0ETnVps

◉��이는� 나의�
��� 만들기 봄

- 성장기록표 발표 후 전시
-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기
- 미래의 자신의 모습 발표하고 전시

등
교

‘��의� 발명품’
https://www.youtube.com/watch?v=53
NRMaVKSOo

◉감정놀이하기 봄 - e-Book으로 책 읽고 가족들과 의견 나누기  
� � <디지털� 기기이용>

원
격

‘감정���� 공감하고� 표현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j
ylUpGeXg

5월

4주

~

6월

4주

◉친구야!�
마음을� 보여줘 국어 -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
원
격

‘�의� 마음� 나의� 마음’
https://www.youtube.com/watch?v=g1
6SsuGQjPI

◉마음� 나누기�
놀이

‘친구�� ��� �어�리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XW
UJJqdRzo8

국어 - 친구와 함께할 때 가장 기분 나빴을 때를 나누고, 친
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찾기

등
교

◆�사��
하나�는�
�과� 북
민족
공동체�
의식

◉우리는� 단�의�
자손 창체- e-Book으로 책 읽고 가족들과 의견 나누기

� � <디지털� 기기이용>
원
격

‘단��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c8
UJhTHyOQg

6월

3주

~

9월

4주

◉�단의� 아픔 창체
-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 분단된 과정과 이유 알아보기
- 북한과 우리의 공통점 찾아보기

원
격

‘우리는� �단국가에� 살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AD
zvLps9LYo

◉둘?아��
하나!

창체
가을

-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에 만들어 보기
- 우리나라 전통 가옥 만들기, 
-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보내는 남북한의 모습 알기

등
교

‘��의� 북한� 여행’,‘우리는� 친구’
https://www.youtube.com/watch?v=f_F
vUeA7_RA

�가� �마� �속에�
있을� 때에는

있는� ���� ���
사랑해 ��의� 발명품 단�� 이야기 우리는��단� 국가에�

살아요 ��의� 북한� 여행

‘가온누리’ 인문학� 수�� � e-Book

이��� 민족� 공통체� 의식을� 길러요

◈ 자신의 자라나는 과정을 알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과 좋은 점을 찾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남북한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우리의 전통의상, 명절, 민속놀이, 전통 가옥 등을 알고, 북한과의 공통점을 깨달아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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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 ����기� � -� 1-① 나를� 알아보아요� 평화통일감수성:� 소통�� 공감�� 평화감수성
활동목표 ‘ e-Book’을��고� �� ������의�를���하��다����을� ��하����의��요성�알기
관련교과 통합-봄 활동시기

4월4주
5월 1~4주

평화통일�
감수성

자기이해
자존감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활용
e-Book

◈ 자기 이해: ‘네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삼촌의 발명품’

가
깝고
��
��
���
알기

실천
하기

자
신
감
을
�
가
져
요

� 나의� 역�기�� 만들기 봄-알�� ��� 나(���� 자랐어요) 4월4주

 ♣ 미디어북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읽고 그 내용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눈다. 원격수업

 ♣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성장흐름표(나의역사기록)  

     만들기를 한다. 원격수업

 ♣ 등교수업 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성장흐름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성장흐름표를  

     전시한다. 등교수업

� �� �의� 보�� 찾기 봄-알�� ��� 나(나를� 소개합니다.) 5월1주4주

 ♣ 미디어북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를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읽고   

    느낀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원격수업

 ♣ 자신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찾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본다. 원격수업

 ♣ 등교수업 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등교수업

� 20�� �� 나의� 모습은? 봄-알�� ��� 나(�가� 자라면) 5월1주4주

 ♣ 미디어북 ‘삼촌의 발명품’ e-Book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읽고 자신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다. 원격수업

 ♣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그려보고 설명하는 글을 써본다. 원격수업

 ♣ 등교수업 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해 보고, 전시해 본다. 등교수업

실천� 모습
나의 성장흐름표 나를 알아보기 장점 이름표 만들기 장점 기차만들기

가족 소개카드 미래모습 그리기 나의 꿈 기구날리기 꿈나무 키우기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요

▣ e- Book을 통해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시각적 소통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 장점 찾기 활동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본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 자신의 성장 과정 및 가족들과의 관계와 역할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지각을 통해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활동으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등교수업이 많지 않고, 홀짝 등교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 활동을 같이 할 수 없
는 것이 많이 아쉬웠으며, 서로를 칭찬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 자존감을 갖는 활동의 성과가 조금 낮은감이 있었다.

개선방향 e-Book을 읽을 때 줌 화상수업으로 같이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책 읽기 싫어하
는 아이들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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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 �한이야기� � -1-② 나를� 알아보아요� 평화통일감수성:� 자존감�� 자아정체성� 확립
활동목표 ‘ e-Book’�의�주�공을� 통해�� 자�을� �정����이해하고�� 자존감을�회복한다.
관련교과 봄, 국어 활동시기

5월4주
6월 1~3주

평화통일�
감수성

공감,소통,
평화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활용
e-Book

◈ 평화 감수성: ‘감정툰으로 공감하고 표현하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친구를 잃어버리는 방법’

가
깝고
��
��
�한�
알기

실천
하기

마
음
을�

공
감
해
요

� 감정� 놀이하기-� 동��� 시청 �� 1-� 알���� 나(어�� 표정일까

요?)

5월4주

 ♣ 동영상 ‘감정툰으로 공감하고 표현하기’를 보고 다양한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알도록 한다. 원격수업

 ♣ 원을 이용한 다양한 표정을 창의적으로 그려 본다. 원격수업

 ♣ 다양한 표정을 찰흙이나 아이클레이로 표현하면서 시각적인 소통 방법을 익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등교수업

� 친구야�� 마음을� 보여줘 국어-3.마음나누기(마음을� 나���� 말) 5월4주

 ♣ 미디어북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읽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도록한다. 원격수업

 ♣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원격수업

 ♣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여 솔직하게 편지를 써보기 등교수업

� 마음� 나누기� 놀이 국어-3.마음나누기(마음� 표현하기) 6월1주

 ♣ 미디어북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읽고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원격수업

 ♣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 지켜야할 것들 10가지 생각하여 적어보기 원격수업

 ♣ 친구에게 속상했을 때와 즐거웠던 때를 적어보고,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고 실천해 보기 등교수업

♣ 마음 표현하기 판에 자신의 오늘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마음 지도 만들기 친구 알아보기 얼굴 표정 만들기 표정꼬깔만들기

표정변화 종이컵인형 표정변화 종이컵인형 엄마의 표정바꾸기 내마음알리기 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요

▣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활동으로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표정 변화 종이컵 인형을 만들어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해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화난 엄마의 표정을 웃는 얼굴로 만드는 그림그리기를 통해 상대방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친구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읽는 활동은 모둠활동이나 협동수업등으로 진행
될 때 효율적이나 코로나-19감염 우려로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다.

개선방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배려하여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간의 대화
나 활동을 넣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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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 북한��기� � -2-① 역사로� 하나되는� 남과북� 평화통일감수성:� 민족공동체의식,평화
활동목표 ‘ e-Book’�로�알아�는��국�화���기�� 통��남북한��한� �리�을�알��한다.
관련교과

창체, 
국어

활동시기
5월 1~3주
6월3~4주

평화통일�
감수성

민족공동체
의식,평화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e-Book

◈ 민족공동체의식: ‘단군 이야기’ ‘하늘의 아들 환웅 환웅과 웅녀의 아들 단군’

가
깝고
��
��
북한�
알기

실천
하기

우
리
는�

단
군
의
�
자
손

� 단군� ��기� 읽기-� 동��� 시청 창체-단군� ��기� 알기 5월1주

 ♣ e-Book‘단군 이야기’를 보고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 대해 알아보기 원격수업

 ♣ 단군왕검과 고조선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단군신화에 대해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가족과 느낌 나누기 원격수업

 ♣ 건국신화 단군 이야기의 인상 깊은 장면 발표하고, 전시하기 등교수업

� � 단군� �화� 북아�� ��� 하기 국어-3.마음나누기(마음을� 나��는� 말) 5월3주

 ♣‘하늘의 아들 환웅, 환웅과 웅녀의 아들 단군’e-B00k을 읽고 떠오르는 것  

    마인드 맵으로 나타내기. 원격수업

 ♣ 우편으로 준 북아트 자료를 활용하여 단군신화 병풍 책 만들어 가족들에게 단군  

    신화에 대해 설명하기 원격수업

 ♣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단군신화 이야기를 꾸미고, 단군이야기 주머니 만들어    

    전시하기 등교수업

� � 단군� �화� 역�� ��� 하기 국어-3.마음나누기(마음� 표현하기) 6월3주4주

 ♣ 단군 신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어떤모습일지 상상해 보기 원격수업

 ♣ 상상한 모습을 생각하여 가면 만들기 ( 우편으로 보낸 만들기 자료활용) 원격수업

 ♣ 집에서 만든 단군신화 가면을 이용하여 역할극 해보기 – 가능한 거리유지를 하고   

   역할 놀이를 하도록 함. 등교수업

실천� 모습

단군이야기 인상깊은 
장면 그리기

단군이야기 인상깊은 
장면 그리기

단군신화 마인드맵 단군이야기 클레이

단군왕검 병풍책 
만들기

단군이야기 주머니 
만들기

꾸러미 활용 가면 
만들기(sns로보냄)

역할극 하기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요

▣ 우리나라 건국신화 단군 이야기를 읽고 우리나라의 건국된 장소, 시조인 단군왕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단군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이 한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 단군 이야기의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민족의식을 갖고 남북한이 민족 공동체로 하나  
   됨을 알게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북한의 단군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료를 구하여 남북한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깨닫게 했다면 더 좋을 뻔 했다.

개선방향: 남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뿌리가 같다는 동질성에 초점을 더 두어 지리
적으로 고조선의 위치와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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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 북한이�기� � -2-② 역사로� 하나되는� 남과북� 평화통일감수성:� 민족공동체의식,평화
활동목표 ‘ e-Book’�로�알아보는� �리나��분단의�과�과�아픔을�알고� 통일의�필요성을�이해한다.
관련교과 창체 활동시기 6월3~4주

평화통일�
감수성

민족공동체
의식,평화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e-Book

◈ 민족공동체의식: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아요’ ‘아빠 금방 올께 웹툰’

가
깝고
��
��
북한�
알기

실천
하기

분
단
의�

아
픔

� �리는� 분단� 국가�� 살아요-� 동��� 시청 창체-6.25�� �해� 알아보기 6월3주

 ♣ e-Book‘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아요’를 보고 분단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 알아  

    보기 원격수업

 ♣ 인터넷으로 6.25가 발생한 원인과 6.25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기 원격수업

 ♣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토의하기 등교수업

� � 6.25� 그�� 그리기 국어-3.마음나누기(마음을� 나��는� 말) 6월3주

 ♣ 인터넷으로 6.25 관련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 찾기 원격수업

 ♣ 동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 하고, 6.25 전쟁에 관한 것을 그림이나 이야기로   

    표현해 보기 원격수업

 ♣ 6.25에 관한 그림이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 주기 등교수업

� � 이�� 가족의� 아픔� 나누기 국어-3.마음나누기(마음� 표현하기) 6월4주

 ♣‘아빠 금방 올게’ 웹툽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산 가족의 의미를 알아  

    보기 원격수업

 ♣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알아보고, 이산가족들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격수업

 ♣ 이산 가족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의하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6.25 그림 색칠하기 내가 생각한 평화 내가 생각한 평화

6.25전쟁 상상 그리기 통일 피카추 한반도기 색칠하기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요

▣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그 피해를 알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  
   지게 되었다.
▣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평화유지를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 분단의 의미를 알고 원래 남북한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민족공동체로써 서로 협력  
   하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6.25의 발발 원인과 피해에 대해 알아보면서 북한을 적대국으로만 생각하
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개선방향: 6.25이전의 남북한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분단의 아픔에 대해 더 초
점을 맞추어 민족 공동체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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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깝고�� �� 북한이�기� � -2-③ 역사로� 하나되는� 남과북� 평화통일감수성:� 민족공동체의식,평화
활동목표 ‘ e-Book’을� 통�� ���북한의�모습을�알아보고,� 남한과�북한의� 공통점을�알아본다.
관련교과

창체
국어

활동시기
6월3~4주
9월4주

평화통일�
감수성

민족공동체
의식,평화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e-Book

◈ 민족공동체의식: ‘티모의 북한 여행’ ‘우리는 친구’

가
깝고
��
��
북한�
알기

실천
하기

둘
?
아
니

하
나
!

� ‘�모의� 북한여행,� ��는� 친구’ 시청 창체-� 남한� 말,� 북한� 말 6월3주

 ♣ e-Book‘티모의 북한 여행’‘우리는 친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북한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원격수업

 ♣ 북한말에 대해 찾아보고 우리말과 비교해 보기 원격수업

 ♣ 친구들과 함께 북한말 빙고게임, 퀴즈 게임하기 등교수업

� 남북한의� 전통의상,집� 알아보기 여�� 1.� 이런집� 저런집 6월4주

 ♣ 북한의 의,식,주생활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 보기 원격수업

 ♣ 북한의 의,식, 주 생활을 주제로 북한 알리기 신문 만들기 원격수업

 ♣ 북한 알리기 신문 전시하고, 남북한의 공통 전통의상인 한복 만들기 등교수업

� 남북한의� 전통� 놀이하기 창체-� ��의� 유래 9월4주

 ♣ 인터넷으로 북한의 고유 명절의 종류 알아보고 남한과 공통 명절 찾아보기 원격수업

 ♣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하는 남북한 전통 놀이를 알아보고 하는 방법  

    찾아서 가족들과 해보기 원격수업

 ♣ 친구들과 함께 전통 놀이 같이 하기 (공기 놀이, 사방치기, 팽이놀이 등) 등교수업

실천� 모습 남북한말 카드 남북한말 카드전시 북한말 학습지 남북한 비교 학습지

통일 신문 만들기 모둠 한옥 꾸미기 한복 만들기 통일 물고기 팽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요

▣ 남한과 북한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북한의 명절과 전통놀이를 알아보고, 남한과 추석, 설날 명절에 차례와 성묘도 지낸  
   다는 것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알게 되었다.
▣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도 발견하면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더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남북한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더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개선방향: 저학년에 적합한 놀이를 통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북한어린
이의 놀이를 해보는 것도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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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 미술놀이� 활동(유튜브)으로� 키우는� 평화� 감수성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 코로나-19사태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평화통일 감수성을 기르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한 끝에 미술놀이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놀이는 아이들이 소통을 하는데 가장 좋은 활동이다.  
  그리고 미술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활동으로 이 두 가지 활동을 연합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만드
는 방법 동영상을 제공하고, 만든 놀이기구로 등교 수업시 언택트 놀이활동을 한다면 안전 거리를 유지하
면서 놀이도 할 수 있고 소통과 공감능력도 같이 길러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소통과 공감능력은 북한
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필요한 평화통일 감수성이기 때문이다.

� � � � 이��� 실천했어요

 가 � 미술놀이� 활동(유튜브� 동영상활용)� 실천� 단계

� 동기유�� 영상� 시청-유튜브 통일� 놀이기�� 만들기� 활동 평화놀이� 활동
영상시청

�터�� 주��� 주�� 가정���
시청(� 스마트폰�� 컴퓨터등)

원
격

동영상�� 나�는� ��으로�
통일� 놀이� 기�� 만듦
(종이접기, 만들기등)

원
격

만�� 놀이기로� 놀이하기
(통일 놀이 , 평화놀이)

등
교

 나 � 교육과정과� �계�� 미술� 놀이� 활동(유튜브)�

실천
과제

평화통일
감수성 활동주제 세부활동 동기유�� 자료� 및

만들기� 동영상� 자료
시
기

온 마음

으로
통일바라
기

미술놀이
(유튜브
동영상)
활동으로�
키우는

평화�
감수성

◆모자이
�� 세상

����
교육

포용력

평화�
감수성

◉ 평화의� ��� �
� 날리기

봄

여름

-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뜻을 알고 이산가족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기
- 북한의 의,식,주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원

격

▶통일교육원� -� 통일웹툰� �름�� �
� � ���� 여행
▶ �름�����의� 정원
▶통일을���� �이� 뛰어보자-우유��
��리� 만들기

5월

4주

◉ ���� ��� �
� � � ��� 것! 여름

- 우유갑을 활용한 ‘통일을 향해 뛰어보자 폴짝 개구리’  
  만들기를 하기
- 세계 다양한 음식을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보기
- 세계 다양한 전통의상 만들어 보기
- 남북한의 공통 놀이기구 만들기

원

격

▶TV동화� -����� 안돼
https://www.youtube.com/wa
tch?v=PGoGBj_tYag
▶여러� 가�� 음�� 만들어� 나눠보
기

7월

2주

◉ 무��� �� � �
� � � 버무리 창체

- ‘통일을 향해 누가누가 멀리 뛰나 ’ 게임하기
-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를 알아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일 찾아보기
- 평화 팽이 놀이하기, 평화통일을 위한 도미노 게임하

기

등
교

▶달라요� 달라
https://www.youtube.com/wa
tch?v=DC2o_Ygm9YU
▶세계� 여러� 가�� 의상� 만들어�
놀기

7월

4주

◆통일�
바라기

공감

평화
감수성

◉ 통일��
� � � ��� 거야~

여름
창체

-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기
-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 ‘이동원의 숭례문 풍선사건’작품 감상하기

원
격

▶통일교육원-� 유�통이� 자료마당
-캠핑가는날
https://www.youtube.com/watch?v=VbUL1kEIBa
Y

▶ 무�화� ���� 만들기

5월

4주

◉ 통일�
� � � �리� 놓기

가을
창체

- 아이클레이로 무궁화 만들기
-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 적어보기
- 통일된 한국을 상상하여 그림 그리기

원
격

▶통일� 교육원-� 통일� 웹툰
��� ���� 단��� 가���� 어
때??
▶ 평화통일� ���� 협동작

6월

1주

◉ 통일의
� � � ��� 피우기 창체

-  평화 비행기를 접어 날리기
- ‘이동원의 숭례문 풍선사건’ ‘평화통일 풍선사건’으

로 페러디 작품 만들기
- 평화통일 춤사위 협동작 만들기

등
교

▶통일교육원� -� �U�� 통일마당�
통일��� 시간여행
https://www.uniedu.go.kr/uniedu/home/cms/unicartoon/list_
sub.do?eqCartoonCtgrSn=8&mid=SM00000742

▶ 통일� �원� 날리기
▶ 통일� �원� ��� 띄우기

9월

4주

이��� 평화� 감수성을� 길러요

◈ 이산가족, 실향민의 아픔을 알아보고, 전쟁의 고통을 알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 다문화 가족, 새터민 가족, 한부모 가족등 다양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서로 돕고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 특수아동, 다문화 아동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지내게 되었다.

◈ 비대면 만들기 활동과 언택트 미술 놀이 활동으로 아이들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평화 감수성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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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 -� 2-① 모자이크� 세상�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활동목표 ‘실향�과�이산가족’의�아�을������ 동영상을����평화의��요성을�알��한다.
관련교과

봄,여름 
창체

활동시기
5월4주,7월2주

7월4주
평화통일�
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의식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검색 역량
정보선택역량

활용
동영상

◈평화,공감의식: ‘실향민의 마음을 100만분의 1일라도’,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구름빵의 백령도 여행’

온
마음
으로
통일
바
라
기

실천
하기

공
감

탈
편
견
의
식
�
갖
기

� 실향�의� 아�� 알기 여름-�.� 이런집� 저런집 7월2주

 ♣‘실향민의 마음을 100만분의 1이라도’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보고 실향민의 뜻과 실향민이 생긴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원격수업

 ♣ 전쟁의 피해를 더 알아보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아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우유갑을 이용하여 개구리를 만들고 평화를 향한 높이 뛰기 시합을 한다. 등교수업

� 평화� ���리� ��� 뿌리기 봄-2.� 봄이� 오면 5월4주

 ♣ ‘구름빵의 백령도 여행’을 보고, 어울누리 꽃의 뜻을 알고, 우리나라도 어울누리   

     꽃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원격수업

 ♣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어울누리 꽃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기 원격수업

 ♣ 무궁화로 뒤 덮힌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 놀이 하기. 등교수업

� 평화� 음식� 만들기 창체-� 세�의� 음식을� 알아봐요 7월4주

 ♣ ‘외국인은 안돼’ 동영상을 보고 우리 주변의 다문화 친구, 장애인 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 다양한 세계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와 나눠 먹고 싶은 음식 만들어 보기 

 ♣ 아이클레이로 북한 친구와 나눠 먹고 싶은 다양한 음식 만들기 원격수업

 ♣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세계 평화 음식 전시회 놀이하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평화 개구리 만들기 평화통일향해 폴짝 무궁화 한반도 평화화분 만들기

평화 약속 하기 다문화 전등만들기 일본 놀이기구 
켄다마 만들기 지구촌 한마당

평화� 통일�

감수성을

길러요

▣ 실향민, 이산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고 전쟁의 피해를 알아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세계 평화음식 전시회, 켄다마놀이, 평화개구리놀이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평화감수성의 민감하게 되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천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미술 놀이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로 상승되어 등교일
이 많지 않아 주로 전시나 만들기로 전환하여 수업을 한 것이 무척 아쉬웠다.

개선방향: 언택트 놀이나 비대면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고, 계발하여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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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 -� 2-② 모자이크� 세상�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활동목표 ‘달라요�달라’ 동영상을� 시�하��자�과�다�다��편견을��지���동하지�����한다.
관련교과

여름, 
창체

활동시기
5월4주,6월1주,

9월4주
평화통일�
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의식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검색 역량
정보선택역량

활용
동영상 ◈탈편견의식: ‘승현이와 강낭콩’ ‘달라요 달라’, ‘외국인이라 안돼’

온
마음
으로
통일
바
라
기

실천
하기

공
감

탈
편
견�
의
식�

갖
지

� 다름�� 개성! 창체-��� �식� 개선� 교육 5월4주

 ♣ 애니메이션 ‘승현이와 강낭콩’을 보고 승현이가 왜 강낭콩에게 모두 물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고, 승현이가 남과 다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장애우의 특징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 알아보기. 원격수업

 ♣ 장애우 역할 놀이를 하면서 장애우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깨닫고 배려 방법   

    알기 등교수업

� 달라�� 하나 여름-1.� 이런집� 저런집 6월1주

 ♣ TV동화 ‘외국인은 안돼’ 를 보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  

    하고 있음을 안다.  원격수업

 ♣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하여 그 특징에 대해 써보기 원격수업

 ♣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알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교수업

� 무지개�� 버무리 창체� -모자이크�그��그리기 9월4주

 ♣ TV 동화 ‘화가의 생각’를 보고 동남이의 동생이 혜영의 손을 잡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원격수업

 ♣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그 나라의 전통의상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원격수업

 ♣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만들고 전시하기, 모자이크 협동화 만들면서 다양해서  

    좋은 점 알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장애우 친구가 되어 여러나라 음식 

알아보기 어울림 편지쓰기 세계 여러나라 국기

세계여러나라 
민속의상 가방걸이 모자이크 세상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세계여행 어울림 

한마당

평화�

감수성을

길러요

▣ 다문화 친구, 새터민 친구, 장애인 친구 등 우리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하게 되었다.
▣ ‘장애우가 되어’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우의 불편한 점을 몸소 체험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장애우를 배려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 모자이크로 협동작을 완성하면서 각기 다르지만 모두 모였을 때 훌륭한 그림이 되는  
   것을 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모자이크나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수업은 아이들이 만드는 시간이 많
이 걸려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개선방향: 만들기 수업은 하기 전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아이들이 만들기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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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 -� 2-③ 통일� 바라기�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활동목표 평화� 통일���� �한��을�꿈꾸며�� 평화�������하������갖��한다.

관련교과
가을, 
창체

활동시기
6월3~4주
7월1~2주

평화통일�
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의식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검색 역량
시각적소통

활용
동영상 ◈평화 감수성: ‘유니통이 캠핑가는날’ ‘통일 웹툰 오늘 아침은 단물에 가락빵 어때’

온
마음
으로
통일
바
라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통일�� ��� 거야~~ 여름-2.���의� 여름여행 7월� 1주

 ♣ 애니메이션 ‘유니통이 캠핑가는날’을 보고 통일 한국을 상상해 보고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한다. 원격수업

 ♣  평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3가지 생각해 그림으로 표현하기 원격수업

 ♣ 한반도 지도 모양을 교실 앞에 붙이고, 아이들이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그린 것으로 지도 만들기 협동 작품을 한다. 등교수업

 ♣ 교실 뒤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 통일� 다�� 놓기-������� 패러디 ��� -� �한� 알아보기 6월1주

 ♣ ‘오늘 아침에 단물에 가락지 빵 어때?’를 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키스해링의 작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특징을 찾아보기 원격수업

키스해링의 팝아트 작가로 사회적인 문제 낙서화라는 장르로 사회적 문제를 가볍
게 표현하여 예술을 대중속으로 끌어들인 작가이다. 그림의 특징으로는 대상을 선
으로 단순화하고, 동적이며 원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이들이 따라하기 

쉽고 흥미롭게 바꾸기도 쉬워 미술놀이 활동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 키스해링의 작품을 페러디하여 ‘평화 통일 춤사위’라는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 평화 통일을 이룩하였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춤추는 모습을 그리고, 칠판   
    앞 큰 종이에 붙이는 미술 놀이 활동을 한다. 등교수업

실천� 모습 통일되면 하고 싶은 일 그림(원격수업) 평화 한반도 꾸미기

통일이 되었을 때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 평화 통일 춤사위 협동화

평화

감수성을

길러요

▣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실감하게 되었다.

▣ 키스해링의 작품을 패러디한 평화통일 춤사위 협동화를 만들면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평화 감수성을 기르게 되었다.

▣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축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등교 아동들의 1/3로 분산되어 등교하여 학급 전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며, 그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참여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개선방향: 교실 뒷면에 게시하고 등교할 때 마다 아이들 작품을 붙이면서 일주일 
동안 완성하도록 하고, 그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글씨를 쓰도록 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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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마음으로� 통일� 바라기� � -� 2-④ 통일� 바라기� 평화통일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감수성
활동목표 평화� 통일���� �한��을�꿈꾸며�� 평화통일을������������일을����한다.

관련교과 가을, 
창체

활동시기 8월3주~4주
평화통일�
감수성

탈편견의식
평화의식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검색 역량
시각적소통

활용
동영상 ◈평화 감수성: ‘FUN 통일마당 통일 한국 시간 여행’

온
마음
으로
통일
바
라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통일� ��� 피우기 가을-� 2.가을아� 어디있니? 8월4주

 ♣ ‘FUN 통일마당 통일한국 시간여행’동영상을 시청하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기. 원격수업

 ♣ 학습꾸러미로 제공된 통일드림캡쳐 만들기 준비물을 이용하여 평화 통일의      

     소원을 빌면서 드림캡쳐를 만들어 본다 원격수업

 ♣ 아이들이 만들어 온 통일드림캡쳐를 교실에 달아놓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빌어본다. 등교수업

♣ 평화통일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소원 날리기를 한다. 등교수업

� � 평화통일� 풍선사건-‘숭례문풍선사건’ 패러디 창체-� 통일� ��풍선� 날리기 8월3주

 ♣ 이동원의 ‘숭례문 풍선사건’ 작품을 찾아보고, 담겨진 의미를 알아보기 원격수업

 ♣ 이동원의 다른 작품들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미술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 전달하는지 알아보기 원격수업

 숭례문 풍선 사건은 이동욱 작가의 작품으로 숭례문 방화 사건을 풍선을 이
용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백년 내려오는 문화재가 소실
되는 아픔을 풍선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승화한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풍선
이라는 소재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또한 소원을 써 날려 보내면서 평화통일
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작품을 선택하였다.

 ♣ 풍선 모양에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평화통일 풍선   
    사건’이라는 패러디 협동작을 만들어 복도에 게시하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보도록하였다. 등교수업

실천� 모습
통일염원드림캡쳐 평화통일소원 비행기 만들기 소원비행기 날리기

평화통일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일 평화통일 풍선사건 패러디 협동작품

평화�

감수성을

길러요

▣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평화통일 소원 드림캡쳐와 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게 되었다.

▣ 이동욱의 숭례문 풍선사건 작품을 패러디하여 평화통일 풍선사건 협동작품을 만들  

   면서 공감과 소통능력이 향상되고 통일 의지도 다지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통일을 위해 아이들이 노력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이 마치 어른들만 할 
수 있는일이라 생각하여 쉽게 적지 못하여서 사례를 주었다면 좋을 뻔 했다.

개선방향: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야기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통일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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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리(利)로운� 세상만들기 � 공익� 광고(지식채널E)로� 배우는� 민주시민의식

��� 마��로� 시작했어요...

▣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염원이다.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통일 
한국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살아
갈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런 통일한국에서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는 문제해결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주변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해야한다. 또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토의 학습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써 가져야할 역
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이런 민주시민 역량이야말로 다가올 통일 한국에 가장 필요한 역량일 것이다.

� � � � ���� 실천했어요

 가 � 공익광고� 활용(지식채널E)� 실천� 단계

공익광고� �상� 시청-� 문제인식 해결� ��� 모색(토의) 문제해결
공익광고� �� 문제� 인식

인터�� 주��� 주고� 가정�서�
시청(� 스마트폰�� 컴퓨터등)

원
격

공익광고�� 문제� 해결� ���
생각하기

(가족토의�� 토의토론�� 검색)

원
격

문제� 해결� ��� 제시
(캠페인�� 포스터�� �어등�

활용)
등
교

 나 � 교�과정과� �계한� 공익광고� 활용� 수업(지식채널E)�

실천
과제

평화통일
감수성 활동주제 세부활동 동기��� 자료� 및

만들기� 동�상� 자료
시
기

누 구나�

리 (利)� �
� � 로운
세상�
만들기�

공익광고
(지식채��
E)로�
배우는

민주
시민
의식�

◆�화로�
풀어요

문제

해결력

개혁정신

◉��� ��� � � �
� � 만들어요 창체

- 학급에서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규칙  
  생각하기
- 욕설과 같은 나쁜 말의 영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 알기

원

격

� 공익광고-�교� ��지�기�
https://www.youtube.com/wa
tch?v=bYT1dM68eRs

5월

4주

9월

2주

◉마�의� 신�등� 봄

-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학급에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3가지 생각해서 쓰기
- STC 감정 조절 버튼에 대해 알아보고 연습해 보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노래 인터넷에서 찾아  
  보고 불러보기

원

격

� 지식채널e� -� �의� 반격
https://www.youtube.com/wa
tch?v=xrX7aM-dpYQ

10월

4주

11월

1주

◉고��� � � � � � �
� � 실천하기

국어

- 학급 규칙 정하기
- STC 감정 조절 버튼을 사용하여 감정 조절해보기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노래 부르기
- 질서를 지키기 캠페인 포스터 만들어 붙이기

등
교

‘��사�� ���서� 생각해봐’
https://www.youtube.com/wa
tch?v=UgMn-Me_pFQ

7월
1주

◉질서� 캠페인�
광고� 만들기

공익광고� -� 사회질서
https://www.youtube.com/wa
tch?v=F23cn51bGXM

7월
2주

◆통일�
한국의�
민주시민

민주시민

의식

◉아��� � � � � � �
� � 나누어요 창체

- 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보고, 광
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원
격

� 지식채널e� -� ��스�� 아일랜드
https://www.youtube.com/wa
tch?v=S9D7qbflt-k

6월

3주

8월

4주

◉코로나�� � � � � �
� � ��하�� � � � �
� � �길� 수� � � � � �
� � 있어요

국어

-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함께 사는 민주사회에 왜 중요
한지 이유 3가지 써보기

- 학급에서 질서 지키기가 필요한 경우 생각해보기
- 질서 지키기 광고 포스터 그리기

원
격

� 인��� 지구�� ��� 과정� 3분만
�� 보기
https://www.youtube.com/wa
tch?v=bm-FaiKG3L4

◉우리가� ��는� �
� � 통일한국 봄

- 미래 통일한국 상상하여 그리기
-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의 도미노 게임하기
- 민주시민의식 함양 전시판 만들기

등
교

� 아�들�� ��는� 통일� 한국의� 모
습은?
https://www.youtube.com/wa
tch?v=A9TeVJRSIRk

���� 민주시민의식�� 길러요
◈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지켜야할 질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고운 언어 습관을 갖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지키게 한다.

◈ 민주 시민으로써 지켜야 할 공공질서를 알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한다.

◈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개혁정신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자라게 한다.

◈ 다가올 통일 한국을 이끌 민주 시민역량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써 자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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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리(利)로운� 세상만들기-3-①대화로� 풀어요� 평화통일감수성:� 민주시민의식,배려,타협
활동목표 평화�통일���� 대한민�을�꿈꾸며,� 평화통일을�����신������일을����한다.

관련교과 봄, 창체 활동시기 5월 1주~6월4주 
9월4주

평화통일�
감수성 배려,예절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선택역량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동영상 ◈배려, 예절 : ‘학교 규칙 지키기’ ‘욕의 반격

누
���

리

(利)� �
로운

세상�
만
들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 ��을� 만들어요 창체.� ��� ��� 정하기 5월1주,4주

 ♣ 공익광고‘학교 규칙 지키기를 보고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우리 학급 규칙으로 꼭 필요한 것 3가지 생각하여 적어보기 원격수업

 ♣ 학급 아이들과 함께 학급 규칙 정하여 붙여 놓기 등교수업

� ��의� 신호등 봄-1.� ������� (��의� 신호등) 6월4주

 ♣ 지식채널E ‘욕의 반격’, 말의 힘을 보고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원격수업

 ♣ STC(stop, think, choose) 감정 조절 버튼이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원격수업

 ♣ STC 감정 조절 버튼으로 감정 조절해 보기 등교수업

  - 학급에서 의견 충돌이나 싸움이 발생할 경우 아이들에게 우선 STOP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THINK 왜 화가 났는지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 후 해결 방안을 CHOOSE 하게 하였다. 

       � 1��� :� -� ��을� 가라앉히기

� � � � � � � � 2��� :� 어��� ��� 생각하기

� � � � � � � � 3��� :� � �로��� 가�� ��� 방�� 생각하기

STC
감정
버튼

실천� 모습
STC 버튼 만들기 STC버튼 사용 – 일단 싸움을 멈춤

짝수의 약속판(등교) 홀수의 약속판(등교) 약속 카드를 만들어 붙인 우리반 약속판(2학기)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요

▣ 학급이 같이 어울려 지내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준법정신을 기르게 되었다.

▣ 의견 충돌이 있을 때 STC버튼을 사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평화감수성을 기르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학급의 규칙을 같이 정하지 못하고, 홀수와 
짝수가 나누어 정한 것이 아쉬웠다.

개선방향: 2학기에는 약속을 써서 등교 요일에 학급 약속판에 붙이도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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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리(利)로운� 세상만들기-3-②대화로� 풀어요� 평화통일감수성:� 민주시민의식,배려,타협
활동목표 다�� ��의� ����� 생각해� ��� 활동을� 통해� 다�� ��을� 배려하�� 시민의식을� ���� 한다.

관련교과 국어 활동시기 7월 1주
7월4주,8월1주

평화통일�
감수성 배려,친절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선택역량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동영상

◈배려, 평화 감수성 : ‘안녕! 우리말 그사람의 품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누
���

리

(利)� �
로운

세상�
만
들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 ���� 실천하기 국어.1�� 다�� ��을� 생각해요 7월1주

 ♣ 인성채널 e ‘안녕! 우리말 그 사람의 품격’을 보고 ‘웨이터 법칙’이 무엇  

    인지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를 보고 전학온 학생 입장에서 어떤    

    점이 힘들지 생각해 보기<다�� ��의� ����� 생각해� ��� �의� 중요알기> 원격수업

 ♣ 인터넷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노래 찾아 듣고 부르기 원격수업

 ♣ 친구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말을 써서 붙여 보기 등교수업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 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져 있는 법칙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웨이터
법칙

� � ��� ���� ��� 만들기 국어.� 7-� ����� 알려요 7월4주,
8월1주

 ♣ 공익광고 ‘사회질서’를 보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찾아보고 왜 부끄러운지 생  

    각해 보기 원격수업

 ♣ 공공 질서 지키기 광고 만들기(포스터, 표어, 만화등) 원격수업

 ♣ 만든 공공질서 광고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전시하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학급규칙 정하기 

투표 바른말 쓰기 카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다짐카드

공공장소의 예절 질서지키기 포스터 질서지키기 포스터 나의 다짐 카드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요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고미안을 실천해 봄으로써 바른 언어가 주는  

   좋은 영향력을 깨닫게 되었다.

▣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도 편리한 것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등교하는 날이 많지 않아 습관형성까지 가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
웠으나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개선방향: 가정에 질서지키기, 바른 언어습관 실천표를 주어 부모님의 도움
을 얻어 습관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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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리(利)로운� 세상만들기-3-③통일한국의� 민주시민� 평화통일감수성:� 민주시민의식,배려
활동목표 ��� 통일�� �한민국을� �아가�� �� 시민�로�� 가��� �� 민주시민역량�� 환경보호하기

관련교과 가을,창체 활동시기 7월 4주
9월1주~10월1주

평화통일�
감수성

민주시민
의식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선택역량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동영상

◈ 민주시민역량 : ‘지식채널e - 플라스틱 아일랜드’‘인간이 지구를 망친과정  
                  3분만에 보기’‘북극의 눈물’

누
���

리

(利)� �
로운

세상�
만
들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 지�가� 아파요 가을�� 1-동�� 한바퀴(�리�� 해봐요) 7월4주

 ♣ 지식채널e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보고 왜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생겼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3가지 이상 적  

    어오기  원격수업

 ♣ 환경 관련 외부 강사 초빙 바다 환경 보호에 관한 수업으로 깨끗하게 변한  

    바다 모습 상상하여 바다 속 만들기를 한다. 등교수업

� � 환경을� 지켜요 창체�� 환경을� 보호해요 9월1주~4주

 ♣ 동영상 ‘인간이 지구를 망친 과정 3분만에 보기’를 보고 무엇이 지구를 망  

    친 것인지 가족들과 이야기 해보기 원격수업

 ♣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써보기 원격수업

 ♣ ‘북극의 눈물’ 다큐멘타리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북극 곰이 말라 죽게 된   

    원인을 찾아 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 조사해 보기 원격수업

 ♣ ‘왜 이렇게 덥지’ 노래를 배우고, 노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탑재하기 등교수업

실천� 모습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생물 살리기 수업(외부강사)

왜이렇게 덥지 
동영상 유튜브 탑재 깨끗한 지구 환경 캠페인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요

▣ 플라스틱이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을 자제하게 되었다.

▣ 지구 온난화의 피해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터넷으로 찾고  

   특히 올해 많은 비와 태풍등이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직접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개선방향: 학교 벽면에 환경보호 포스터와 표어를 붙여 간접 캠페인 활동으
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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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나�리(利)로운� 세상만들기-3-④통일한국의� 민주시민� 평화통일감수성:� 민주시민의식,통일의지
활동목표 ��� 통일�� �한민국을� ���� ��한� �한민국의� 국민�로� 자라기

관련교과 창체 활동시기 9월1주~
10월1주

평화통일�
감수성

민주시민의식
통일의지

블렌디드러닝
필요역량

정보선택역량
미디어리터러시

활용
동영상

◈ 민주시민역량 : ‘지식채널e - 플라스틱 아일랜드’‘인간이 지구를 망친과정  
                  3분만에 보기’‘북극의 눈물’

누
�나�

리

(利)� �
로운

세상�
만
들
기

실천
하기

평
화�
감
수
성

갖
기

� � �리가� ���� 통일� 한국 창체.� 아�� �운� 세상� 만들기,� 수학.도형 10월1주

 ♣ 동영상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격수업

 ♣ 내가 살고 싶은 통일된 대한민국 모습 그림으로 그리기 원격수업

 ♣ 내가 살고 싶은 통일 한국 모습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런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기 등교수업

� � ���의� ‘한국전쟁’을����평화� 통일한국 창체.� 평화통일로� 나아가요 9월1주~4주

 ♣ 피카소의 ‘한국전쟁’ 작품을 인터넷으로 찾아 감상하고, 한국 전쟁을 묘사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 나누기 원격수업

 ♣ 학습꾸러미에 있는 피카소의 ‘한국전쟁’ 작품을 ‘평화로운 통일 한국’으로  

    바꾸어 보기 활동하기 원격수업

 ♣ 통일 한국의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이야기 나누기 등교수업

 피카소의 ‘한국전쟁’은 피카소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의 피해를 듣
고 여성과 아이들의 고통을 그림을 표현한 작품이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가져다 
주는 피해를 알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일한국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하였다.

실천� 모습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꿈꾸며~~

피카소 한국전쟁 
감상내용 피카소 ‘한국전쟁’을‘평화로운 통일한국’바꾸기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요

▣ 아이들이 미래 살아가야할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알고 통일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감상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확  

  실히 알고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아쉬운� 점�

개선� 방향

아쉬운점: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운 점을 아이들과 더 많이 찾아보고 이야
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가질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개선방향: 북한을 같이 잘 살아야 하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하에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지도록 교과 통합 수업을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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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결과 아이들의 인성 변화를 아래와 같은 측정 도구와 

방법을 이용하여 5월과 10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결과� 분석을� �한� 도구� 및� 방법�♣
검사내용 도구 시기 방법

‘가온누리’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의� 변화

설문지

관찰

체크리스트

5월

10월

▣ 5월, 10월 아이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의 변화를  

   설문 조사를 통해(e-알리미 설문)알아보았다.

▣ 학부모들의 ‘가온누리’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가온누리’프로그램을�
통한�아이들의� 변화�

및� 소감

관찰, 

체크리스트, 

면담, 

소감문 등

수시

(연중)

▣ 아이들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 학부모상담 기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변화 및  

   학부모의 소감을 알아보았다.

 

 1. 평화통일 감수성의 변화를 알아보아요(양적분석)
  

아이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의 변화 모습을 5월 설문과 10월 e-알리미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N- 34명

구분 질문
결과 결과� 분석

월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그래프 시사점

�리민족�사�

민족공동체의식

▶ �리나라의� ��신화�� ��신화�� �해�
� � � ��� 있다

5월 6 13 16  아이들이 남한과 북

한이 단일민족이며 역

사를 같이 하였다는 

것을 확신히 인식하게 

되어 민족공동체의식

을 가지게 되었다.

9월 31 3 0

▶ ��� ��의� ��� ���지�지� ��� 있다 5월 5 10 20
9월 29 5 0

▶ 북한과� �한�� ��� 민족�을� ��� 있다. 5월 18 14 2
9월 34 0 0

분�과정�

이해

평화감수성

▶ 분�의� 의��� ��� 있다 5월 8 20 6  6.25전쟁의 피해와 
분단과정을 직접 인터
넷을 통해 찾으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
어 전쟁이 다시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는 
평화의식을 가지게 되
었다.

9월 27 5 1

▶ 6.25� ���� �해� ��� 있다 5월 6 18 10
9월 34 0 0

▶ �리나라가� �� �북한�로� 나���지�
� � � ��� 있다

5월 3 12 19

9월 21 11 2

북한이해

공감

▶ 북한이� ���� 있�지� ��� 있다 5월 14 16 4  남한과 북한을 비교

하여 알아보는 과정에

서 북한을 같은 민족

으로 상생해야하는 존

재이면서 대치하는 적

군으로 안보를 강화해

야 한다는 균형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9월 33 1 0

▶ 북한�� �리나라의� �이지� �구�� 아니다. 5월 15 11 8
9월 2 5 27

▶ 북한�� �리가� 도�주��� �� 나라이다 5월 18 2 14
9월 29 5 0

▶ 북한�� �리�� ��� 민족�로� �이� 잘
� � � �아�� 한다.

5월 18 12 4
9월 34 0 0

공감,배려
민주시민의식

▶ 나�� 다�� 사�의� ��을� ��해�� 행동한다. 5월 5 18 11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
려하며 행동하려는 아동
들이 50%이상 많아졌다9월 18 12 4

개혁정신
민주시민의식

▶ 나�� ��한� 것이� 있��� ��려�� 노력한다. 5월 4 15 15  주변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
려는 의지가 생겼다.9월 16 14 4

통일의�
��성� 및�
통일의지

▶ �북한이� �리� 통일이� ����� 좋겠다. 5월 8 12 14  통일의 필요성을 알
고 통일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해야함을 인식
하게 되어 평화통일 
감수성이 높아졌다.

9월 32 2 0

▶ 나�� 통일을� �해� 노력�� 것이다. 5월 5 21 8

9월 2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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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화통일감수성 개인별 변화를 알아보아요(질적 분석)

 

가  �이�� ��적�� 평화통일� 감수성� 변화모습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개인별로 평화통일 감수성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5월과 9월 상담 및 관찰 체크리스트로 분석해 보았다.

이름 5�� �이�� 모습 9�의� 변화�� �이�� 모습 ���� 평화통일�
감수성

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나 소극적임. 6.25
와 분단 원인에 대하여는 잘 모름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북한의� 균형적� 이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자존감이 높아짐 

6.25 전쟁과 분단의 원인을 알고 통일의 필

요성을 알게 됨.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이해함.

민족공동체의식� UP
자존감� UP
통일의지� UP

권○○
자신감이 부족함. 통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
음. 북한 이해도는 낮은 편으로 민족 공동체 의

식이 부족함 민족� 공동체� 의식�� 통일� 당위성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 친구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함.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가

지는 동질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됨

자존감� UP
�통� UP
민족공동체의식� UP

김○○
남과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싸움이 잦음. 
6.25나 분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통일의지�� 평화감수성  

STC 소통방법을 익혀 친구들과의 싸움이 

줄어듦. 북한의 생활모습, 언어, 민속놀이

등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 느끼고 있음.

배려� UP
탈편견의식� UP
민족공동체의식� UP
평화감수성� UP

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6.25전쟁과 분단이
유를 알지 못함,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

음 북한이해� �� 통일의� 당위성

북한이해 활동으로 북한의 위치, 우리와 같

은 민족임을 알게 됨. 6.25전쟁, 실향민에 

대한 이해활동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북한균형적이해� UP
탈편견의식� UP
통일��성� UP

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함. 자신감 부족함. 
북한을 적국으로 인지함. 통일의 필요성은 느

끼지 못하고 있음 자신감�� 통일당위성

 자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여 자신감을 회

복함. 북한을 적국인 동시에 같은 민족 공

동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통일의지를 갖게됨

자존감� UP
민족공동체의식� UP
통일의지� UP

김○○
호기심이 많고 발표를 잘함. 북한이 같은 민족임
을 알고 있음.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통

일 의지는 없어 보임 통일의지

통일이 주는 이로운 점을 찾아 알게 됨
으로써 통일이 꼭 필요하고 통일을 위

해 노력해야함을 알게됨.

통일의지� UP
통일��성� UP

김○○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남. 6.25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북한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 통일의지

6.25 전쟁, 실향민, 이산가족등의 이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게 됨.

평화감수성� UP
탈편견의식� UP

★
모○○

성실성이 부족함. 공감 능력이 부족함. 6.25나 
단군이야기에 대해 잘 모름. 북한에 대한 이해

도가 낮음 �통� 공감�� 북한� 이해

단군이야기, 민속명절, 고유음식등 남한
과 북한의 유사점을 알게 되면서 북한

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게 됨.

북한균형적이해UP
��해��� UP

서○○
자기주장이 강함. 단군이야기, 6.25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느

끼지 못함. 통일� 당위성�� 통일의지

통일의 이로운 점, 통일한국 상상하기등
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

하게 됨.

통일��성� UP
��해��� UP
통일의지� UP

신○○
똑똑하기는 하나 소통과 배려가 부족함.
단군 이야기와 6.25 발발 원인 분단원인 등 역

사적 지식이 많음. 배려�� 통일의지�� 실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활동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형성되었음. 통일이 주는 

이로운점을 알게 되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생김.

배려� UP
통일의지� UP

유○○
북한이 단순한 적국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민
족공동체 의식과 통일 감수성은 낮은 편임.

북한의� 균형적� 이해

북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활동
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게됨.

탈편견의식� UP
북한균형적이해UP
민족공동체의식� UP

★
이○○

6.25전쟁, 단군이야기, 분단원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음. 의존형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해하면서 북한과 
같은 민족임을 알게 되고, 통일의 필요

성도 같이 이해함.

통일��성� UP
북한균형적이해UP

최○○
자존감이 높음. 소통능력이 좋음. 북한이 같은 민
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짐. 통일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음. 통일� 의지�� 실천의지

통일 한국을 꿈꾸며 활동으로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가 형성됨.

���신� UP
��해��� UP
통일의지� UP

칸○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는 전혀 
알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낮음 북한� 균형적� 이해�� 민족공동체의식�� 통일당위성

단군이야기, 6.25전쟁, 분단이야기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고 

북한을 같은 민족 국가라고 이해함.

민족공동체의식� UP
북한균형적이해UP

서○○
6.25 전쟁, 분단의 이유, 단군 이야기 등 역사적 
지식이 많음. 북한을 적국이자 같은 민족공동체

라는 균형적 이해는 다소 부족함. 북한이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유사점을 발견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게됨.

탈편견의식� UP
민족공동체의식� UP
평화감수성� UP

서○○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 부족. 통일에 대해 생
각해 본적이 없으며, 북한의 균형적 이해 부족

북한의� 균형적� 이해�� 통일� 의지

분단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북
한은 적국이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균형

적인 이해를 하게됨.

북한균형적이해UP
민족공동체의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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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한� ��이� �요한� 아이들의� 평화통일� 감수성의� 변화모습

이름 ��이� �요한� 부분 집중프로그램 변화�� 모습

송○○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쓰며, 원격 학
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친구와 다툼

이 많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하는 태도도 
바르지 않음.

▶��� 알아보아요
▶모자이�� 세상
▶대화로� 풀어요

 STC 소통 방법을 익히고, 다른 사람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남

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형성되었음 

– 소통,� 배려� ,� 민주시민의식� 향상

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주변과 동떨어진 행동을 많이 함. 공동

체적인 의식이 부족하고 혼자 행동할 때가 
많음

▶��� 알아보아요
▶대화로� 풀어요

 고미안 실천하기 다른사람의 마음 알
아보기 미술놀이활동 등으로 소통의 기

술을 익혀 친구들과 잘 어울림
 -� 소통,� 공동체의식,� 평화감수성�향상

모○○
 함께 하는 활동을 하려하지 않음. 모
둠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함.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려고만 함.

▶�사로� ����� �
� � 남과북
▶모자이�� 세상

 모자이크 세상 활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을 들으려

고 노력하는 태도가 형성됨 
� �� 공동체의식,� 배려,� 민주시민의식� 향상

이○○  자신의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
음 학교에서 대화를 하지 않음. 

▶��� 알아요
▶통일� 바라기

 자신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
감을 회복하여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횟수가 증가함 - 자신감,� 소통� 향상

서○○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함. 다른 사람
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음. 소통방

법에 문제가 있어 다툼이 많음

▶대화로� 풀어요
▶통일한�의� 민주� �
� � 시민

 STC 소통 방법을 익히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다툼

도 줄어 듦 - 소통� 민주시민의식�향상

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함.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참지 못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

▶대화로� 풀어요
▶통일한�의� 민주� �
� � 시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활동으
로 자신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폭력적 행동이 줌
�� 민주시민의식,� 평화감수성�향상

� �생� 분�� �� 시사점
 자신의 좋은 모습,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아이들 개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한 언어사용 습관 형성으로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되었다.
 단군 이야기, 6.25 전쟁, 분단의 원인 등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 민족이 한뿌리,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90%이상의 아이들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언어, 명절, 의식주생활, 민속놀이등을 살펴보면서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상생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적국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이해하여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실향민, 이산가족의 아픔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전쟁의 피해를 알게 되고 평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통일이 가져오는 이로운 점을 찾고, 통일 한국을 상상해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를 가지게 되어  

   85% 이상의 아이들이 평화통일 감수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 학부모의 가온누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알아보아요

학부모들의 ‘가온누리’프로그램의 만족도를 9월에 설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N-34명

가온누리
프로그램 �� 문 결과

시사점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가���� ��
북한이야기

(자존감,민족공동체의식)

  자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3 11 0  북한에 대해 한
민족�로� �이� 상생해
야하는 존재임을 자
각하고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민족� 과제임
을  인식하게 되었
다는 것을 알수 있
었다. 또한 통일� 대한
민�의� 민주시민�로� 사
�� 문제�� 해결�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음

  북한을 한 민족, 한동포라고 생각한다. 31 3 0

온���로�
통일바라기

(탈편견의식,평화감수성)

  새터민 가족, 다문화 가족 모두 같은 국민이다. 29 5 0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21 11 2

누��� 리로��
세상� 만들기

(문제해결력,민주시민의식)

  사회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15 14 5

  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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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온누리’프로그램을 마친 후 느낀 생각들을 알아 보아요..

  가  아이�의� 생각을� 알아보았어요

이름 ‘가온누리’ ����을� ��� �� 소감

김○○  북한이 우리와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나라였다가 갈라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처

음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서 놀랐어요~~~~

최○○  저는 빨리 통일이 되어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

어요 ~~~

서○○  통일 되면 북한에 가서 냉면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백두산 호랑이도 보고 싶어요 

이○○  실향민 할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는데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이 빨리 되어쓰

면 좋겠어요~~

윤○○  북한 말이 웃긴 것이 많은데 북한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6.25 전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안일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  통일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차를 타고 중국도 갈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또 

북한이 핵 폭탄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학부모의� 생각을� 알아보았어요

이름 ‘가온누리’ ����을� ��� �� 소감
모○○
어머님

단군 이야기와 6.25 전쟁 이야기를 아이가 하면서 북한에 대해 묻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북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어요 북한과 긴장 상태가 빨리 해소 되었으면 해요~

김○○
어머님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통일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이

야기 하는 것을 보고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한테도 부모한테도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서○○
어머님

우리 아이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데 STC 감정 조절 버튼을 사용하면서 화가 날 때 잠

깐 참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요 ㅎㅎ

김○○
어머님

 아이와 같이 북한말을 찾아는 과제를 같이 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또 이산가족이나 실

향민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봤는데 정말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
어머님

 북한 주민의 민속 놀이와 추석의 모습을 아이와 같이 살펴 보았는데 정말 북한도 

우리 민족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칸○
아버님

 저희 아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잘 대해주고 챙겨 주어 정말 고마웠어요~~ 

 다 � ��의� 생각을� 알아보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통일이라는 말에도 별 반응이 없었으며, 북한은 단순히 핵폭탄을 만드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북한이 한민족 공동체이며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라
고 교육시킬까 걱정하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북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으며, 북한의 언어를 배울 때는 
무척 재미있어했다 그리고 북한의 민속놀이, 명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 
통일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은 특히 저학년에게 통일 교육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흥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충분히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었고, 
통일이 가져다주는 즐겁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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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누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통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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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 ‘가온누리’ 프로그램을 마치며...

 
 1. 결론

 가���� �� ������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한을 단군의 자손인 동일한 민족임을 알고 민족공동체로써 바라보게  
    되었다.

 온���로� ��� ���� 활동을 통해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알고, 전쟁의 피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통일이 왜 필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로운 점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봄으로써 통일을 향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누구나� 리(利)로�� ��� ����활동을 통해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살아갈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주변 사회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질서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해결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인간상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통일대한민국을 살아갈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온누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게 하였다. 또한 역사적인  
     이해 속에서 북한을 한민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민족적 과제이며,   
     통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가온누리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평화통일   
     감수성을 길러주는데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었다.

 2. 제언

 코로나-19로 인한 블렌디드 러닝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통일 교육도 블렌디드 러닝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직접 가지 않고도 통일 전망대를  
    관람하고, 북한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 기대된다.

 통일이 멀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일 교육을  

    실재적이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의 자료와 경제적  

    으로 도와 주어야하는 존재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이해자료가 많았다. 따라서 정확한  
    북한 사회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 더 균형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통일교육지원법

2.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2018.통일교육원)

3. 평화 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2019.한만길)

4. 2020 통일 문제 이해 (2020. 통일교육원)

5. 통일교육 어떻게 할까? (2016. 김현희외 5인)

6.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2017. 윤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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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예술과 함께 하는 평화＃! 통일♮!
「평화통일, 무:아지경(Mu.sic:Ar.t 知 徑 )」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

가 교사 부정적 소극적  통일관 으로 인한 평화통일교육의 부담 해소 필요 

나 학생 통일의 장점을 주입에 의해 찾고 알게 되는 방법이 아닌 학생 각자의 

눈높이와 삶에 알맞은 즐거운 통일 상상을 통한 장점인식 필요

다 교사와 학생 상호 간 통일 을 해야 하는 부담을 이야기하는 통일 교육이 아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사람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인성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 필요

연구의 목적

가 평화통일교육에 인성교육의 성격을 부여하여 통일준비 가치덕목을 설정하고 교사의

통일관과 통일교육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함

나 통일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생활과 삶을 연결 지어 마음껏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각자의 평화통일관을 존중하고 지지함

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 평화통일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천함

실행 내용 다양한 음악 미술 관련 표상활동

가 평화올림＃(평화감수성 함양 활동)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일상 속 좋은 

점들을 찾아보고 함께 지키고 누릴 때 비로소 평화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

나 통일제자리♮(재해석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 강화활동)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

하고 개인과 국가적 입장에서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통일임을 느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과 국가가 평화롭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표현

연구의 결과 

가 학생의 일상 속 평화로움이 현재와 미래의 통일을 견인하는 인식을 도움
나 평화가 기반이 되는 삶속의 여유로 함께 존재하는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 증대
다 평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통일의 

필요성 간의 관계가 밀접함 국제 평화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시야로 확대

결론 및 제언

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의 필요성은 학생들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고 일상
적으로 평화로움을 향유하는 삶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과 미래의 자신의 삶을
연결 짓는 사고가 가능

 나. 교육이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본질이 있음을 생각하며 통일교육 역시 통일 이후 

학생들이 다양한 통일 동반자들과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데 

통일교육의 초점을 맞추면 초등학생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음

제 언
통일은 제도의 변화나 지리적 변형이 아닌 새로운 삶 이며 새롭게 구성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감정과 정서가 사회 속에서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인식 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조화로운 어울림이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에 알맞은

다양한 인성교육적 방법의 평화통일교육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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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마음 편안한 平和․統一교육             

      1. 연구의 필요성

   # 교사,  ‘통일’ 부담 없이 ‘통일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지난 해 가을 평화통일교육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일

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모둠 선생님들과 각자의 교실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

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잠깐의 침묵이 스친 후 한 중

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포기 안하는데 어디 통일이나 되겠어요 통일이 될 기미가 

있어야 교육도 되는 거지

그러자 그 말씀에 이어 다른 선생님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통일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자료도 부족하고 나 땅굴 같은 

곳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도대체 갈 수가 없다는 등의 현장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걱정이 담긴 마음과 말이 오고가는

동안 평소 다른 선생님은 교실에서 어떻게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대했던

나는 통일이 될 지 안 될 지 의 설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 학생,  ‘통일’ 주입 없이 ‘통일 상상’을 할 수는 없을까 
 

아래의 글은 올해 초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과 나를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에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가 끝난 후 교실 벽면에 붙은 이 글 밑줄 부분에는 공감해요 스티커 열세 개와 우와 라는 

한 개의 감탄사가 훈장처럼 달렸다 좋아요 스티커도 있는데 굳이 공감해요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한 번 놀라고 그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자유롭게 통일을 상상하고 표현하도록 수업을 하지 않

았었던 것을 반성하였다 아이들로 하여금 남북자원의 풍부해짐과 시너지 이산가족의 만남 분단

비용 통일편익 등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면 좋겠다를 스스로 우러나게 할 수 있었겠나 하고 말이다

   ♮ 우리, ‘통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학생과 교사가 만난다면 평화통일교육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통일관으로 인해 시작이 쉽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태도

함양에 주목하여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하고 누구의 생각이 더 좋은지 비교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학생 활동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한다면 아직은 불편한 통일이

부담 없이 기다려지는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연장선에 놓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평화통일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른들이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좋은 점은 
왜 찾으라 하고 알려주는 걸까 하고 궁금했었다. 좋은 점이 많은데 통일이 안 되
고 있는 것이 항상 궁금하다. 통일이 된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나한테만 좋은 점
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생각을 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지하자원이 북한에 많으니까 통일이 된다는 상상을 기분 좋게 할 것 같다. 나도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힘들게 만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할 거긴 
하지만 나는 내년에 통일이 된다면 거제에 기차역이 생길 거니까 KTX타고 가서 
북한에 있는 냉면을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간다. 7년 
뒤에는 그 때는 내가 어른일거니까 평양냉면 신기술을 배우는 상상을 한다. 나는 
요리사가 꿈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그래서 좋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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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첫째 평화통일교육에 인성교육의 성격을 부여하여 교사의 통일관과 통일교육관이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으로 여길 만큼 현재를 담고 미래를 지향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

교육이 세우는 뜻이 공공의 선과 덕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민주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면 평화통일교육도 원칙적으로 교육의 궤도를 따를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맞이할 그날을 내다본다면 설령 교사가 부정적인 통일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과정에서 겪게 될 사람 간의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교육은 해야 할 

것이고 현실이 될 통일 이후의 삶에서 맞닥뜨릴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혼란을 평화롭게

해결할 학생들의 미래관리 역량에 집중한다면 특히 교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갖도록 조력해야 하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다듬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생활과 삶을 연결 지어 마음껏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각자의 가치관이 존중받는 평화통일관을 지지하고자 한다

학생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발하고 파생되는 통일 당위성을 교과서 등에서 주어지는 

당위성과 비교하여 학생의 다른 생각이 틀림 으로 평가 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통일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술적 표상활동으로 긍정적 통

일관 형성을 돕는다 특히 가족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와 가

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일 준비 심성을 담아보고자 한다

셋째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곳이 평화와 통일 준비의 중심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

서도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천하고자 한다

평화통일 교육을 하다보면 땅굴 판문점 백두산 등의 답사를 먼저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런 곳들과 물리적으로 먼 지역의 교사들은 소요시간이나 비용

안전 등의 문제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쉽지 않다 그리고 교사는 그러한 답사지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배움이 일어나기를 바랄 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휴전선 근처에서 분단을 확인하고 아픔을 느끼며 가깝지만 갈 수 없고 

북한 동포와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평화통일 교육에서 중

요하나 학생들의 삶과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은 있다 통일 이후의 어울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실천한다

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의 교실 주변의 숲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도 더할 나

위 없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심성함양의 교육적 관점에서 도덕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시수를 추출하여 주제 연계학습을 실시하였다

나 년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적 지향점을 설정하였으나 한 학기 분량의 연구 과정과 결과의

제시라는 제한과 평화통일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조화로움을 고려해 특히 음

악 미술 체육 교과에 집중한 시수배정을 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다 일상적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나 학교현장은 현실적으로 평화통일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교과와 창 체시간 이외의 

아침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시도하였다

265



- 3 -

   4. 용어의 의미 해설

   

   가.  프로그램

평화가 바탕이 되고 평화를 위한 통일을 상상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표

현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누구와 비교하여 더 옳고 더 좋은 지 평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정해진 답이 없는 음악 미술 활동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꼭 잘 

해내야 하는 부담 없는 활동 속에서 자신의 심미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평화통일의 지름길 임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빠져드는 

활동을 기대하며 의미를 담아보았다

나 평화올림(평화＃)과 통일제자리(통일♮)  

본 연구는 평화가 학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알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값진 일임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히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여 나로부터 우리로 확대되는 

평화를 인식하도록 돕고자 한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서 평화를 함께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통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

럽게 가질 수 있도록 평화 감성을 올림 하는 활동의 타이틀로 해석하였다

수 십 년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통일을 분단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으로 보

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휴전협정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적어 우리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무척 많이 

달라진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남한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되어 

한민족의 대동단결로서의 통일을 외치기 전에 통일 주체의 의미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느낀다

음악 기호 제자리 표가 영어로 인 것을 보면 인위적 변형 변경 변질 등에서 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평화통일교육

에서도 다양한 상호이해 활동을 통해 함께 의 의미를 확대하여 통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시각으로 새롭게 통일을 제자

리 매김 하려는 바람을 담아보았다

  

      1. 이론적 배경 및 지도 방향

통일교육지원법 제 조에 의거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 을 말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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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 평화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상호 발전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서로를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예술적 역사적 시사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성교육적 측면을 부각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

시하는 대 핵심 가치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의 내용 요소들을 통일 준비 가치 덕목으로 

재설정 하여 활동주제에 따라 표현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바탕으

로 통일준비 가치 덕목의 내면화를 돕는다 다만 도덕 교과의 덕목 요소를 역량으로 신장시

키고자 하더라도 도덕 수업 창체의 통일안보교육 계기 교육 등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분절

적이지 않은 일상적 학습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2. 선행 사례(연구) 분석

연구주제 또는 저서 명 분석내용 및 시사점 비고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통일 교육 방향 설정에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민주 시민성이 필요함. 통일은 결국 사람들 

간의 어울림과 관련되는 삶의 문제로 인식     

 김창근, 2007

(저서)

인성 함양을 위한 초등 

음악 감상 지도 모형 개발

  음악교육은 지식습득 보다는 정의적 태도함양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이므로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권미진, 2014

(석사학위 논문)

표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명화 감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미술능력,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상적 사고를 통해 긍정적 자아감, 만족감 등에 유효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평화

통일교육에 좋은 방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음

김미애, 2014

(석사학위 논문)

   

   1. 연구과제 설계

     가 대상 및 기간

대상 초등학교 학년 반 명 남 명 여 명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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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급실태 분석 

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본교 학년 반 학생 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키워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따로 또 같이 생각하기 키워드 발표 시간과 자유서술 문항을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적고 말하도록 하였다

   

     다. 연구과제 설정

  

     라. 과제 추진 로드맵

단계 내용
시기(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획

주제선정 및 관련 자료수집 √ √

연구주제 및 과제 설정, 실태분석 √ √

프로그램 개요작성, 연간지도계획 수립 √ √

실행
프로그램 적용 √ √ √ √ √ √ √ √ √ √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 √

결과 처리 

및 평가

프로그램 실행 결과 분석 √ √

보고서 작성 및 추후 연계 지도계획 수립 √ √

요소 문항 응답내용(자유서술 키워드 중심) 분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교육 

경험

1. ‘통일’이라는 낱말을 

보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공포 등

불편한 이미지로 인식  

☞ 통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지루하고 재미없는 통일교육 

경험

통일주체

인식

2. 평화통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남한이 주인공(6명/24%)
☞ 통일을 이루는 주체를 ‘남-북

한민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어 있지는 않으나 통일의 

주체에 대한 사고의 확장 필요

북한이 주인공(2명/8%)

남북한 한민족이 주인공(11명/44%)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국민이 주인공(6명/24%) 

통일과

나와의 

관계

3. 남북의 통일은 나와 어

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하나요? 

관심 없다(4명/16%) ☞ 개인의 삶과 연결 짓지 못하고 

영토의 확장 개념과 경제 성장, 

군사력 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음

관계가 없다(3명/12%)

국력이 강해진다(12명/48%)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6명/24%)

통일과

세계의 

평화

4. 남북의 통일이 평

화로운 세상(세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

리라 생각하나요? 

미사일이 없어진다, 주변 나라들도 불

안하지 않고 걱정이 없이 잘 지낼 것

이다, 경제력이 생기면서 일본 같은 

나라가 깔보지 않는다,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응징한다. 등

☞ 평화를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와의 평화로운 관계성을 생각

하기도 하나, 힘(국력)으로 평

화의 우위를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시 사 점 ≫

「북한과 통일」을 직접 이야기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평화통일교육 보다는 

학생의 삶과 직접 연결된 평화와, 한반도에서 함께 공존할 다양한 통일 주체와의 

평화로운 어울림을 위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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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아지경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개요

  교사는 학생의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일과 

학생 수준의 통일 당위성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되 미래를 준

비하는 교육과 마음을 준비하는 인성교

육의 관점으로 통일교육관을 긍정적으로 

세워 학생들이 통일 미래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준비를 돕는다 이때 학생의 평화 감수

성과 통일 당위성은 별개의 시스템처럼 작

동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성장 혹은 

선순환 되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다

    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평화

＃

활동

시기 관련교과 및 창체 시수 활동 내용 통일준비 가치․덕목

4월

체육 2  평화교실 탁구공 대잔치 우정, 윤리적 성찰

미술 2  색안경을 끼고 보면 존중

음악 4  음악利좋아樂 - 통일동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협동, 통일의지

5월
음악/미술 2/3

창․체 4  ◉ 동아리활동: 평화 깃발, 스티커 긍정적 태도

4-7월 아침활동 8(회)  평화! 가족릴레이-평화 포츈쿠키 도덕적 지혜, 긍정적 태도

6월 미술 3  시(時)시(詩)콜콜한 이야기! 윤리적 성찰, 긍정적 태도 

5-9월 창․체/미술 4/4  모두! 함께! 평화놀이터 벽화그리기 협동, 통일의지

9월 창․체 4  통영 동피랑 벽화 탐방 자연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8-9월 창․체 2  영화 ‘봉오동 전투’ 애국심, 통일의지

통일

♮
활동

3월
사회 2  통일과 함께 할 100주년(3.1) 애국심, 통일의지

사회/음악 1/5  누가 죄인인가(뮤지컬) 도덕적 지혜, 통일의지, 애국심

4월 음악 4  통일과 함께하는 100주년(4.11) 애국심, 통일의지

4-8월 아침활동 수시  ‘독립운동가 앱’과 함께 애국심, 통일의지

5월

미술 3  한반도, 따뜻한 우리의 손길로 통일의지

사회/미술 1/3  내 생일에 어떤 일이? (400＆80) 인류애, 통일의지

6월

도덕/음악 1/1  키프로스와 독일 도덕적 지혜, 통일의지

미술 3  이수랑 우리랑-다름과의 조화 인권존중

6-7월 아침활동 7(회)  통일! 가족릴레이-통일 포츈쿠키 긍정적 태도, 통일의지

7월 국어/음악/체육 1/2/2  우리가 꿈꾸는 통일 통일의지

8-9월 아침활동 3(회)  광복의 참된 의미 애국심, 통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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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올림 평화 활동의 실제

평화

올림

활동

활동 목표
 ♣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일상 속 좋은 점들을 

찾아보고, 함께 지키고 누릴 때 비로소 평화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하고 

이해하기

(◉ 동아리활동)

활동하기  느끼고 이해하기

평화교실 탁구공 대잔치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친구 간 언어 예절

색안경을 끼고 보면 편견과 존중의 관계 

음악利좋아樂(통일동요 부르기) 북한의 친구 = 나의 친구

음악利좋아樂(통일동요 영상제작) 협동과 평화의 가치

평화 포츈 쿠키 가족 릴레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활동

시(時)시(詩)콜콜한 우리 이야기 글(시) 그림 속에 표현된 나와 친구 마음

모두!함께!평화놀이터 벽화그리기 협동과 평화가 아름다운 이유

평화는 힘이 세다 우리 생활 속 평화로움의 소중함

통영 동피랑 벽화 나들이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작품 감상

으로 기르는 평화감수성

◉ 평화 깃발, 스티커 만들기 평화 나눔

영화 ‘봉오동 전투’ 전쟁(전투)의 이유와 평화와의 관계

학생들과 

함께 하고픈

 통일교육̇ ̇ ̇ ̇  지향점

  ‘평화’의 상대성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느끼는 최소한의 

평화로움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주변, 북한, 세계, 역

사속 인물들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

하여 평화롭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동체의 평화로움이 결국 나의 평화로

움을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출발점 인식을 돕고 싶었다.

학생에게 기대하는 

통일준비 가치․덕목
우정 /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 협동 / 자연애 / 

윤리적 성찰 / 긍정적 태도 / 통일의지 / 애국심

 ‘평화’는 모든 인류가 누리고 지키려는 보편적 가치 중 하나이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약속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같

이 먹으며, 내일 다시 반갑게 만날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

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우리들의 약속이 당연히 지켜지리라 

믿는 마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필

요할 때 마다 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편의

시설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학생들 눈높이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평화의 의미라 생각한다.

 어느 누군가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 ‘일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공감한 적이 있다. 하루아침에 맞이하는 날벼락 

같은 전쟁의 무자비한 파괴력과 폭력성, 두려움과 끝없는 공포... 

학생들이 어제까지 당연히 여겼던 일들이 오늘과 내일도 아무 

의심 없이 계속될 것이라 여기는 일상, 그것이 바로 평화가 아닐까?

Ⅳ. 우리 마음 행복한 平和․統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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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윤리적 성찰

 평화교실, 탁구공 대잔치 
어떤 활동일까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먹다짐 보다 

말과 문자의 언어폭력은 더 공포스럽다. 가정 다음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여겨야 할 공간인 학

교 교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말의 힘을 발휘하여 교실의 평화온도를 높여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평소 나는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말은 친구도 똑같이 느끼겠지?

 ▶ 북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내가 먼저 해볼까?

활동 들여다보기

집중력 

조정력

◐ 체육교과 도전활동의 표적 맞히기 연습

◐ 탁구공을 지정된 횟수만큼 바닥에 튕겨서 원하는 컵에 들어가도록 함 

◐ 힘과 방향을 조절하여 넣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조정력을 기름

공감

◑ 평소 내가 들으면 힘이 나는 말, 하면 기분 좋은 말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 평소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말, 서러워지는 말, 무서운 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문자, 행동 포함)

협동

◒ 평소 친구에게 들으면 힘이 나고 기분 좋은 말 또는 불쾌해지는 말과 온도(점수)

를 적은 종이를 25개의 컵 마다 무작위로 붙이기 

   째려봐요 –15, 친구를 비하하지 않아요 +10 등

◒ 팀을 나눠 탁구공을 2번 교실 바닥에 튕겨(한번에, 3번 만에 등의 다양한 조건) 

일정거리에 정렬된 컵에 넣기 게임

◒ 팀별 온도를 합산하여 높은 온도의 팀이 승리함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적어 붙임쪽지에 적어 한 명씩 칠판에 붙이며 큰소리로 

말하면 친구들이 호응해주기

   고마워-나도, 사랑해-나도 사랑해, 같이 놀자-좋아! 우리 집에 놀러 와 등

평화#의 

순간

◆ 김*이: 욕설을 쓴 컵에 공이 들어가려 할 때 조마조마 했어요. 평소에 친구들은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은 말이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기분이 또 상했어요. 

욕은 안 쓸수록 친구와 안 싸우게 돼요.

◆ 서*우: 매일 보는 친구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간지럽기는 

해도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플 때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어주시면 

아팠어도 엄마께 기분 좋았다고 자랑해요. 엄마도 안심하세요.

◆ 조*아: 통일되면...? 음, 북한 아이들에게 욕은 안 가르쳐 주고 들으면 기분 좋은 

말로 이야기 할게요. 친구가 될 거고 그동안 순우리말을 잘 지킨 아이

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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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활동일까

  우리는 편견으로 인해 사람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 좋은 친구를 만나 행복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치기도 한다. 편견과 오해는 알고 보면 상대를 잘 알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반 친구, 북한 친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져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무시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가 똑같이 나를 대한(했)다면 나도 불쾌하겠지?  

 ▶ 그동안 나는 북한의 도발과 만행 탓에 북한 친구들까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진 않았을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Racist glasses(인종차별 안경) 유튜브 영상 시청

◐ 어떤 내용을 담은 영상인지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색안경을 끼다’라는 관용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 내 마음 속 색깔안경으로 인해 평소 내가 겪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편견 체험

◑ 셀로판지(또는 OHP필름, 유성매직)와 두꺼운 종이를 이용한 색깔 안경 만들기

◑ 평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렌즈자리에 붙이기

◑ 안경을 끼고 다양한 색깔의 덕목의 낱말(사랑, 감사, 배려, 존중, 행복 등) 읽어보기

◑ 친구와 색깔이 다른 안경을 바꿔 끼고 색깔 낱말 읽어보기, 사물의 색깔 맞히기, 

잔디 운동장에 누워 하늘 보기, 친구들 관찰하기 등을 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2018)」“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보고 나의 생활과 

북한 친구의 생활을 비교하기

   편견과 오해는 상대를 부분만 보고 판단하거나 잘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을 이야기 나누고 내가 누군가를 편견으로 무시하면 누군가도 나를 무시하여 나 역시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좋은 본모습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됨을 이해함. 제

도가 달라 생긴 차이는 있으나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

우리,

평화#의 

순간

◆ 최*용: 선생님 제가 만든 색깔 안경을 끼고 교실 바닥 햇빛을 보니 초코랑 잘 

어울리는 민트 색깔이에요. *규 안경 끼고 보니까 또 다르고 ... 햇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다니. 선생님 말씀대로 제 마음 속 색깔 

안경도 이렇게 친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겠어요. 

◆ 서*우: 오랜만에 하늘을 누워서 본 것 같아요. 색안경 벗고 보니까 하늘이 물

감같이 파랗고 구름이 새하얀 양떼 같은데 색안경을 끼고 보니 하늘이 

좀 이상해요. 구름은 주황색이라 재미있기도 하고.

◆ 정*서: 우리학교 초록 잔디가 초록초록한데 진한 파란 색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처음 보는 초록이라 기분이 묘해요. 남학생들 축구할 때 색깔 안경 끼고 

한 번 봐야겠어요. 친구들 얼굴도 색깔이 웃겨요.

◆ 김*원: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본다는 말은 안 좋은 뜻 같은데 투명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있는 대로 보이니까 ‘투명색 안경을 끼다’ 어때요. 투명은 

색깔이 아닌가?

  존중

 색안경을 끼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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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통일의지

 음악利 좋아樂(지금부터 시작이야) 
어떤 활동일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통일 창작동요를 통해 언젠가 만나게 될 북한의 친구를 생각하며 즐

겁게 부르고, 음악영상을 제작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의 뿌듯함을 자랑해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노랫말과 같이 북한의 친구를 만나면 따뜻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 내가 어색해 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으면 북한 친구와 빨리 친해질 수 있겠지?

 ▶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노랫소리가 조화롭기 위해서는 친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지? 

활동 들여다보기

상상나눔

◐ 북한의 친구와 만나는 상상하기

◐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기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하기, 웃어주기, 같이 놀기 등

작사(작곡)

◑ 나눈 생각을 모아 운율이 있는 말로 고쳐 써보기

◑ 가장 표현이 자연스러운 글 선정하기(선생님 글 선정)

                                      ※ 본 연구자가 곡을 붙여 악보로 제작

협동

◒ 화음을 느끼며 친구들과 성부를 나누어 노래하기

◒ 좋은 소리의 녹음을 위해 피아노 반주 봉사 어머님과 함께 작업

◒ 노랫말 구절에 알맞은 그림을 함께 그리고 동요 비디오를 만듦

 노랫말에 통일 이라는 말은 없지만 학생들이 통일을 상상하며 떠올려준 ‘함께  

뛰어놀고 싶다’는 말과, 연구자가 생각한 ‘마음으로 안아주기, 하나의 하늘, 하 

나의 땅’ 등의 표현 덕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북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  

노는 상상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함께 부르자고 연구자 책상 옆으로 모임    

우리,

평화#의 

순간

◆ 김*재: 시립합창단에 있는 친구한테 들려줬는데 자기네 팀이 불러보고 싶은 노

래라길래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가 만든 노래라고 자랑했어요. 통일 낱

말은 없어서 오히려 친구들하고 부르기도 내용이 안 불편하고 북한 친

구들하고 잘 지내자는 노래니까 통일되고 북한 친구들이랑 함께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일 됐는데도 자꾸 통일통일 하면 웃길 거잖아요. 

◆ 강*은: 가수들 노래도 좋은데 선생님과 함께 만든 노래는 노랫말이 밝고 신나서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하다가도 누가 한 명이라도 

흥얼거리면 꼭 두 번은 부르게 되는 노래가 됐어요.  선생님도 같이 부

르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곡을 붙였다고 부끄러워하시니까...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 문*록: 통일 노래는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랑 우리가 관심 갖고 만

든 노래라서 들을 때마다 좋아요. 음치라서 여학생들 부를 때 립싱크 

하면서 제일 열심히 부르는 척 할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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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태도

  평화를 꿈꿔요[동아리 활동] 
어떤 활동일까

 ‘평화’라고 하는 추상적 낱말을 다양한 표상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담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만든 평화통일 동아리 깃발과 포스터를 친구들과 나누며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6학년 각 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를 생각하는 활동을 하며 언젠가 맞이할 평화

로운 통일이 될 날을 즐겁게 상상해볼까?  

 ▶ 평화와 통일을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유롭게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자랑해볼까?

활동 들여다보기

수렴

◐ 자발적 판단과 선택으로 ‘평화․통일,무:아지경(Mu.sic:Ar.t 知 徑 )’예술동아리 참여

◐ 연간 활동 소개 및 활동에 임하는 자세 마음나누기 

◐ 연간 활동 중 꼭 해보고 싶은 활동 이야기하기(탐방 및 관람)

응집

◑ 우리 동아리를 상징할 수 있는 깃발, 스티커 디자인 협의하기

◑ 표현이 가장 적절한 디자인 선정하고 함께 만들기 참여하기

◑ 자발적 전시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역할 정하기

확산

◒ 제작한 깃발 및 스티커 제작 후 깃발 활용(체험학습 시 가방에 착용) 

◒ 각자 학급에 친구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 나누기(10월 경,계획)

◒ 후배들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 설명 및 소개 

공감 ◓ 평화와 통일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생겨 반가워함 

 6학년 5개 반에서 골고루 모인 14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함이 보임. 스스로 부서를 선택하여 모여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듣듯 집중하였고 비슷한 생각으로  모여서

인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음  

우리, 

평화#의 

순간

◆ 김*규: 도덕 시간 말고는 평화나 통일을 말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동아리 시

간에는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기대 되요.

◆ 서*성: 통일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전시회, 공연 같은 걸 같이 가서 볼 수 있게 

돼서 좋고,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신작 

개봉영화  찾아볼 거예요.

◆ 손*현: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친구들하고 무엇을 같이 하는 게 재미있고, 다른 

반 선생님도 만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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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지혜, 긍정적 태도

  평화! 가족릴레이(평화 포츈쿠키)
어떤 활동일까

 루이스 스필스베리의 ‘평화는 힘이 세다’를 학생들과 읽고 난 후 가정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

하고 누리고 있을 지 많이 궁금해졌다. 아이들 생활의 출발지인 가정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가정의 문화에 대해 살짝 엿보고 부

모님과 나눈 좋은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도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친구의 가족은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지키고 있구나!

 ▶ 그런 방법이 우리 가정의 평화로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포츈쿠키 속에 넣을 행운 메시지를 적는 종이에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질문을 적은 후 종이접기로 포츈

쿠키를 접고 메시지(이야기 주제)를 넣어 풀로 붙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화로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

◐ 첫 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학생이 친구들의 포츈쿠키 중 한 개를 뽑아 메시지를 

읽고 학습지를 가족들과 해결해 오기

◐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본 평화로운 삶 발표하기

  관심과 존중 및 이해의 노력, 내가 배려해야 남도 나를 배려한다는 생각, 평화로움 덕분에 

걱정 없이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하기,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나라의 친구 걱정  등 

◐ 「평화는 힘이 세다」 중(中)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쟁이나 테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야. 관

심이 모이고 모이면 전쟁이나 테러를 막을 수 있거든. 평화는 힘이 세니까!

공감

◑ 사소한 일이지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현재의 삶에 감사함

◑ 평화도 노력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혼자서는 지킬 수 없음

◑ 예를 들어 이웃 나라 친구가 난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됨

 사소하고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평화로움 속에서야 가능했던 일임

을 깨닫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학교에서 교실의 평화로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함   

우리,

평화#의 

순간

◆ 조*민: 부모님이랑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동생이 자꾸 딴 짓을 해서 제가 

화를 내니까 평화 숙제 하면서 왜 동생에게 화를 내냐고 하셨어요. 동

생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가족이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 이*은: 처음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에 대해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랐는데 

엄마께서 마인드맵으로 해보자고 하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글이 잘 써졌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평소에 말다툼도 잘 

안하셔서 그런지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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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성찰, 긍정적 태도

시(時)시(詩)콜콜한 우리 이야기 
어떤 활동일까

  ‘시시콜콜’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나, 우리 학생들의 삶과 이야기가 이어지

는 시간(時) 속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소소한 감동과 감상을 시(詩)처럼 아름답게 표현하여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의 다양한 표상활동

은 정답이 없고 솔직하며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데 집중하므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참 편안하고 나도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구나!

 ▶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이 담긴 글그림은 나에게 다양한 감동을 주는구나, 나도 표현에 정성을 다해야지!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디즈니 애니메이션「포카혼타스」주제가 ‘바람의 빛깔(오연준 버전)’ 감상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중략)
   얼마나 크게 될 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고 느낌 나누기 

  존중, 미래의 희망, 생명의 소중한 가치, 편견 없는 마음 등  

표현과 

감상

◒ 자신이 직접 지어본 짧은 글귀와 그 의미를 담은 그림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  
◒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말(가요, 동요 등)의 일부를 떠올려 어울리는 그림과 함께 표현
◒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와 어울리는 그림으로 표현
◒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대사와 어울리는 그림으로 표현
◒ 친구들 작품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 듣기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하고 

긍정하며 이해하는 태도, 친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랑

스럽게 이야기 하는 태도, 내 이야기를 친구가 귀담아 들어줄 때의 감사함을 알고  말

하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 

우리, 

평화#의 

순간

◆ 김*규: 선생님께서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셨을 때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

웠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글씨는 얼마나 크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지 않

아서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시작하느라 늦게 그렸는데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민이가 “그 영화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안 놓치다니”라고 말해줘서 좋았어요.

◆ 조*민: 엄마는 항상 저보고 발로 글 쓰냐고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글씨를 천천히 썼고, 보여줄 자신은 없지만 그림도 그렸는

데 여학생들이 제 얼굴 보면서 ‘와~!왠일?’해주는데 싫지는 않았어요.

◆ 이*은: *민이가 고개 푹 숙이고 글씨 쓰는데 집중하는 거 보고 완전 놀랐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건 좋은 데 아이들이 잘 그렸다 별로다 말하는 게 싫

어서 보여주기 싫었는데 오늘 활동은 그런 말없이 아이들이 있는 대로 

들어주고 칭찬해줘서 다음엔 그림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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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통일의지

  모두! 함께! 평화놀이터 벽화 그리기
어떤 활동일까

 ‘평화’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롭다’ 뒤에 붙어 기분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상대적인 면도 있

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것, 억압이 있었던 곳에는 자유의 형태로, 친구와 함

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학교 평화 놀이터의 시멘트벽이 삭막하고 어두워 아이들의 마음이나

마 밝고 맑게 만들어 주고픔. 평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아닐까? 전교 학생, 학부모, 모든 선생

님, 행정실의 주무관님 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진목 평화 놀이터 벽화’를 기획하고 완성하였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우리학교 평화 놀이터 공간에 생길 멋진 벽화를 완성하는데 열심히 참여해야지!  
 ▶ 캐릭터와 배경에 희망과 꿈을 담아 정성껏 색칠해야겠다.
 ▶ 함께 힘을 모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과 

구상,

그리고 

함께 실천

◐ 연구자가 놀이터 벽면의 삭막함 포착, 작은 벽화(4M × 6M)그리기 제안→ 교장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 → 평화통일무아지경 동아리 친구들이 벽화 그림 구상

→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안 구상 수차례 실패 → 전교생 및 학부모 대상 

도안 공모 → 공정한 심사 끝에 최적의 도안 선정(학교 상징 개미들 ‘해말금’

및 무지개, 어린이가 벽화의 주인공), 전이수 도서 부상시상 → 전교생 참여를 

위해 교장선생님께서 큰 벽화(3M × 12M) 제안 → 전 교직원 수락 → 학년별 

임무 완수(1,2,3,4학년 바탕 흰색 및 하늘색 배경 등의 기초 작업 / 5,6학년 

(동아리 친구들의 대활약)의 디테일한 부분 채색) → 학부모 자원봉사 어머님

들의 깔끔한 마무리(테두리 완성 및 클리어 코트 작업) 

감상과 

감동

◑ 아무 것도 없던 벽에 힘을 모아 그려진 그림을 따라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신기한 듯 그림 하나하나 손으로 따라 그리며 즐거워함   

◑ 그림이 그려진 이후 놀이공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림을 보며 

모든 아이들이 뿌듯해 함                                    

 벽화에 등장하는 예쁜 꽃, 구름, 나무, 해말금, 무지개와 같은 주인공들을 정성껏 

색칠하고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완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인터뷰 없이도 ‘평화 올

림’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 받음. “내일 비가 와서 벽화 다 지워지면 어떡해요?” 하

고 걱정하는 2학년 학생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참여하여 예쁜 그림을 완성했다

는 보람을 벽화완성 후에도 느낄 수 있었음    

우리,

평화#의 

순간

▶ 1학년 김*율: 나무랑 꽃은 지금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우리는 꽃 심을 자리에 흙을 

반듯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하늘색 배경작업)  

▶ 1학년 우*덕: 옷에 페인트 묻어도 되는 옷 입고 왔는데 친구들 머리에 안 튀게 

하려고 살살 칠했어요. 

▶ 2학년 박*아: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나중에 놀러 올거예요.

▶ 3학년 한*경: 우리 벽화를 보고 대통령이 감동받고 평화통일을 위해 더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 4학년 장*준: 흰 색 칠해도 하늘색이 다 덮을 거지만 예쁜 색깔이 나오려면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한대요.(흰색 기초작업)

▶ 5학년 강*성: 들판과 무지개를 칠할 때 우리가 잘해야 6학년 언니들이 캐릭터를 

잘 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빈틈없이, 테두리 안 넘어가게 하

느라 친구들 도움 많이 받아가며 그렸어요. 드론 멋졌어요!

▶ 6학년 김*인: 6학년 동아리 친구들이 다 하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니까 무슨 페스티벌 같아요. 드론 바람 시원했어요!

▶ 교장선생님: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 자원봉사어머님 강*선: 말로 다 어찌 표현할까요? 벽화 하나로 이렇게 다 모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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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통영 동피랑 벽화 나들이 
어떤 활동일까

 통영은 우리 지역 거제와 인접한 항구 도시이다. 수많은 예술가가 탄생했거나 거쳐 갔으며, ‘한

국의 나폴리’라 할 정도로 우리 거제처럼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다. 아이들과 학교벽화 

활동을 하면서 통영의 동피랑, 서피랑 마을을 탐방하여 다양한 벽화를 감상하며 미적 영감을 얻

도록 하거나 심미적 감흥을 북돋워주고 싶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의 미술작품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구나.

 ▶ 아름다운 동피랑의 벽화작품과 우리 학교 평화 놀이터 벽화와 비교하여 서로의 잘된 점을 

찾아볼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동피랑과 서피랑의 뜻이 무엇일지 짐작하고 이야기 나누기

  피랑은 ‘벼랑’이라는 뜻

◐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벽화나 아름다운 인공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거제 남부면 ‘바람의 언덕’에 있는 풍차, 와현해수욕장의 구조물, 둔덕의 청마 구조물 등

탐색

◑ 서피랑 서포루 까지 가는 길에 있는 99계단, 피아노 계단 등에 그려진 그림 관찰

◑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세계에 관한 글귀 읽으며 오르내리기

◑ 피아노 계단을 오르내리며 동요 연주하기, 실로폰 악기를 친구들과 함께 연주

◑ 동피랑 골목길을 따라 어린왕자, 만화 주인공 등 다양한 캐릭터 관찰

◑ 나비그림, 천사 날개 그림의 크기와 색깔, 위치 관찰

감상과

공감

◒ 아름다운 통영의 전경을 서포루에서 조망하며 벽화와 자연의 조화로움 느끼기

◒ 피아노 계단에서의 아름다운 동요 연주를 듣고 함께 즐거워함

◒ 서피랑, 동피랑의 다양한 벽화와 구조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성을 키움

 학교 벽화작업으로 즐거웠던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동피랑 벽화의 아름다운 작품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함. 학교 벽화가 놀이터의 분위기를 

밝게 하여 놀고 싶은 곳이 되었듯,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벽화 작품이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느낌 

우리,

평화#의 

순간

◆ 김*재: 구름이 낀 하늘아래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 더 멋지게 나오고 마음이 더 부드

러워져요. 비가 오면 친구들이랑 우산 쓰고 더 멋진 감성폭발 사진을 찍고 싶어요.

◆ 서*우: 작년에 거제 고현초등학교 아이들도 동피랑 벽화를 그린 것을 봤어요.

우리 학교도 와서 그렸으면 더 예뻤을 텐데... 우리 학교 평화 벽화를 올해 

멋지게 그렸으니 내년에 후배들 여기에 데리고 와서 그림 꼭 그리세요.

◆ 조*민: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오는 중에도 벽화는 여전히 멋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줄은 모르지만 벽화를 밝고 환하게 그린 곳에 가니까 사진을 찍어 남기고 

싶어져요. 이 마을 전체에 벽화를 그릴 생각을 하다니 참 잘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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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 통일의지

영화 ‘봉오동 전투’
어떤 활동일까

 개봉예정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 제시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영화 ‘봉오동 전투’. 

문제는 전쟁의 잔혹한 묘사 때문인지 ‘15세 관람가’였으나 부모님들의 동의와 보호자 동반이 가능한 

친구들에게 자율적으로 보고 오도록 하였는데 다행히도 방학이 끝난 후 19명의 친구가 본 것을 확인

하였다. 평화와 독립을 위해 이 땅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덕분에 이 땅위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선열들의 뜻을 잊지 말아야겠다.

 ▶ 선열들의 선택과 실천, 두려움 없는 희생과 정의로움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과 

평화와 맞바꾼 것임을 잊지 말자.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사회교과> 역사 속 ‘봉오동 전투’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영화를 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대략적인 영화 줄거리 설명하기

◐ 영화 속 가장 인상적인 장면과 대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독립군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철: “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말이야”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혼자 유인하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려는 듯)   

  장하: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른 놈이 나야!”

◐ 주인공들은 독립군 대장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적은 수의 병력으로 지형을 이

용한 일본군을 격파 전술과 마지막 수많은 독립군의 합세로 전투를 이김

공감

◒ 실제 봉오동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중 영화 속 감동의 대사를 나누기가 힘들

었을지 모르지만 독립군에 가담했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이 거룩한 과정

을 이끔  

◒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일상의 편안함과 행복은 역사 속 위대한 영웅들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임

  무엇을 위해 수없이 많은 선열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토록 저항하고 치열

하게 싸웠는가?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지 않은 국권회복의 노력을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 기울였고 선열들 덕분에 누리는 오늘의 평화로움에 감사하고 가까운 미래에 

남북의 통일을 통해 함께 누리는 평화로움이 되도록 노력 다짐 

우리,

평화#의 

순간

◆ 이*은: <영화 관람 후 보낸 문자> *원이랑 *진이랑 봉오동 전투 보고나왔는데 

... 아 일단 주인공 류준열, 유해진 넘 멋지고요...왜놈 나빠요... 진짜로 

봉오동 전투 보는 거를 숙제로 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봤던 영

화중에 최고예요! 선생님 꼭 보셔야해요!

◆ 김*원: 전투장면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

쟁보다 낫다’는 말을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텐데... 일제가 생명 같은 우리의 주권을 빼

앗고 얼마나 괴롭히고 전투를 벌여서 우리까지 잔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 조*아: 전쟁은 누가 어떻게 일으켜도 슬프고 잔인해서 그냥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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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제자리 통일 활동의 실제

통일

제자리

활동

활동 목표

 ♣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과 국가적 입
장에서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통일임을 
느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과 국가가 평화롭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활동하고 

이해하기

활동하기  느끼고 이해하기

100주년과 함께 하는 통일(3.1) 선열들의 구국 활동 의미와 통일의 이유

누가 죄인인가(뮤지컬) 안중근 의사의 구국활동과 나의 생각 비교

100주년과 함께 하는 통일

(4.11): 독립군가
선열들의 구국 활동과 자부심

‘독립운동가 앱’과 함께 수많은 무명(無名)의 독립영웅과 ‘기억’의 가치 

통일 포츈 쿠키 가족 릴레이 가족과 함께 상상해보는 통일 이후의 모습

나의 생일, 그리고 세계(400 & 80) 일상과 역사, 그리고 통일 상상

키프로스와 독일 통일국가와 분단국가의 비교

이수랑 나랑-다름과의 조화
다름의 수용과 존중의 상관관계를 통한 

통일주체 범위의 확대 인식

우리가 꿈꾸는 통일
바람직한 통일 관심과 개개인의 통일 

당위성

한반도, 우리의 손길·발길

이 닿는 곳
평화가 통일을, 통일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음

광복의 참된 의미와 생각나누기
일제로부터 ‘본래의 모습을 갖춘 한반도’
회복을 위한 광복과 현 분단 상황 회복을 
위한 통일의 의미 비교 

학생들과 

함께 하고픈

 통일교육̇ ̇ ̇ ̇  지향점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문화를 읽고, 문화어 퀴즈를 
맞히고, 분단의 아픔을 각인할 수 있는 머나먼 휴전선 근처를 
탐방해야만 통일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아이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었다. 평화로운 것을 지키고 싶은 
감수성이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음을, 통일 이후 주변 다양한 
사람들과 갈등을 잘 해결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으로도 통
일을 설레어 기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학생에게 기대하는 

통일준비 가치․덕목
통일의지 / 존중 / 공감 / 도덕적 지혜 / 

애국심 / 인권존중 / 인류애 / 긍정적 태도 

  평화롭기 위해 통일을 하려는 것일까, 통일을 위해 평화로운 분위

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통일은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 현재에서 미래를 

계산해 보는, 감도 잡히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통일편익은 아이들에

게 통일의 장점으로 왜 와 닿지 않는 걸까? 북한이 미사일을 불쑥 

쏘아대니 북한 주민들까지 불편한 시선으로 동일시하는 탓에 잠시 따

뜻했던 분위기가 다시 싸늘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남

북의 ‘한민족’ 말고도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통일 동반자

로의 ‘우리’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듯 통일을 통일교육에서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무시할 수없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와 국제 정세 및 안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까운 미래에 학생들 생활의 장(場)에 대해 북한을 건너뛰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니,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

리가 손에 쥐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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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 통일의지

평화통일과 함께하는 100주년(3.1운동)
어떤 활동일까

  3.1운동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으킨 만세운동이다. 주

권을 빼앗겨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었을 치욕스러움과 주권 회복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손에 

쥔 태극기를 흔들며 무자비한 일제의 무력 앞에 스러져 간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

와 우리가 지금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역사 속 선열들의 희생으로 맞바꾼 오늘의 평화와 행복을 더 없이 소중한 선물처럼 생각하고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 분단 상태로 맞이한 3.1운동 100주년이었으나, 앞으로의 200주년, 300주년은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맞이한다면 진정한 3.1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3.1운동 100주년, 파리장서 기념식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녀온 영상 함께 시청하기

  (방송출연-우리 학교 예지와 민재의 인터뷰)

◐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각자의 소감 이야기하기

◐ <사회교과> 역사 속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의 일제의 만행 속에서 억압적 삶을 

살았던 선열들에 대해 나의 느낌(생각) 나누기

◐ 유관순 열사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일제의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를 상상하며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 지 이야기 나누기 

실천과

협동

◑ 일제 강점시절 태극기를 몰래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느끼며 태극

무늬 함께 만들기 

◑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접어 3.1/4.11 100주년을 기념하는 글자에 태극과 

함께 붙이기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 선언서」를 함께 낭독하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찾기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등

 쉽게 쓰인 3.1 독립선언서를 한 구절씩 함께 읽으며 평화와 주권을 지키려 했던 선

열들의 마음, 특히 세 가지 약속(공약삼장)에서 찾아본 평화롭고 인도주의적 만세 

운동의 정신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함.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 

우리,

통일♮의 

순간

◆ 이*현: 우리엄마께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읽어 드렸더니 내용이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나라도 독립을 하려고 애

쓰던 옛날 역사가 있었대요.

◆ 김*우: 태극이랑 무궁화를 붙이면서 200주년 때는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유관순 누나가 지금 우리나라 통일 안 된 거 아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 한*: 100주년을 맞이하는 데 제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그냥 감사하고... 우

리에게 지금 당연한 많은 것이 우리 조상들의 희생으로 누리는 것들이라

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281



- 19 -

  도덕적 지혜, 애국심, 통일의지

누가 죄인인가(뮤지컬)
어떤 활동일까

 역사 단원에 등장하는 안중근 의사의 재판내용과 안중근 의사의 거사와 관련된 뮤지컬을 보고, 

학생들이 재연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의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통일 한반도를 상상해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거사를 치르기 전 인간 안중근과 거사를 치른 의사 안중근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도 자랑

스러웠을까?  

 ▶ 재판장에서 일제의 죄목을 짚어가며 의연하게 대처한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애국지사의 당

당함과 기개를 배우고 잊지 않아야겠다.   

활동 들여다보기

감상과

구상

◐ 뮤지컬 ‘영웅’일부(유튜브)

◐ <사회교과> 역사 단원 속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에서 제시한 일제의 죄목과 영웅 

뮤지컬의 내용을 비교하기

◐ 뮤지컬과 영상 제작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나누기  

배역과 

연습

◑ 안중근 배역 오디션-학생들이 선정

◑ 유튜브 동영상을 바탕으로 동선을 짜고 각자의 역할 연습하기

◑ 영상 제작을 위해 도입부에 쓰일 소품과 분장 구상, 준비                 

협동

◒ 서로의 동선을 조정하며 연습하기

◒ 좀 더 나은 영상을 위해 방과후 함께 분석하고 다시 찍을 부분 정하기 

◒ 촬영학생을 위해 표정연기를 서로 코칭하고 격려함

감상과 

감동

◐ 6학년 1반 뮤지컬 ‘영웅’ 아침방송(학년별 장기자랑 방송 시간)

◐ 경남교육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장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들의 

칭찬 학생들과 공유(11월 1일 개미골 예술제에 6학년 공연예정)

◐ 방송을 보고 난 후 소감 나누기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았다면 우리도 저렇게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이야기 하며 그토록 치열하고 절실하게 독립을 되찾으려 했던 우리 선열들을 자랑스

러워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이젠 통일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스

스럼없이 이야기 함

 우리,

통일♮의 

순간

◆ 최*용: 하얼빈 역이 아닌 다른 역에서 이토가 내렸다면 또 다른 분이 안중근 의

사의 역할을 하셨을 거란 생각을 하니 그 시대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 김*재: 우리 스스로 연습하고 준비한 뮤지컬이라 너무 뿌듯하고, 아침 방송에 

우리가 만든 작품이 나오니 감동적이었어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더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 추*원: 이런 거 해보니까 몰랐던 단지동맹도 알게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더 마음이 찡해요. 이렇게 애쓰고 돌아가셨는데 이젠 

통일되는 거 필요한 거 같아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82



- 20 -

  애국심, 통일의지

평화통일과 함께하는 100주년(임시정부수립)
어떤 활동일까

 3.1운동과 ‘누가 죄인인가’ 관련 활동을 한 후 독립군에 관련된 드라마가 나와 독립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군가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독립군의 자랑스러움을 영상으로 표현해보려 하였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3.1 만세 운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의미를 잊지 말자.

 ▶  국권을 상실했던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다양한 이름의 독립군들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자.

활동 들여다보기

생각나눔

◐ <사회교과> 역사 단원 속 임시정부 수립과정과 백범 김구 선생님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  왜 독립군이 나타났고 어떤 사람들이 독립군에 참여했으며 어떤 지역에서 활약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선생님의 간도탐방 경험담을 통해 세계 각지뿐만 아니라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 나눔   

구상
◑ ‘독립군가’(크라잉넛)를 듣고 그 당시 독립군의 마음 이해하고 느낌 이야기하기

◑ 어떤 노랫말에 어떤 장면이 어울릴 지 함께 구상하고 필요한 자세 및 동작 구상 

협동

◒ 영상 제작에 필요한 소품준비 및 장면 연출을 위해 본교 합주부와 함께 도입부 

및 중간  장면 연기 (아코디언 연주 영상 및 태권도 동작)

◒ 독립군 사진 속 총을 들고 있는 어린 독립군의 모습을 보며, 총 대신 플루트, 

야구방망이, 책 등을 들고 있는 진목 독립군 오버랩 사진 준비 

◒ 노랫말에 알맞은 태권도 동작 연습

감상과

공감

◐ 독립군가 영상 제작 후 전교 방송 시간에 상영하고 영상 속 친구들의 장면을 

진지하게 감상하며 자부심을 가짐

  3.1만세 운동, 안중근 의사의 거사, 임시정부수립과정, 독립군의 활약의 과정들

이 아이들의 상상과 연기로 끝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

스러움으로 수시로 회자됨. 영상을 위하여 노래와 동작을 스스로 구상하고 연습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100주년의 감동이 200주년, 300주년, 1000주년으로 이

어지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말과 글이 쏟아짐. 독립군의 총이 들려진 손에 자신들

은 책, 악기 등이 손에 쥐어지는 것에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함 

우리,

통일♮의 

순간

◆ 강*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 강*은: 영상 찍고, 노래 부르고, 소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너무 즐겁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진짜 보람 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했던 것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실들도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 김*정: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생각하거나 독립을 했지만 

반쪽 짜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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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앱과 함께
어떤 활동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못지않은 구국활동을 하고도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묻힐 뻔한 선열들을 발굴해낸 청년(정상규)이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하였다. 우리들, 또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가족이었을 지도 모를 무명(無名)의 영웅들을 기억하고자 앱을 설치하고, 앱이 보내오는 

열사들의 서거일 알림에 가끔은 숙연한 아침활동시간을 가졌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이름난 위인들 말고도 내가 몰랐던 영웅들의 희생이 이렇게 많았구나! 

 ▶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일제에 밝혀지면 당장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해져 숨길 수 

밖에 없었구나!

 ▶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정말 힘들지만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 북한에서도 우리처럼 독립운동가를 영웅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다행이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우리 동네 옥포와 이순신장군의 옥포대첩 :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승전지 옥포와 

전투 당시 이순신 장군을 도왔을 무명용사들을 생각해 보기

◐ 비록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의 우리 경험과 

마음 나누기

◐ 무명의 영웅들을 확인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앱’개발자(정상규) 이야기

실천

◑ 무명의 영웅들을 확인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앱’설치하기

◑ 독립운동가/잊혀진 영웅/보훈GPS 등의 메뉴 들어가보기

  잊혀진 영웅 : 경남 산청의 박동의, 안중근의 조력자 유동하, 우덕순 등

  미래만 내다보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를 다지지 않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공감함. 이어지는 역사관련 활동 속 선열들의 용감

한 구국활동의 이유에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찾아내고 ‘나라를 지키려던 희생을 

잊지 않음’의 마음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음 

우리,

통일♮의 

순간

◆ 조*민: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김구, 이봉창....음...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분들은 이 정도였는데 독립운동가 앱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몰랐던 게 죄송해요. 정상규 아저씨께 감사해요.

◆ 서*우: 유관순, 안중근?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사람은 정말 잘 몰랐는데 여성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건축가도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가네코 후미코

라는 일본인과 후세 다쓰지라는 일본인도 있어요!

◆ 김*결: 만약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슬픈 일, 기쁜 일이 우리에게 잊혀지는 건 참 

슬픈 일일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앱을 들여다보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싶어요.

◆ 김*원: 학교에 와서 전화기 끄기 전, 집에 갈 때 전화기 켜는 순간 울리는 ‘띵동’ 

소리(독립운동가의 서거일 알림)가 처음에는 ‘아~오늘은 어떤...’하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분

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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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우리의 손길·발길이 닿는 곳
어떤 활동일까

 아이들과 함께 한반도를 구글 어스를 통해 찾아보았다. Globe 버전으로 본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나라들은 먼 시야에서는 경계가 없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우

리나라를 확대하려 하니 남한 또는 북한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져 하나의 한반도를 만들 수가 없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온 만큼 통일 한반도를 어

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통일의 이미지를 평화로움과 연관 지어 표현할 수 있을까?

 ▶ 현재는 분단되어 있을 뿐 한반도의 모습은 통일이 되어도 변함이 없겠지?

 ▶ 한반도의 통일은 국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지?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내가 생각하는 통일

◐ 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통일 이후의 삶

  북한 친구가 전학 와서 친구가 되는 일, 북한 출신의 기자가 우리 거제의 신문사에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일, 북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우리 집 옆에 생김 등

구상

◑ 무궁화나 한반도기를 한반도 전체에 표현한 그림을 많이 보아왔으므로 한반도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표현 

◑ 큰 발바닥의 모양에 우리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다양한 색깔로 찍어 한반도를 

평화롭게 걸어 다닐 발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아이

들의 생각을 발바닥 사이 빈 공간에 적음                 

협동

◒ 8절 도화지 40장(8*5)을 함께 이어 붙임

◒ 연필로 릴레이를 하듯 선을 이어 함께 그리고 발가락 모양도 사이좋게 한명씩 

돌아가며 그리기 

◒ 큰 그림 발바닥을 채울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순

서를 정하게 하여 찍으며 서로 돕는 활동(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기, 물티슈로 

손발 닦아주기, 물감을 손발에 묻혀 주기 등) 

공감
◐ 친구들이 적은 글들을 서로 소리 내서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면서 자

신의 생각을 서로에게 분명하게 표현함 

 그 동안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진 평화올림 활동과 통일제자리 활동 덕분으로 아이

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적음. ‘통일’ 표상활동을 

통해 나에서 부터 우리의 개념으로 확장된 것을 읽어 낼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

(다양함)을 서서히 ‘다양한 우리’로서의 통일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함 

우리,

통일♮의 

순간

◆ 조*민: 통일은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속에 있어요.

◆ 이*은: 다양한 색깔의 손을 잡고 차별 없이 통일 된 한반도를 함께 걸어가요.

◆ 서*우: 평화는 우리 교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렇게 통일해요!

◆ 서*성: 통일은 평화롭게 속도를 맞춰 함께 걸어가면 꼭 할 수 있어요.

◆ 최*용: 평화는 기쁨이다! 통일은 행복이다!

◆ 김*규: 평화롭지 않은 통일은 발바닥이 아파요.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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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일에 어떤 일이 
어떤 활동일까

 역사 속 어떠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건 몇몇의 누군가만 기억하는 일이건, 분명한 것은 모두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시작되고,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아름답게 기록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다. 올해는 북아메리카에 흑인 노예가 상품처럼 팔려간 400주년,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날 역시 누군가의 생일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생일에서 부터 시작되는 한 사람

의 삶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생일에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평화로운 일들을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나의 생일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 내 삶도 크고 작은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하고 나도 역사에 기록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내 생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주인공이 되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등

◐ 내가 태어난 날짜를 칠판에 모두 적고 내 생일(연도는 다양)에 있었던 역사적 

일들에 대해 ‘위두랑’ 조사내용 발표하기

  아이스크림 콘 과자부분이 발명된 날이에요/ 배재학당이 설립된 날이었어요/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실험이 있었던 날이에요 / 북아메리카 대륙에 노예가 

처음 팔려간 날이에요 등

◐ 내가 태어난 날짜와 친구가 태어난 날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조사발표하기

◐ 좋은 일이 있었던 연도도 있고 사소한 일이 있었던 날도 있음

◐ 해당 사건의 앞과 뒤의 날짜를 검색하면 그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기도 함  

◐ 나와 친구의 생일 사이 날짜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빈틈없이 검색되는 것을 통해 사람의 삶과 역사가 비슷함을 확인

공감

◑ 오랜 옛날 인류에게 좋은 사건이 일어났거나 유익한 발명품이 등장하는 경우 

지금의 인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침

◑ 설령 좋은 의도로 발명된 것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인류에게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함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마약류 의약품 등
◑ 을사늑약, 6․25전쟁, 휴전협정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비극

으로 남아있으나 아직 쓰여 지지 않은 미래의 역사는 우리들이 힘을 모으면 좋은 

역사로 누군가의 검색결과로 쓰일 것임

 미래에 자신의 생일을 검색하면 통일이나 통일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검색되

면 좋겠다는 생각과 지금 우리의 평화 통일을 생각하는 노력들이 미래에 행복한 

결과로 검색되는 상상을 함

우리,

통일♮의 

순간

◆ 김*원: 제 생일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2039년에는 제 생일에 맞춰서 통일이 딱~ 

되고 그날 생일인사람 이벤트 해서 세계 기차여행 티켓 당첨되면 재미있겠다.

◆ 김*재: 아이스크림 콘 부분을 볼 때마다 제 생일이 떠올라서 웃어요. 옛날에 

발명됐는데 아직도 쓰는 걸 보면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겠죠? 

저도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고 싶어요. 

◆ 강*희: 와-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지 80년이 됐다니,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거고 다른 나라들도 자유를 찾은 거죠? 베를린 장벽 부수

는 날 같이 우리도 남북한 드나드는 최초의 날이 제 생일이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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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지혜, 통일의지

키프로스와 독일
어떤 활동일까

 키프로스(공화국)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아는 학생이 

없었다. 그 나라가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으로 국민이 구성돼 있고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으로 분열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다. 우리나라의 처지와 비슷함을 

느낀 때문인지 다음 날 스스로 조사를 해온 아이들도 있었고 완충지대에서 두 지역의 주민들이 

체스 게임과 같은 일상적 만남과 소소한 교류를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통

일을 이룬 경제적 강대국 독일도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동서독인 간의 차별로 인해 독일 내

부에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통해 ‘통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통일’이 완

성, 완료의 의미가 아닌 진행의 과정임을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땅 모양이 하나 됨, 형식적인 제도가 하나 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 통일 이후 사람들 간의 배려, 이해, 존중 등이 없다면 통일 전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 친구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교실(가정, 나라)을 만들 수 있을까? 

공감과

기대

◑ 마음이 따뜻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또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나에게는 없는 좋은 점이 있는 친구들과 친한 친구가 됨

◑ 처음에는 행동을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나의 마음에 맞는 친구를 좋

아하게 됨, 친구가 되어도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함

◐ 마음이 따뜻한 친구, 너그러운 친구, 무시하지 않는 친구, 나쁜 말을 쓰지 않

는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친구, 좋아하는 것이나 활동이 비슷한 친구, 

나보다 활발한 친구, 잘하는 것이 나와 다른 친구 등에게 질투나 호감을 느낌 

◐ <키프로스, 독일 사례제시>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 잘 모르는 사이였던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서로 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함. 조화로운 어울림이 우리

에게 평화이며 그것이 지속적 갈등해결을 반복하더라도 갈등을 점점 줄이려는 

도덕적 지혜를 함께 발휘하게 되면 진정한 통일의 모습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될 것임

◐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층간 소음 같은 문제도 배려의 마음 부재에서 비롯함  

◐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면 좋겠음

다른 나라의 통일 전 혹은 통일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을 알게 됨. 분단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되찾는다는 의미가 통일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 

해왔으므로, 평화통일이 휴전선을 걷어내고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정하는 작업이 

아님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평화로운 어울림과 번영에 대한 고민임을 이해 

우리,

통일♮의 

순간

◆ 김*규: 우리도 키프로스처럼 두려움 없이 서로 만나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놀

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벽화도 그리고 축구도 하면 좋겠어요. 어른이 아

니니까 갑자기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 서*우: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이 친구들 간에도 항상 일어나는데 안 싸운다는 건 

힘들 거 같고, 싸우고 나서 화해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고*영: 사실은 통일 되고 나서 북한 친구가 와서 잘난 척하면 북한에서 온 게 생각나고 저

도 그 친구가 힘들게 살았던 걸 알고 잘해줘야 하는데 무시하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요. 통일이 되면 다 좋아야 하는데 남한 사람에게 차별을 받으면 서러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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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존중

이수랑 우리랑 - 다름과의 조화
어떤 활동일까

  화가이자 동화 작가인 전이수는 우리 반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하다. 전작가의 감성은 아이들은 물론 어

른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작품 속에 한껏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의 평화사랑, 자연사랑, 순

수한 동심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이수의 그림 ‘우리는 모두 가족’에 등장하는 다양한 

존재를 관찰하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자.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무턱대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을까?

 ▶ 다르기 때문에 다양함이 생겼고 선택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었구나!

 ▶ 나와 다른 친구를 내가 이해해 준 것처럼, 나의 다름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았던 적이 있었겠구나!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다름’이 우리에게 좋은 점 vs. ‘다름’이 우리에게 불편한 점 

 여러 가지 꽃으로 만든 꽃다발/ 여러 색깔의 무지개/ 마트에 진열된 포테이토 칩/

색깔이 다양한 틴트/ 의견이 달라서 벌어지는 말다툼/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됨/ 

여행 가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음 등

◐ 이수의 그림에서 관찰되는 것들

 팔이 없는 친구, 피부색과 머리색깔이 다른 친구들, 다리가 불편한 친구, 다양한 

동식물, 맑은 하늘, 깨끗한 물 등

키움

◑ 다른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함이 생기고 

다양함이 조화로울 때 아름다움이 되기도 함

◑ 다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발전할 수도 있음

◑ 특히 다른 사람의 모습(피부색, 외모)이 나와 다르거나 언어와 처지가 다르다면 

그 다른 사람도 나의 ‘다름’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비슷하게 느낌(역지사지, 

타자(他者)의 시선) 

◑ 남한에서 바라보면 북한의 사회도 넓은 의미의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할 새로운 

다문화 대상이라 할 수 있음. 북한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문

화가 낯설고 다름을 느낄 것임   

공감
◒ 나와 상대방의 다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름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임  

 학생들이 북한을 우리와 함께 주된 통일 동반자임을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

화 사회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반자들도 존중하며 조화롭게 통일을 이야

기 해야함을 인식함 

우리,

통일♮의 

순간

◆ 이*은: 무지개가 하늘에 뜨면 신기하고 예뻐서 와~하는데 만약에 한 색깔로만 무지개가 

만들어지면 예쁘다는 생각을 안했을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나눠지니까 그게 

예쁜거죠. 이수 그림 처럼요. 사람도 모두 서로 다르니까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 강*혜: 인종이 다르면 함께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 국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도 우리나라 문제에 관련될 거니까 사회에 

나쁘게 굴지만 않는다면 우리와 잘 어울리게 중요한 사람대접을 해야 해요.

◆ 고*영: 잘은 모르겠지만, 통일 될 때 서로 잘 지내자고 약속 하려면 북한 친구들이랑 

내 생각이나 낱말이 다른 것도 미리 알아둬서 안 서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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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태도, 통일의지

  통일! 가족릴레이 - 통일 포츈쿠키 
어떤 활동일까

 어떤 주제로 학부모 상담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

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설문이나 통일과 관련된 학생활동 안내 등을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다. 아

무래도 ‘통일관’에 대해 상대가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다는, 미리 한 발 물러나는 내 마음 탓일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묻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관’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질문하고,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에 대해 내 생각과 친구 가족의 생각을 비교하며 생각해 봐야지.  

 ▶ 통일 이후에 맞게 될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평화 포츈쿠키와 같은 방법으로 행운 메시지를 적는 종이에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등과 관련된 적힌 주제 메세지를 적고 포츈쿠키에 넣어 풀로 붙임

  통일이 되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등

◐ 첫 번째로 순서가 정해진 학생이 친구들의 포츈쿠키 중 한 개를 뽑아 메시지를 

읽고 학습지를 가족들과 함께 하기

◐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본 주제 관련 내용 발표

  북한이 비록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 두렵긴 하나 평화로운 과정으로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노력하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등 

◐ 북한 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웹페이지 내용 중(中)

  ”독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보다 한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것
들을 미리 보여 주셔서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감

◑ 독일의 사례를 알고 난 후 통일 포츈 쿠키의 내용에 배려와 존중이 자주 등장함  

◑ 통일은 지금 당장 학생들이 이루어 내야하는 무언가가 아니므로 준비와 기대  

   감 갖기, 관심 갖기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야함 

◑ 상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렇게 

평화통일에 대해 마음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북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음  

 가족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통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정적이었던 통일관을 한번 돌

아보게 되어 ‘통일이 안되면 좋겠다’는 단언보다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좋

겠다’는 긍정적인 표현의 메세지가 되돌아옴 

우리,

통일♮의 

순간

◆ 강*희: (다문화 가정) ‘일단 다양함이라는 것을 상상하면... 특히, 북한의 문화

는 우리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도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이 

많은 걸 알고 놀랄 것이다. 서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우즈벡 사

람인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노력하면 즐겁게 지낼 것 같다.’

◆ 김*재: ‘미사일로 매일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을 

모아서 평화를 되찾고 통일을 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스스로 안 해도 

되도록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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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지

우리가 꿈꾸는 통일
어떤 활동일까

 그간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통일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통일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과 남

한과 북한이 통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의 생각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노랫말 가사를 

바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느껴보고자 한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기존의 노랫말을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도덕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바꿔볼까? 

 ▶ 존중과 배려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

◐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좋을 지 이야기 나누기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리듬이나 멜로디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노래

◐ 2017년도 버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송 선정

  친구를 사랑하고 함께 희망을 꿈꾼다는 원곡의 내용과 통일 이후의 우리가 북한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닮아있고 노랫말과 멜로디가 우리에게 익숙함 

개사와

협동

◑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닮음

◑ 남북의 문화가 달라져 있음에 서로 외면하지 않고 두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함

◑ 과거의 남북관계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일 노력과 남북 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자는 메시지 전달 

◑ 작은 마음과 관심들이 모이면 지금 비록 한반도가 분단돼 있어도 마음은 먼저 

통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함 

◑ 영상제작을 위해 동작을 정하고 노래와 함께 연습

감상과 

감동

◒ 작품을 6학년 전체에 방송하고 느낌을 나눔

◒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모습은 비슷해서 통일 이후 친구

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을 느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친구들을 대해는 자세와 통일 이후 남북의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진정한 통일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정성을 다해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음을 이해. 통일이후 세계시민으로

서의 역할은 성숙한 통일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

우리,

통일♮의 

순간

◆ 강*희: ‘넌 나의 친구야, 소중한 친구야~’ 부분에서 학폭예방 노래 부를 때는 

내 친구를 떠올렸는데 통일영상을 만들면서 북한의 친구를 상상하면서 

부르니까 뭔가 뭉클하고 빨리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조*아: 이런 작업을 하면서 북한의 친구들에게 나중에 다 보여주면 얼마나 우

리가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친해지겠죠? 친구들이 감동 받으면 좋겠어요.

◆ 김*규: 작년까지는 통일을 말로 거의 해 본 적도 없고 뉴스에서 판문점에 정상들이 

만난 이야기 정도만 들었는데, 노래하면서 평화통일이 익숙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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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 통일의지

‘광복’의 참된 의미
어떤 활동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에 광복이 찾아왔다. 하지만 식민지 국민의 서러움을 털고 광

복의 기쁨을 누릴 겨를 없이 6.25전쟁을 겪으며 분단을 맞이한다. 극악한 일제로부터 ‘본래의 

모습을 갖춘 한반도’회복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선열 앞에서 분단이라는 아픔을 아

이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경축식의 일부를 함께

시청하고 경축사의 일부를 함께 읽으며 아이들과 진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려 한다.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좋을까

 ▶ 100주년 역사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모습의 한반도 회복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연결지어 볼까?

 ▶ 새롭게 한반도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대한민국이 미래에 세계 속으로 멋지게 뻗어나가는 

출발점은 바로 평화통일이 아닐까? 

활동 들여다보기

나눔과

구상

“(전략)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 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 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후략)”

◐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광복의 의미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속 

광복의 의미 생각하고 비교해 보기 

◐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고 통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더 밝은 미래를 새롭게 제자리매김 하자는 통일의 의지를 담은 ‘평화#,통일♮’ 

을 3D펜으로 제작 및 사진 구상, 촬영

공감
◒ 더 넓은 세계의 공간을 북한을 통하지 않고도 누빌 수는 있겠지만 북한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내 삶과 상상력의 영역은 무한대 느낌이라 표현 

   나중에 만나게 될 북한 친구를 어떻게 대할 지에 대한 물음에 통일이 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따뜻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면 친

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대답을 함

우리,

통일♮의 

순간

◆ 김*이: 통일한다고 갑자기 다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지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하셔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통일 될 것 같아요. 

◆ 추*원: 저도 북한 가는 기차도 타보고 싶고 북한 가서 신기한 북한 공연도 보고 

싶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건 무섭지만 통일이 되면 재미없었던 

사회가 6학년 때 재미있어져서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같은 지식을 북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 김*규: 북한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하고 노는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버가 돼서 

서로 알려주고, 같이 맛집 올려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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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결과

이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정하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생각하기」에 사용했던 

질문을 연구의 중간 점검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았다. (N=25)

Ⅳ. 우리 마음 설레는 平和․統.人.교육

요소 문항
응답내용(자유서술 키워드 중심)

  ※파란색(   )는 사전 실태분석결과
분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교육 

경험

1. ‘통일’이라는 낱말을 

보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함께, 안심, 친구, 다양한 사람

들이 모임, 화해, 평화, 꿈꾸고 

기다리기, 준비하기, 같이 놀기, 

기대하기, 차별하지 않기, 악수, 

함께 즐기기, 어깨동무 등

☞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

임감 등이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함

☞ 생각을 글로 쓰고 발표하는 

활동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표

현하는 미술, 음악활동 등이 

마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함

통일주체

인식

2. 평화통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남한이 주인공(0명/0%)    (24%)
☞ 통일을 이루는 주체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있었고, 특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북한이 주인공(1명/4%)    (8%)

남북한 한민족이 주인공(9명/36%)(44%)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국민이 주인공(15명/60%)     (24%)

통일과

나와의 

관계

3. 남북의 통일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

각하나요? 

관심 없다(0명/0%)         (16%) ☞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이유: 

   남북한 어디에도 다닐 수 있

을 테니까, 남북한 어디서든 

직장을 구하여 살 수 있으니

까,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히 

미래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등

☞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으로 통일의 눈높이가 맞춰짐

관계가 없다(1명/4%)       (12%)

국력이 강해진다(8명/32%)  (48%)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16명/64%)

                           (24%)

통일과

세계의 

평화

4. 남북의 통일이 평

화로운 세상(세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

리라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세계의 사람들

도 관심을 가지므로 우리도 세계에 좋은 

영향을 줘야함, 평화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해서 우리가 평화로워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세계도 평

화로워짐, 평화롭게 통일 하고 유지하

면 우리도 편안하고 행복하며 다른 나

라도 불안해하지 않음 등

☞ 평화는 한 개인과 나라에도 중

요한 문제이지만, 세계 속에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한 국가

로서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

≪ 연 구 결 과 ≫

  학생의 삶 속 평화로움이 현재와 미래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돕고, 평화가 기반이 

되는 삶속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존재하는 자신과 동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 학생들이 

통일을 어떻게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평화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하는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제사회의 평화 관계성까지 파악하는 시야를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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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결론 및 제언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

하지 않다의 출발점 확인에 대해 직설적 논의를 비껴가는 경향은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같

은 민족이므로 통일 편익으로 인해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안보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통일 필요성들은 지난 몇 년간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통일 관심이나 통일의지에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한다 이루어야 한다고 해결가능한 명제처럼 선언하여

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멀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이들에게 작은 울림이 있는 통일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서 연구를 시

작하였고 그 답은 결국 일상의 평화로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의 평화로운 내 삶은 통

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이어져야 하며 주변에 대한 포용과 외연 확장의 과정을 거치며 

함께 평화로운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평화통일은 필요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는 긍정적 인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발부터 통일 관심 필요 여부를 물어 학생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시작되는 통일교육 

보다 우리가 평화롭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통일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의 초등학교 통일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 싶기도 했다 그리고 통일의 의미를 종착 혹은 종결의 의미가 아닌 과정

으로 이해하여 현재까지의 남북이 진행 중인 여러 노력 과정도 통일이고 통일의 형식을 갖춰

낸 이후라도 사회 구성원 간의 건강한 통합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에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큰 목적을 두어 인성교육과 궤도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

각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었

기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 준비 인성교육 교육 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여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3. 참고문헌 및 참고도서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김창근 인간사랑 평화는 힘이 세다 루이스 스필스베리

라임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전이수 주니어김영사 통일문제이해 

통일교육원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 통일교육원

첫째,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의 필요성은 학생들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고, 일상적인 

평화로움을 향유하는 삶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 상상과, 과거 우리 조상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삶을 연결 짓는 사고가 가능하다.

둘째, 교사가 학생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돕는 교육의 본질처럼, 통일 이후 학생

들이 다양한 통일 동반자들과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살아갈 인성역량을 길러 주는데 

통일교육의 초점을 맞추면 초등학생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듯 제도와 형식의 하나 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개개인의 감정과 정서가 끊임없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하는 선순

환구조로 사회 속에서 어울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새로운 사회에서 마주치게 될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조화로운 

어울림이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에 알맞은 다양한 인성교육적 방법의 평화통일

교육 시도가 가치있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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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찌릿찌릿(知 it G lead) 통일 

C.L.A.S.S 로 온.하다 (5학년)

 출품 부문 초등부

 참가 교원  소속 백사초
성명 박지숙

                          

3등급



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찌릿찌릿(知 it G lead) 통일 C.L.A.S.S 로 온.하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찌릿찌릿’사전적 의미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전율이 흘렀다.  

   1) 마음이 저리다= 남북한 관계의 아슬아슬한 매듭 속에 희망의 끈은 미래통일역량이다. 

   2) 전기가 흐르다= 코로나19로 전면취소된 현장체험학습의 대안은 온라인체험이다. 

   3) 사랑이 통하다 = 온라인교육환경의 상호작용 부재에 대한 대안은 학생주도성이다.

   4) 머리가 아프다 = 학교 전반의 영역으로 통일교육을 확장해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나. 목적: 공동체 협력, 통일미래 리더십, 공감과 소통, 창의적 해결, 평화적 감성 

이라는 미래통일역량을 향상하고자한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가. 운영 대상: 백사초등학교 5학년 30명(남16명, 여14명) 

  나. 운영 기간: 2020년 3월 2일 ~ 2021년 2월 28일(1년간)

3. 실행 내용: 知 it(유관기관 연계 디지털 체험)과 G lead(마이크로러닝에 기반한 학생

주도 온라인 활동)로 미래통일역량을 향상하여 영재학급, 통일공감동아리, 유네스

코까지 통일교육을 확산하고(ON하다), C.L.A.S.S(5개 영역)의 역량이 쌓일 때마다 

디지털 배지를 수여하여(溫하다) 온라인 통일교육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ooperation(공동체 협력): 역사+문화 온라인체험, 남북한가상회담(ZOOM소그룹회의), 

글로벌통일(X-mind앱), 통일바람티라이트(밴드갤러리), 인권UP뇌발달(밴드라이브)

  Ⓛeadership(통일미래 리더쉽): 환경+인구 온라인체험, 통일을 Job아라(카훗게임), 

미래한국로드맵(구글지도), 하나로댄스(틱톡), 문화유산건축(ZOOM)  

  Ⓐddition(공감과 소통): 통일을원한다(VR)+무엇이든물어보세요(Live), 한민족이모티콘

(스케치북앱), 말말온라인보드게임, 다각형감정인형, 만남푸드파티

  Ⓢolution(창의적 해결): 통일이된다면(진로멘토링), DMZ사운드튜닝(ASMR미디어온라인

체험), 모여라놀자(띵커벨게임), 거꾸로제품발명, 콜라쥬박스, 에코코리아백, 

  Ⓢensibility(평화적 감성): 북한이탈주민과함께아코디언연주 온라인체험, 평화퀴즈(퀴

즈앤), 너와나연결고리, 통일염원도자컵(인증샷SNS이벤트), 평화비즈스트랩(집톡챌린지)

4. 검증 방법 및 결과

  가. 검증방법: 양적접근(설문지)및 질적접근(활동일지, 학생소감문, 상담, 채팅, 댓글) 

  나. 결과분석: (요약) 미래통일역량이 향상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졌다.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첫째,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디지털체험을 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학생중심 온라인활동을 함으로써 5학년 

학생들의 미래통일역량을 향상하였다. 

            둘째, 영재학급과 통일공감동아리와 유네스코의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영역까지 통일교육을 확장하여 디지털배지로 인증하는 통일교육 온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제언: 새로운 영역으로의 통일 교육 확장을 위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이 계발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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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다

1  연구의 필요성

찌릿찌릿이라는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슴이나 마음이 저리다 = 남북한 관계의 아슬아슬한 매듭 속에 희망의 끈을 이어라!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서의 남북 분단체제가 세계 평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일어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사건은 남북한 관계의 아슬아슬한 매듭을 뒤흔드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

는다는 방침을 추구하고 있다. 

⇒ 이런 시기일수록 본 연구자는 당장 눈앞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닌 멀리 내다 볼 줄 

아는 미래 통일 역량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전기가 흐르다 =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의 전면 취소에 대한 대안을 찾아라!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라인교육 상황에서 외부 강사 초빙 수업이나 학교 행사는 

취소되고 현장 체험학습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체험학습은 꼭 필요한데, 영상을 보기만 해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 헤매기만 할

테니 온라인 학습 직후 유의미한 활동까지 해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자는 개인과 집단의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갖고 

사려 깊게 다음 단계를 잘 배려하며 반응하여 온라인교육 환경을 충분히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디지털 체험 활동으로 知 it을 제시한다.

사랑이 통하다 =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 부재 문제를 해결해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명과 암을 순식간에 경험하고 있다. 자칫 수

업 운영 자체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진도율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여 실재감의 경험이 

어려울 수 있다. 

⇒ 쉽게 공유 가능한 미디어 학습자료를 제공하되 학습자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적절한 피

드백이 가능한 수업의 질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 온라인 환경에 잘 적응

하고 있는 학생 주도 온라인 활동으로 G lead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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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아프다 = 학교 전반의 교육 영역으로 통일 교육을 확장하며 온하다! 

연구자의 학교는 올해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통일공감학교 학생동아리, 농어촌 

학교 대상의 문화예술학교까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다. 교육과정 내의 통일 교육만으로는 

학교 통일 교육의 정착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서서  

통일 교육이 닿지 않은 곳까지 통일 교육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으로 학생자치회 중심의 통일공감동아리, 영재학

급, 유네스코 지역 활동까지 학교 전반의 영역으로 통일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통일 교육

으로 인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인증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온하다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필요성을 절감한 후 ‘찌릿찌릿(知 it G lead) 통일 C.L.A.S.S 로 온하다’라는 주

제를 설정하였고 가르치는 지식과 가치관이 명료한 통일 교육에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을 중

시하는 평화교육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학교 전반의 교육 활동 영역으로 통일 교육을 확장해

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기에 미래 통일 세대

의 주역으로서 5학년 학생들이 미래 통일 역량 C.L.A.S.S. 다섯 가지를 함양하고자 한다. 

 

  첫째,   CLASS - Cooperation   ⇒ 공동체 협력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둘째,   CLASS - Leadership    ⇒ 통일미래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셋째,   CLASS - Addition       ⇒ 공감과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넷째,   CLASS – Solution        ⇒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CLASCLASCLASCLASCLASCLASCLASSSSSSSSSSSS      – – – – – – 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 – Sensibility      ⇒ 평화적 감성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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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통일시민 교과의 역량과 하위요소, 
2018 초등 진로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자료의 진로개발역량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의 미래 통일 역량(5개 영역)을 추출하였다.

공동체 협력 통일미래 리더쉽 공감과 소통 창의적 해결 평화적 감성

미래 통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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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하다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학생자치회 중심의 통일공
감동아리, 영재학급, 유네스코 지역 활동으로 미래 통일 역량의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으로의 접속을 의미한다.

溫하다  
미래 통일 역량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학생들의 말 한마디 댓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와 같은 활동 후기를 의미하며, 역량 중심 교육의 중심에 서서 
미래통일역량을 하나씩 갖추어나간다는 의미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온하다

知 it
통일을 주제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재구성한 

교육과정 단계로서,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의 실재감을 

부각하는 유의미한 체험활동을 知 it이라 정의한다.

G lead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3G 4G 5G에서 G란 generation의 약자로 

유전, 즉 세대를 의미하는 이니셜입니다. 무조건 세대가 좋다

고 빠른 것은 아니지요.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순식간에 교환되는 

게 가능한 5G 세대에 도달했다고 해도 발전 속도가 엄청난 우

리나라에 한정된다. 우리나라에 한정된 G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는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곧 통일 세대라는 점입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이끌어야 할 미래세대의 주역이

라는 의미로 G lead라고 명명하였다. 발전 속도가 엄청난 우리

나라에서 온라인 상에서 마이크로 러닝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상

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유의미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지를 G lead로 정의한다. 

찌릿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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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비하다

1  이론적 배경

가.  유네스코에서의 통일 교육

 유네스코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면 유네스코의 평화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면서 당위론적인 통일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행 통일 교육을 국내외 사회변화

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과 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평화교육에 맥락적 구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일 교육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1)

나.  영재교육에서의 통일 교육

 영재교육, 특히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통일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일교육은 피교육자의 생각을 맞추는 주입식을 벗어

나야 한다. 대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고 피교육자의 생각과 의견이 활발히 공유되

는 가운데 수요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소통형의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2)

다.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통일교육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통일교육 콘텐츠 다변화 및 융합전략’, ‘마이크로 학습전략의 

도입’, ‘콘텐츠 학습 민첩성의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의 유기적 연계’, ‘참여 동

기와 성과지표의 차별화: 디지털 배지 활용’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 ‘모바일 중심 접근성 강화’, ‘SNS를 활용

한 콘텐츠 접근성의 개선’, ‘학습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고도화’의 방안을 제

시하였다.3)

라.  마이크로 러닝

 마이크로 러닝의 정의에는 3가지 관점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구체적으로 명시되

지 않은 형태의 학습,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따른 학습 과정 체계화 방법에 대한 개념, 학

습자 교육 및 훈련 맥락에서의 미시적 관점과 차별화된 학습과정이다. 특히 학교 교육에 있

어서 모바일 러닝 주제와 중복되는 편이며, 간단한 비디오와 짧은 디지털 텍스트, 2-3개의 

퀴즈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4) 

1) 이동기·송영훈(2014).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김현정·박선화(2016). 영재교육에서 통일교육의 의미와 방향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제40호.
3) 김도현(2019). 디지털 미디어 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전략 탐색.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4) 강다미(2020). 상호작용을 고려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 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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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은 작은 콘텐츠, 이동성, 상호작용, 플랫폼의 적응성 4가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이러닝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

학습콘텐츠 간의 상호작용 3가지가 있다. 

마.  디지털 배지5)
 

 디지털 배지란 모바일 연결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인증해주는 인적 자본의 평가 기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교육기술인 

디지털 배지를 우리나라 교육 학습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

는 지속되고 있다.

2  학교의 특성 및 여건 조성  

가. 여건 조성

5) 배예나·안미리(2018). 미래형 교육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배지 도입 사례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22권 1호.

내용 주제 시사점 및 적용방안

선행

연구

분석

통일 미래를 꿈꾸는 
도깨비 프로그램 운영

(2018, 정희경)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통일 교육 역량 
4가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을 선정하여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목적⇒ 미래통일역량 추출

우리는 Z세대이자 
통일세대, 우리의 방식으로 
통일한반도를 디자인하다

(2018, 윤지영)

Z세대를 위해 교과 활동과 자치활동을 INPUT으로
자치활동을 OUTPUT으로 하는 프로그램 디자인 

⇒찌릿찌릿(知 it G lead) 통일 C.L.A.S.S 로 온하다의 도식화  

디지털 수업 LOGIN, 
Z세대 통일 미래 접속!

(2019, 김하성)

디지털 수업 활용 통일 교육 LOGIN 프로그램
⇒ 학습 형태 및 디지털 도구를 知 it G lead에 반영 

통일

교육

역량

강화

권역별 평화 통일교육 
교원 워크숍

(2020,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미디어를 활용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및 6.25전쟁 (한국 전쟁)과 동아시아 평화의 길에 대한 

역사 소견⇒ 공감 속에 참여하는 평화 통일교육을 
미디어의 장 안팎으로 구성

초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시작할까요
(2020, 창비교육연수원)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의 접근법을 적용 가능하며 통일교육이 
길러내야 할 역량과 민주시민성 교육에서 다루는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소견 ⇒ 혁신학교(문화예술교육과 
민주시민교육)문화를 통일 주제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통일의 꿈

(2020, 통일교육원)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공동체 협력 의식 형성 필요성을 
알고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력을 길러서 북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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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의 특성

3  실태 분석 및 전략 수립

  가. 학생 설문 조사 및 시사점  

영역 설문 내용
설문 결과 

시사점
1위 2위 3위

통

일 

역

량

C

통일은 꼭 해야 
할까요? 하면 좋다 모르겠다 안해도된다 남북한이 말이나 생활 방식이 달

라서 한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북한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공동체 협
력을 높이며 서로 가까이 가는 방
향의 지도 방법 필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독재 한민족 전쟁

L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은? 적이야 도와줘야해 협력해야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통일 미래 리더쉽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는? 보통 대체로 거의 모름

A

북한 학생들과 하고 
싶은 활동은? 지역여행 이야기 문화활동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준과 관심을 
알고 활동 방향 설정 통일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 통일교육 통일비용

S

통일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곳은? 학교 수업 인터넷 TV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

한 교육 기반이 학교 수업에 비중
이 높고 온라인 활동의 유익함을 
지도에 활용 

선호하는 통일 교육 
방법은? 동영상 퀴즈 게임 멘토수업

체험학습

S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평화 통일비용 갈등 혼란 통일 후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통

일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평화적 
감성을 가지기 위한 지도 필요  

통일이 왜 
필요할까요? 불안감 자유 인권 같은 민족

온라인 
학습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태블릿 대여를 통해 두 개의 온라
인 학습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내용 시사점

학생

☞학원이나 여행의 기회가 적고 집과 학
교생활이 거의 전부인 일상의 단조로움. 
☞학교 교육의 영향력이 강하고 체험학습
에 대한 기대가 큼.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미숙하나, 핸드폰
기기의 게임, 카톡, 유투브 접속은 자주 함.  

☑온라인 체험학습의 비중을 높여서 온라인
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교 통일교육 강화
☑초기에 온라인 기기 다루는 방법과 다양한 
앱 다운로드 및 사용법을 잘 알려주어 통일 
관련 동영상과 게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
여줌 

학부모

☞농촌에 거주하여 사회문제, 통일,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음. 
☞몇 대째 같은 지역에 머물러 지내서 이
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타인에 대한 공감
과 소통 기회가 적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아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 

☑영재학급, 유네스코, 통일공감동아리, 문화
예술학교지원을 통일교육으로 잘 연계시키고 
그 예산을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교구 
등의 학습꾸러미로 보내는 데 편성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고 학부모님
들의 보다 많은 관심를 유도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함  

지역

사회

☞우리 고장 면 소재지 내에서만 교류가 
있을 뿐, 시내 다른 지역이나 타지역으로
의 네트워크 형성이 거의 없음.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이 돋보이고 자
부심이 높아 지역 축제가 큰 행사임. 
☞작은 학교, 혁신 학교, 농촌 학교에 대
한 지원이 많음. 

☑지역 사회의 문화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백사면의 자랑거리 산수유, 이천시의 자랑거
리 도자기, 유네스코 경기도 6권역 네트워크)
☑지역을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보다 광범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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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T 분석 및 시사점 

다.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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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하다

1  대상 및 일정 

가. 대상: 백사초등학교 5학년 30명(남 16명, 여 14명)

나. 일정

2  연구의 설계와 실천 과제 

단계 절차 내용
기간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획
주제선정

연구동기 파악 및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및 선행 연구 분석
⚡ ⚡

실태조사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연구 방향 설정 
⚡ ⚡

실행

구조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실천과제 수립
⚡ ⚡

실천
찌릿찌릿(知 it G lead) 통일 

C.L.A.S.S 로 온.하다 운영 
⚡ ⚡ ⚡ ⚡ ⚡ ⚡ ⚡ ⚡ ⚡ ⚡ ⚡

추진

검증평가 실천 결과 분석 및 평가 ⚡ ⚡ ⚡
일반화

보고서 작성

결과의 일반화 및 제언 
⚡ ⚡ ⚡ ⚡

C L A S S

공동체 협력 통일미래 리더쉽 공감과 소통 창의적 해결 평화적 감성

Cooperation Leadership Addition Solution Sensibility

세상을 바꾼 
학생들 

[이천민주화운동
기념공원&

독립군 체험학교] 

캠핑 가는 날
찾아가는

[푸른별 환경학교]

통일을 원한다 
[남북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

통일이 된다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기적의 하모니
[파주평화통일
체험학습장]

혐오시대 헤쳐가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구로 그리는 
통일미래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흥사단]

DMZ 
사운드튜닝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평화의 메세지
[월드 비전]

⇓ ⇓ ⇓ ⇓ ⇓
화상 소그룹회담 통일을 JOB아라 한민족 이모티콘 모여라 놀자 평화 퀴즈앤

⇓ ⇓ ⇓ ⇓ ⇓
영재

글로벌통일Xmind
영재

미래한국 로드맵
영재

말말 보드게임
영재

거꾸로 제품발명
영재

너와나 연결고리

동아리
통일바람티라이트

동아리
틱톡 하나로댄스

동아리
다각형 감정인형 

동아리
콜라쥬 박스

동아리
통일염원 도자컵

유네스코
인권UP뇌발달

유네스코
문화유산 건축

유네스코
만남 푸드파티

유네스코 
에코 코리아백

유네스코
평화 비즈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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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실천계획

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찌릿찌릿(知 it G lead) 실천계획 

주제 활동명 교과 단원 

Cooperation

知 it

세상을 바꾼 학생들 

사회

사회

창체

2.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5.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혐오시대 헤쳐가기
도덕

국어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G lead 화상 소그룹 회담
사회

국어

2-3. 헌법과 인권 보장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Leadership

知 it

캠핑 가는 날
국어

사회

3. 글을 요약해요 

1-2.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인구로 그리는 통일미래 사회 1-3.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G lead 통일을 JOB아라
실과

국어

6. 나의 진로와 적응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Addition

知 it

통일을 원한다 
도덕

창체

6.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2. 우리가 사는 한반도 (통일시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음악

국어

2. 음악이 주는 흥겨움 

8. 우리말 지킴이 

G lead 한민족 이모티콘
수학

도덕

6.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2. 내 안의 소중한 친구

Solution 知 it

통일이 된다면

실과

실과

국어

4. 효율적인 수송 수단

6. 나의 진로와 적응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DMZ사운드튜닝
음악

미술

1-7. 생활 속 음악 이야기

5. 새롭게 보이는 사물

G lead 모여라 놀자

국어

국어

체육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2. 나도 대표선수가 될 수 있어요. 

Sensibility

知 it

기적의 하모니

음악

미술

창체

1-1. 노래로 친해져요 

8. 정성이 깃든 우리 공예 

1-7. 평화를 위해 노력해요(통일시민)

평화의 메세지
미술

사회

2. 다양한 재료의 표현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G lead 평화 퀴즈앤 창체
3. 평화로운 미래와 통일(통일시민) 

7. 평화롭게 살아요(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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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N해서 溫하여 온하다 실천계획

주제 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Cooperation

공동체 협력 

영재학급 글로벌통일Xmind
마인드맵 만들기 앱 XMind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세계 유수의 견해를 반영하여 나의 진로와 연계  

통일공감

동아리
통일바람티라이트

민주의 빛을 기념하는 티라이트와 통일의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에 4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는 감

성토크를 메모한 후에 학교에 발자취 남기기 

유네스코 인권UP뇌발달

사회, 국어 교과서의 그림과 단어를 잘라 붙여 북

한 인권을 바라보는 인류 보편적 방향으로의 뇌 

구조 개선을 위한 콜라쥬를 완성하여 밴드 갤러리 

Leadership

통일미래 

리더쉽

영재학급 미래 한국 로드맵
미래통일한국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진로 로드맵 

통일공감

동아리
틱톡 하나로댄스

전 세계에 공유되는 틱톡 북한 여행의 숏 비디오 

플랫폼을 보고 남북이 핑거댄스로 하나되기를 희망

하는 숏.확.행 영상 제작  

유네스코 문화유산 건축
우리 민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자부심을 

갖고 보존을 위한 기념물 건축 ZOOM 생중계

Addition

공감과 소통

영재학급 말말 보드게임
꽃구름 마을 등의 보드게임을 해보면서 남북의 다른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말말보드게임 온라인 개발 

통일공감

동아리
다각형 감정인형  

일대일 태블릿PC 모바일 기기로 이모티콘 디자인

을 하기 위하여 북한 사람을 만나기 전후의 감정

을 종이컵에 표현하고 인형을 서로 돌려보는 활동 

유네스코 만남 푸드파티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접하고 싶은 음식들을 학

생들이 직접 밴드 라이브방송을 통해 요리실력을 

발휘하고 푸드 파티  

Solution 

창의적 해결

영재학급 거꾸로 제품발명

플립러닝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 

통일 후의 필요한 제품 제작을 위한 그룹 내 구글

설문지 작성을 통한 재료 구하기 및 테스트 

통일공감

동아리
콜라쥬 박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생각하며 상자의 겉과 속

이 다르듯 통일 상자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밴드 갤러리

유네스코 에코 코리아백
통일한국의 국토보전을 위해 환경을 중시하는 나

만의 태블릿 기기 보관용 에코 백 염색 

Sensibility

평화적 감성

영재학급 너와나 연결고리

기체와 에너지를 주제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패시브하우스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로켓설계

도를 제작하면서 통일 한국의 에너지 강국을 기대

통일공감

동아리
통일염원 도자컵

1회용품 대안으로 FUNIMUG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이천도자문화확산과 산수유차 인증샷SNS이벤트 

유네스코 평화 비즈스트랩
코로나19극복에 동참하는 의미로 필수텝인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집콕 챌린지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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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천하다

CLASS-Cooperation

미래통일역량: 공동체 협력

知 it

세상을 바꾼 학생들 
사회

사회

창체

2.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5.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이천민주화운동 

기념공원&

독립군 체험학교 

혐오시대 헤쳐가기 도덕

국어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유네스코한국위원회

G lead 화상 소그룹 회담
사회

국어

2-3. 헌법과 인권 보장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온하다 

ON하다 溫하다

영재학급 통일공감 동아리 유네스코

글로벌통일Xmind 통일바람티라이트 인권UP뇌발달

국가 교육과정 상에 교과서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육감 인정 

과목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가 꽤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통일, 평화 교육을 하나로 엮는 커다란 우산과 같은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들의 인권도 서로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사회, 도덕, 국어과 같은 주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기본교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통일 교육을 학교 교육 전반에 확장

하고자 계획하였다. 분단으로 인한 탈북민이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인권,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미래 통합을 생각하며 공동체 의식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을 키워서 통일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프로그램 앱을 익혀 꿈을 펼치고, 학교의 주

인으로서 바람과 빛의 발자취를 남기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교과서로 인권개선에 

대해 다짐하면서 소속에 따른 건강한 직업의식 도 같이 형성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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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Cooperation

미래통일역량: 공동체 협력

知 it (유관기관연계디지털체험)

세상을 바꾼 학생들
▶이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과 연계: 인권의 의미와 시대상을 알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배워서 현재 북한 주민, 탈북민의 인권의 실태를 깨닫고 전시관 
3D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을 한다.   
▶독립군 체험학교&독립기념관과 연계: 대한 제국 시절의 영국 언론인 베델에 대한 
워크북으로 아침활동하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일본군
을 무찌르기 위해 하나가 되어 싸웠던 한민족의 힘에 대해 라이브로 빙고게임한다.

혐오시대 헤쳐가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연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문해 무비데이로 칠곡가시나들 
영화시청. 교육의 소외로 인해 빈곤이 악순환되는 구조를 학습하고 모두를 위한 평화
의 개념을 북한 학생들에게도 적용하여 공동체의식을 경험한다.  

G lead

(상호작용중심마이크로러닝)
학생소그룹회담 

▶구글 설문지: 존중의 문화가 민주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존중의 약속, 온라인생활 
협약서를 정하는 학급 회담을 했다. 원격 수업으로 주로 이용하는 밴드 사진첩이나 
게시물의 댓글, 라이브 방송과 줌 회의 시의 채팅 예절과 같은 일상에 대한 여러 안건과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읽어서 답변을 준비하고 가상 회담 시에 상대방을 경청한다. 
▶ZOOM 소그룹: 탈북민의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인식하는 회담
과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올림픽을 기대하는 가상의 남북정상회담을 ZOOM에서 
소그룹으로 실시한다. 

:역사를 이해하고 분단의 상황을 아는 과정을 통해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정서

가 생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북한에 대한 시선을 바꿀 수 있었다.

:짝수-홀수로 반반 나뉘어 주1-2회만 등교하고 온라인에서만 만나고 있어 학급을 

위한 존중의 문화를 세우는 게 어려웠는데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남북한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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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operation

미래통일역량: 공동체 협력

ON하다 
영재학급 글로벌통일 Xmind

▶Xmind 앱의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 대주제-소주제를 정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
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마인드맵을 작성.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G세대로서
의 통일 시민 장래성을 꿈꾼다. 

통일공감동아리 통일바람 티라이트

▶바람개비와 티라이트: 바람개비의 네 꼭지점 부분, 티라이트의 기둥 부분에 ‘통
일시민’이 되겠다는 각오와 ‘통일시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메모하면서 평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티라이트를 복도에 켜서 빛을 밝힌다. 

유네스코 인권UP 뇌발달

▶1학기 교과서 책거리: 통일 시민의 민주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배웠던 사회, 
국어 교과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인권에 관계
된 글자와 그림을 찾아 배움 공책에 붙이며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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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Leadership

미래통일역량: 통일미래 리더십

통일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를 확산하여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통일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학습하는 자세로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고 예절, 감수성, 존엄성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자신의 일

을 개성 있고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다.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번

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환경, 인구, 문화의 영역에서 온라인체험을 하

면서 직업정보도 탐색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知 it

캠핑 가는 날 국어

사회

3. 글을 요약해요 

1-2.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찾아가는 푸른별 환경학교

인구로 그리는 통일미래 
사회 1-3.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지역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G lead 통일을 JOB아라훗
실과

국어

6. 나의 진로와 적응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온하다 

ON하다 溫하다

영재학급 통일공감 동아리 유네스코

미래 한국 로드맵 틱톡 하나로 댄스 문화유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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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Leadership

미래통일역량: 통일미래 리더십

知 it 

(유관기관연계디지털체험)

캠핑 가는 날
▶찾아가는 푸른별 환경학교와 연계(ZOOM):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
이 영토 확장! 이에 영토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주목한 통일 교육을 하였다. 통일 
뒤 50년 이상 민간통제구역으로 묶여 천혜의 환경이 자연 그대로 잘 보전되어있는 
비무장지대 일대를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만들어야 함을 알게 한다. 환경 보전 
필요성을 알고 동력 손전등 사용으로 실천하였다.   

인구로 그리는 통일미래
▶지역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ZOOM):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 번째 
큰 장점이 인구증가! 이에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들의 아름
다운 미래를 그리는 우아미 프로젝트 참가를 신청하여 인구전문강사를 초빙하였다. 
인구수는 곧 국가경쟁력이므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G lead

(상호작용중심마이크로러닝)
통일을 JOB아라

▶통일후 유망직업 베스트5를 조사해보고 가상 인터뷰하는 어린이 기자가 되어보았다. 
관광사업가, 광물자원전문가, 남북문화통합전문가, 환경컨설턴트, 물류사업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카훗 실시간 게임을 통해 같이 맞출 수 있게 퀴즈게임도 하고 
원격영상진로멘토링에서 관련 멘토를 찾아 수업 일정에 따른 수업 요청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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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Leadership

미래통일역량: 통일미래 리더십

ON하다 
영재학급 미래 한국 로드맵

▶영토,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커질 통일 한국에 대한 긍정적 미래에 나의 

진로를 연결 지어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는 로드맵 활동. 공부 스케쥴러를 작성하듯

목적지와 경로를 구글 지도에 표시하고 한반도의 세계화에 따른 계획을 구상하였다. 

통일공감동아리 틱톡 하나로댄스
▶K-POP댄스는 남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정도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요즘 짧은 영상으로 유행하는 틱톡의 흐름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 일상

이 널리 알려지고있는 게시물로 북한 문화를 알아보고 숏 비디오 플랫폼으로서의 

핑거댄스를 연습하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약속하는 댄스 영상 찍기 릴레이를 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건축

▶유망직업 베스트5 중에 관광사업가, 남북문화통합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남북 문화

유산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높은 가치에 대해 느껴본다.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에 자부심을 갖고 보존을 위한 건축물을 

ZOOM 생중계를 통해 함께 만들어서 밴드갤러리에 전시하였다.  

: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질 줄로만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될 거 같고 내가 그만큼 더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처음에만 통일비용이 많이 들 뿐,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등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니 나의 꿈도 같이 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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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공감과 소통

북한의 문화 및 생활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북한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인식으로 개선하여 서로의 다름을 비

교하면서 상호존중과 공감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탈북 과정의 어려움과 남북 이

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반에 탈북 학생이 왔을 때 겪을 어려움과 힘

든 점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될지 이모티콘으로 표현

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知 it

통일을 원한다 도덕

창체

6.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2. 우리가 사는 한반도(통일시민) 남북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음악

국어

2. 음악이 주는 흥겨움 

8. 우리말 지킴이 흥사단

G lead 한민족 이모티콘
수학

도덕

6.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2. 내 안의 소중한 친구

온하다 

ON하다 溫하다

영재학급 통일공감 동아리 유네스코

말말 보드게임 다각형 감정인형 만남 푸드파티 

CLASS-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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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공감과 소통

知 it 

(유관기관연계디지털체험)

통일을 원한다 
▶남북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으로 온라인 체험학습: 등교하는 날 다같이 교실에서 

태블릿기기로 전시관VR체험, 이산가족 시간여행, 웹툰과 카드이야기 감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를 담은 편지와 사진을 찾으면서 체험을 하였다. 어제의 분단과 이별, 

오늘의 이산가족, 내일의 재회를 기약하는 한민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흥사단 연계 북한이탈주민강사 초청 수업(ZOOM):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감정카드를 고르게 했더니 놀란, 무서운, 심란한, 불안한, 불쾨한, 궁금한, 불편한, 

뭉클한, 수줍은, 흥미로운, 궁금한을 고른 학생들이 많았다. 그 후 실제로 북한이탈

주민을 강사로 만나서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북한말에 대해서도 퀴즈 

형태로 배우고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함 그림책 전문 강사님과의 이야기도 완성했다

G lead

(상호작용중심마이크로러닝)
한민족 이모티콘 

▶1인 1태블릿 기기로 스케치북 앱을 이용하여 북한 사람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을 

때 긴말보다 이모티콘 하나가 효과적일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정표현이 

중요해진 시대에 발맞추어 다각형 감정인형 만들기 전후 활동을 연계하여 언어가 

매체를 만났을 때의 변화양상을 미래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상승에 활용하였다 

: 활동 후 감정카드 양상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가운, 다정한, 신기한, 행복한, 

안심되는, 든든한, 만족스러운]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을 고른 학생들이 많아졌다.  

: 내가 생각했던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많아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남한말과 북한말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CLASS-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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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공감과 소통

ON하다 
영재학급 말말 보드게임

▶꽃구름 마을 등의 보드게임을 해보면서 남북의 다른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말말보드

게임을 함께 구상해서 교실에 흔히 있는 종류의 치킨 차차의 방법을 응용하여 제작

해보고 아이디어를 모아 온라인 보드게임도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실행해보았다.   

통일공감동아리 다각형 감정인형
▶도덕 시간에 하던 감정카드 활동과 수학 시간에 배운 다각형(삼각형, 사다리꼴, 평행

사변형)넓이 수업 이후 다각형을 몸통으로, 종이컵의 세 면을 얼굴모양으로 오려서 

감정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린 후에 돌아가면서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 상황을 떠올

리며 감정을 발표하였다.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불편한 갈등을 이해하고 분단 이

후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유네스코 만남 푸드파티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접하고 싶은 음식들을 학생들이 직접 레시피를 공유하면

서 밴드 라이브를 통해 함께 만들어 보는 요리 방송을 매주 1개의 실과 수업으로 운

영하였다. 옥류관이나 석류관이라는 큰 가게에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북한의 

평양냉면이나 개성 만두 등의 북한 음식은 급식 메뉴로 영양사님께 추천하였다. 

CLASS-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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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창의적 해결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념적인 이상향을 달성할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적인 안목으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균형적·비판적 문제인식), 학생들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을 

통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게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 상

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전체적 관

점에서 복잡성을 이해하고 각 부분들이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있게 사고

하는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서 희

망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知 it

통일이 된다면 실과

실과

국어

4. 효율적인 수송 수단

6. 나의 진로와 적응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원격영상진로멘토링

DMZ사운드튜닝 음악

미술

1-7. 생활 속 음악 이야기

5. 새롭게 보이는 사물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G lead 모여라 놀자

국어

국어

체육

2.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2. 나도 대표선수가 될 수 있어요. 

온하다 

ON하다 溫하다

영재학급 통일공감 동아리 유네스코

거꾸로 제품발명 콜라쥬 박스 에코 코리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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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知 it 

(유관기관연계디지털체험)

통일이 된다면
▶원격영상진로멘토링으로 온라인 가이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영역과 실과교과를 

연계하여 매주 20주 동안 꾸준히 실시하였다. 자동차설계엔지니어, 스포츠캐스터, 

대중음악작곡가, 애니메이션크리에이터, 글로벌언론인, 물환경연구원, 곤충전문가, 

드론군집비행가 등을 직접 만나보고 통일 한국의 유망직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어

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응답을 받아보면서 실시간 멘토링을 받았다. 

 

DMZ사운드튜닝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수업(ZOOM): 학생들에게 생소한 비무장지대의 모습

과 가치를 살펴보며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DMZ 관련 콘텐츠로 

구름빵의 DMZ비무장지대 나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음소거를 해서 ASMR

사운드를 만들어 보고 직접 영화에 음향효과를 입혀보는 체험활동이었다. 과자봉지, 

비닐, 플라스틱, 뽁뽁이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였다. 

G lead

(상호작용중심마이크로러닝)
모여라 놀자

▶ZOOM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 띵커벨로 학생들과 실시간 반응을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임 활동이었다. 통일 후 가보고 싶은 곳, 통일 후의 장점, 통일 후 미

래 직업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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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ON하다 
영재학급 거꾸로 제품발명

▶플립러닝으로 적정기술의 제품들을 탐구한 후에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 

우리 주변의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영재학급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방법

으로 모형 제작의 아이디어를 구안하여 만들었다. 적은 에너지로 멀리 갈 수 있

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운송수단, 철도가 대륙횡단을 위한 거대한 기술력

을 확보하기 위한 바퀴의 움직임도 같이 연구해본다.  

통일공감동아리 콜라쥬 박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생각하며 뚜껑만 보고 열었는데 또 다른 이미지의 상자 

안에 놀라듯 통일 상자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다르게 채색하고 희망의 선물을 담

아 1학년 후배들에게 주었다.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상자 겉면에 디자인하고 상

자 안을 통일 미래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콜라쥬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연 4회)

과 유네스코 월간지(월 1회)를 활용하였다. 

유네스코 에코 코리아백
▶통일한국의 영토 확장으로 인한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며 태블릿 기기 보관용 

에코백 디자인을 하고 국토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로 나만의 에코 백을 염색 물감

으로 채색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해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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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평화적 감성 

현장체험 장소에 대한 안내는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지만 

통일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임진각, 판문점에서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를 온라인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체험학습을 연계하였고(교육 기회의 탐색 역량 함양), 연구대

상 학생들의 지역적 특성상 친형, 친누나들이 이미 했던 활동들에 대한 파급력이 강

한 점을 활용하여 사진과 소감문을 같이 나누면서 대리 체험학습을 하였다. 학생들

이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영어교과를 연계하여 심미적 감성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知 it

기적의 하모니 미술

창체

음악

8. 정성이 깃든 우리 공예 

1-7. 평화를 위해 노력해요(통일시민)

1-1. 노래로 친해져요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

평화의 메세지
미술

사회

2. 다양한 재료의 표현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

&문화예술학교

G lead 평화 퀴즈앤 창체
3. 평화로운 미래와 통일(통일시민) 

7. 평화롭게 살아요(민주시민)

온하다 

ON하다 溫하다

영재학급 통일공감 동아리 유네스코

너와나 연결고리 통일염원 도자컵 평화 비즈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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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평화적 감성 

知 it 

(유관기관연계디지털체험)

기적의 하모니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 연계 수업(ZOOM): 최전방 파주에는 꼭 가봐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볼 수 없어 대신 온라인 체험학습을 신청하였다. 북한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탈북민과 함께 통일 노래를 배워보았다. 제작년

에 친형&친언니가 다녀왔던 오두산통일전망대의 현장체험학습 사진과 소감문을 보며 

대리체험학습으로 이어갔다. 뒤에 여기서 배웠던 노래 가사를 머그컵에 적었다. 

평화의 메시지 
▶월드비전 연계 수업(ZOOM): 끝나지 않는 전쟁과 반복되는 고통의 순간들로 힘들

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NGO 단체인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수업을 신청했다. 북한 

어린이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문화예술학교 사진 수업과 주

제를 같이 하여 내 친구의 소지품에 관련된 촬영기법을 배워서 사진에 메시지를 담

아 연 100시간 가까이 수업하면서 심미적 감성역량을 향상한다. 

G lead

(상호작용중심마이크로러닝)
평화 퀴즈앤 

▶퀴즈앤: 평화적 감성을 기르기 위해 수동적으로 퀴즈를 풀기만 했던 입장에서 벗

어나 Easy & Fun 퀴즈앤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한다. 선택형, ox형, 단답형, 순서

완성형, 초성퀴즈 형태가 있는데 가장 쉬운 유형부터 시작해서 통일 시민 교과서를 

살펴보며 평화에 대해 배웠던 활동들을 찾아서 질문과 답안을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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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일역량: 평화적 감성 

ON하다 
영재학급 너와나 연결고리

▶기체와 에너지 주제의 역량중심 영재 수업에서 패시브하우스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적 감성을 더해 보았다.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친환경성은 높인 주택 단열 효과의 힘인 기체를 활용하여 기체로 

쏘아 올리는 로켓 설계도를 작성하고 제작해보았다. 

통일공감동아리 통일염원 도자컵
▶1회용품 대안으로 FUNIMUG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나만의 머그컵을 만들어 매년 

이천도자&쌀축제나 지역사회 도자체험을 대신하여 SNS인증샷이벤트로만 참여하였

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구워지는 방법으로 머그컵을 만들고 파주평화통일체험학

습장에서 함께 배웠던 노래의 가사들을 적어보았다. 색동저고리, 소년장수, 휘파람 

등의 가사와 악기 아코디언을 함께 그려서 디자인한다.   

유네스코 평화 비즈스트랩
▶코로나19극복에 동참하는 의미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집콕 챌린지에 동참하

였다. 저학년은 구슬로, 고학년은 비즈와 이니셜장식품으로 만드는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었다. 통일교육 관련어휘로 NORTH&SOUTH KOREA, PEACE, 

UNIFY 등의 단어를 교내 원어민 교사와 함께 배우고 이니셜 비즈를 하나씩 끼워 

완성한 마스크 스트랩의 사진을 찍어 SNS에 업데이트했다.
: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까지 에너지 강국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뜨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과학 기술 발전까지 더해져 한반도가 더 강해질 것 같다. 

: 평화적 감성으로 머그컵,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면서 동생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니 환경에너지를 높이고 평화까지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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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돌아보다

1
 연구 결과

가.  학생들의 설문 결과 분석 

영역 설문 내용 사전 설문  사후 설문 결과 분석

통

일 

역

량

C

통일은 꼭 해야 

할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공동체 협력 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 독재에서 

한민족, 불평등으로 변화하여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은?

북한 주민을 적에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아 통일 미래를 밝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는? 

북한에 대하여 대체로,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북한 학생들과 

하고 싶은 활동은?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여행, 대화,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미래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과제를 구성하였다. 

통일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함을 시사하며, 통일비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S

통일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곳은? 

학교 수업, 인터넷, TV 매체의 교육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호하는 통일 

교육 방법은?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동영상, 퀴즈, 게임, 

멘토활동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체험학습으로 

미래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연구설계하였다. 

S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통일이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 이산가족의 응답을 

통해 평화적감성 함양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힘, 같은 민족, 분단비용 

절감이라는 새로운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태블릿기기 활용도가 높아졌음을 통해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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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의 소감 질적 분석 

1) 검증 방법: 활동일지, 소감문, 상담, 라이브 수업과 줌 실시간 채팅, 밴드 게시글의 댓글

2) 검증 결과 

3) 결과 분석 

  공동체 협력, 통일미래 리더십, 공감과 소통, 창의적 해결, 평화적 감성이라는 5개 영역별

미래통일역량을 향상하고자 설계한 연구를 통해

 Ⓒooperation(공동체 협력): 남북한을 한민족으로 여기고 북한 학생을 친구로 여기려는 마음이  

             생겨서 한반도의 역사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바로 알고 협력하게 되었다. 

 Ⓛeadership(통일미래 리더십): 통일 한국의 밝은 미래상을 그리고 통일 세대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에 환경보전, 인구문제해결, 통일후 유망직업, 문화보전에 힘쓰고 있다. 

 Ⓐddition(공감과 소통):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의 시간과 거리로 인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olution(창의적 해결):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ensibility(평화적 감성): 문화로 하나되는 평화적 감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름 참여 소감 한 문장
차0기 북한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던 터였는데 많이 배워서 놀랍고 신기했다.  

현0준
줌으로 북한 노래를 연주하고 따라 부르니 신나고 재미있었다. 

통일이 되어 다같이 즐거운 축제를 하면 좋겠다. 

남0준 아직도 북한 사람들은 불쌍한 게 많은 것 같아 도와주고 싶다. 

권0휘 북한이 싫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싫은 거예요.

이 0 김정은만 보고 북한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박0영 하나된 한반도를 나도 모르게 그려요. 

이0진 벌써 통일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0은 북한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0진 북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한0수 북한은 다른 나라 같았는데 법도 있고 비슷한 게 많았어요.

한0현
중국 전화기가 들어가 있는 북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동생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보낸

다던 탈북민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김0진 옥류관, 석류관에 가서 메밀면으로 만들어져있다는 진짜 북한 냉면의 맛이 궁금해요. 

박0율 통일이라는 씨앗에 물을 뿌려주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다. 

서0현 통일 한반도를 마주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김0울 탈북민도 만나보고 통일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도 정말 재미있었다. 

김0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전해있어서 놀랐고 통일이 되면 같이 발전할 것 같아서 꼭 

통일이 되면 좋겠다.

김0준 통일이 되서 북한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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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첫째, 미래 통일역량 5가지를 함양할 수 있었다. 

미래 통일역량을 쌓은 의미로 미래통일역량 디지털배지를 수여하여 학급 과제방 밴드와 실시간 

화상수업용 줌의 프로필 사진으로 인증하고 교실 사물함 각 학생들 이름 아래에 금박 인증 

스티커를 붙여 주었다. 

둘째, 영재교육, 통일공감동아리, 유네스코로 통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영재교육에 통일교육의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담당하고 있는 

영재 학생들에게 빈손으로 출발한 우리 한국이 또다시 눈부신 100년을 그려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통일역량을 기르고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에 통일교육의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

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에서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미래통일역량을 길러 학교 전역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유네스코에 통일교육의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

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민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김구의 명언처럼 문화를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로 과거와 미래를 이을 수 있도록 미래 통일 역량을 길러 유네스코 

모든 활동에 통일이 숨 쉬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CLASS-Cooperation   ⇒ 공동체 협력 역량을 함양하였다. 

  CLASS-Leadership    ⇒ 통일미래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였다.  

  CLASS-Addition       ⇒ 공감과 소통 역량을 함양하였다. 

  CLASS-Solution       ⇒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였다. 

  CLASCLASCLASCLASCLASCLASCLASSSSSSSSSSSS-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Sensibility     ⇒ 평화적 감성 역량을 함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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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언

첫째, 디지털 배지 제도는 모바일 연결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광범위

하고 정확하게 인증해주는 인적 자본의 평가 기준으로 학습을 통해 배지를 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듯이 배지를 구축해 가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 관련해서 

미래통일역량을 쌓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앞으로 여러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게 다양한 배지를 수여하는 시스템을 학교 내에서만 구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온

라인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미래통일사회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통일 관련 도서의 전자책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 가능한 교육용 앱 등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발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자가 확장한 영재교육, 유네스코, 

통일 공감 동아리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이외의 영역인 종일 돌봄 교실 특성화 수업, 청소년 

단체활동, 학생자치회 이벤트 등으로 통일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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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열기구 타고

무민과 함께 떠나는  
통일

 스토리무

꼬 꼬

 여행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화속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 중심의 언어활동

과 재미있는 놀이체험 활동을 통해 전쟁과 분단,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미래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갖게 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운영대상 : 0000초등학교  2학년 2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운영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월

3. 운영 과제
【운영과제1】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시작의 길목

     ①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② 함께 하면 즐거워    ③ 원래부터 하나였어!

【운영과제2】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함께의 가치

① 우린 함께 소통했고   ② 마음으로 어울리며     ③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운영과제3】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 미래의 희망

①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②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③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4. 운영 결과
역사탐험을 통해 분단의 원인과 이산가족의 슬픔 남북갈등의 폐해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평화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을 통해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북한은 함께 대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화통일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통해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통일한국의 미래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첫째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통해 이산가족의 슬픔을 알고 남북한의 발전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둘째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통과 문화예술적 공감대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이해와 협력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통일 미래상을 알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자 눈높이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

미있는 지도방법으로 보완할 것이 요구되며, 차시마다 관련성이 있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을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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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스토리 여행의 시작

1. 연구의 필요성

핑크 시소와 파란색 도보다리
작년 유튜브에서 핑크시소 라는 영상을 보았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불법 난민을 막기위해 설

치된 굵직한 철제 울타리 사이로 핑크색 시소가 설치되

자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아이들과 반

대편의 멕시코의 아이들이 함께 시소를 타며 놀았다

설치 예술가 로널드 라엘은 시소를 통해 두 나라의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평화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

가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년 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

상회담을 가졌던 판문점 파란색 도보다리 가 있다 다리 끝 부분에 마련된 

의자에서 마주 보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화

를 상징하는 파란색 도보다리는 전 세계의 사선을 끌기에 충분했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 주변에도 철조망을 모두 걷어내고 핑크색 시소와 파란색 

의자가 놓여진 그 곳을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년 우리반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시작해 보기로 했지만 현실적 팩트인 핵무기와 미사일 정서

적 팩트인 민족적 동질감 동포애 통일의 미래상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무척 고민되었다 생각 끝

에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무민 그림 동화책 을 활용해서 보기로 했다 다행스럽게 우리반 아

이들도 무민 그림동화를 무척 좋아한다고 했다

마침 지난 월까지 현빈과 손예진이 출연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큰 힌트를 얻었다 휴전

선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돌풍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상황과 웰컴투 동막골과 비슷한 순

박한 북한마을에서 겪었던 스토리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도 웰컴투 동막골에서 다양한 

놀이체험을 즐기는 통일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 열기구 타고 무민과 함께 떠나는 스토리 여행을 시작해 보는거야!
좋아하는 주인공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타

임머신을 돌려서 역사를 돌이켜보는 과거여행,

무민 친구들과 함꼐하는 현재여행, 통일한국을 

그려보는 미래여행으로 정하고 재미있는 스토

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우리 반 아이들이 동화책 속의 무민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자유롭게 떠나볼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동화속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어디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반 아이들이 좋아하

는 무민과 함께 멋진 열기구를 

타고 멀리 멀리 신나는 통일스토

리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열기구 타고

무민과 함께 떠나는
통일

 스토리
무

꼬 꼬

여행

과거
여행

현재
여행

미래
여행

평화는 아이들처럼 함께 어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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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재미있는 동화속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상상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과거·공감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전쟁과 분단, 이산가족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작의 길목

현재·소통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

        북한의 모습을 알고 소통과 협력, 교류의 대상임

을 알 수 있다.함께의 가치

미래·상상 평화통일의 

미래를 상상

        민족적 발전을 위해 남북이 함께 꿈꾸는 미래의 

통일 미래상을 알 수 있다.미래의 희망

3. 용어의 정의

가. 열기구 무민과 함께 떠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2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민 

동화책의 무민 캐릭터를 활용하여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북한 여행을 하며 남과 북에 대해 이

해하게 되는 창의적인 스토리 중심 활동이다.

 3가지 운영과제를 자연스럽고 설명해 줄  무민 동화책을 활용하여 「과거 여행: 무민의 잊지 못할 

비행」「현재 여행: 무민과 화해의 편지」「미래 여행: 무민의 특별한 보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주

제별로 새로 만든 무민이야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놀이활동을 설명하고 학생

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나. 꼬·꼬·무 스토리 여행

  꼬·꼬·무 : ‘꼬리에 꼬리를 무는’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며,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용

한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놀이체험 후「우리모둠 시끌토론」「무민, 나 궁금해」등의 활동

에서 주고 받는 능동적 질문활동을 염두에 두었다.  

  통일스토리 여행 :「무민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무민이야기’를 

바꿔보거나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무민과 함께 떠나는 꼬·꼬·무 통일 스토리 여행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무민

이라는 동화속 캐릭터와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한다.

     아울러, 폐쇄적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민족 전통적인 풍습과 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을 통해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협력과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토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캐릭터와 열기구 여행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
질문과 토론이 있는
통일 스토리 여행

첫째

둘째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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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스토리 여행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관점 1)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 평화통일의 실천의지 함양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 평화의식 함양

  ․ 민주 시민의식 고양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남북간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통일을 통해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의 정치·외교, 군사, 경제

 ․ 북한의 사회문화

 ․ 북한주민의 인권
 ․ 통일의 과정과 통일미래상

*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 인지·정의·행동의 통합적 통일교육
* 이해와 소통의 학습자 중심 통일교육 * 생활소재를 활용한 흥미와 관심있는 지도방법 활용

*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열린대화 및 다양한 유형의 토론방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운영

* 화해역량 : 균형적 문제인식, 비판적 문제인식,상호존중, 공감

* 평화역량 : 비폭력적 태도, 평화감수성, 평화유지 및 실천, 평화통일의 필요성

* 통합역량 : 공동체의식, 다양성과 통일성,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평화·통일 교육의 방법

통일교육 핵심역량2)

* 집단탐구 학습모형 - 가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학습

* 개념수업 모형 - 통일 문제에 대한 관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 토의학습 모형 – 교사와 학생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 토론식 수업, 문제에 대한 대안찾기 수업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한 찬반, 대립, 토의 등의 학습

통일교육 교수·학습모형

1)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2018.

2)경기도교육청,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사용지도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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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민 동화 스토리의 개요

무민은3) 스웨덴계 핀란드인 작가 토베 얀손이 만든 주인공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화, 만

화 등의 시리즈를 말한다. 주인공의 정확한 명칭은 무민트롤(Moomintroll)이라고 한다. 1945년 첫 

번째 발표되어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동화 '무민 골짜기의 겨울'은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으며, 

핀란드 최고 훈장을 받았다.

무민동화 시리즈는 단편집까지 합해 모두 아홉 권인데, 소개된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세번째 작품인 

"마법사의 모자와 무민"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고 인기도 많다. 우리나라에도 무민 관련 동화책

들이 소개되었다. 계몽사(1972), 창작과비평사(1984), 유진출판사(1992), 한길사(1997), 어린이작가

정신(2010) 등이 무민시리즈를 꾸준히 재출간하고 있다.

주인공 캐릭터 무민은 트롤 가족들로서 색깔은 희고 포동포동하며 주둥이가 커

서 전반적으로 하마를 닮았는데 사실은 당나귀이다. 이들은 핀란드의 숲 속에 

있다는 무민의 골짜기에서 사는데, 동화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많은 모험을 

한다. 무민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인기있는 캐릭터이다. 

무민은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의 소재로 쓰였고, 한때 

핀란드 핀에어 항공의 무민캐릭터 도색, 핀란드 난탈리

(Naantali)의 무민월드처럼 우리나라의 제주도 무민랜드에는 

동화속의 감성 캐릭터로, 지난 3월엔 동서식품 맥심 커피 한

정판 에디션도도 있을 만큼 아직도 인기가 있다.

【무민의 잊지못할 비행】핀란드 숲속 트롤(요정)인 무

민은 아빠와 내일 스노크가 만든 열기구를 타고 비행하던 

중 폭풍우가 불어 나침반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가며 길을 잃고.....(중략)

【무민과 화해의 편지】무민은 스노크아가씨를 그리다가 소

를 발견하고 모델을 바꾼다. 모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자신을 

소처럼 그렸다고 생각한 스노크아가씨는 몹시 크게 화가 난

다. 무민의 편지로 둘은 화해를 하고 손을 꼭 잡고.....(중략)

【무민의 특별한 선물】무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엄

마 가방에는 과자도 나오고 약도 나온다. 아빠는 모자를 

쓰면 멋진 말도 더 잘한다. ‘나의 보물은 뭐지?’ 보물을 

찾기로 결심한 무민은 보물을 찾아 나서는데.....(중략)

【무민의 잊지못할 비행】열기구 

타임머신을 타고 북한여행을 떠났

어요. 철조망에 열기구가 찢어졌지

만 무사히 도보다리에서.....(중략)

【무민과 화해의 편지】무민은 스노

크와 북한 여행을 하면서 북한에 대

해 많은 걸 알게 되지만 스노크와 생

각이 달라 다투게 되는데..... (중략)

【무민의 특별한 선물】남북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게 되

자, 무민은 친구들과 함께 열기구 북

한여행을 하면서.....(중략)

다. 스토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질문과 토론
저학년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매우 흥미있는 지도 방법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의 세계로 빠

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학습활동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

해  주제에 맞는 적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언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 스토리텔링은 통일교육 교수·학습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적용방법으로 볼 수 있기에, 현실적 사실과 이야기를 가정한 질문, 토의, 토론이 있는 흥미있는 의사

소통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활용하면 매우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무민과 그의 친구들을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시

키고, 동화속의 열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요구되는 풍부한 공간으로의 몰입을 유도하였다.

3) 무민: 나무위키, 2020.

4) 고아라, 독자 반응 기반 그림책 스토리 리텔링지도 모형 개발: 읽기‧말하기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12.

335



- 5 -

2. 통일교육 사례분석 및 실태분석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자 운영 주제 운영 내용

박소진
* GIGA막힌 5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

일한국의 라온하제 맞이하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체득과정을 운영하여 평화감수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이수진
* 통일교육 첫걸음, 이음(IEUM)으로 통일

역량을 길러요
•저학년을 대상으로 남북의 민족적 정체성 향상에 중점을 둔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송정은 * Z세대를 위한 U·C·C 통일교육
• 6학년을 대상으로 통일시민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영상적 컨텐

츠를 활용한 통일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의 방향
1) 학년특성을 고려한 흥미와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참여자 눈높이 중심의 놀이활동으로 운영하며, 역사적 사실 

및 현재의 이슈 등을 재해석하여 흥미있는 학습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2)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단순하고, 보편적인 시선으로 정리하여 토의·토론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함께하는 토론활동을 통해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나. 실태분석 통일교육 실태 분석
가.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분석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항  목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기타 비  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 한민족 전쟁/독재/독재 기타 역사적 인식 개선

*북한에 대한 생각 협력의 대상 경계의 대상 35.8 기타 복합적 인식과 태도

*북한주민에 대한 생각 도와줄 대상 협력의 대상 기타 경제적 파트너십 강조

*남북한의 평화정도 평화로움 평화롭지 않음 기타 생활모습에 대한 정보

*북한주민 생각 협력대상 위협대상 기타 북한동포에 대한 의미

*통일이미지 평화/화합/이산가족/발전 혼란 기타 긍정적 시각

*통일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없다 기타 미래에 대한 전망

*통일의 이해 이해한다 이해못한다 기타 갈등과 대립의 종결

*통일후 사회전망 개선된다 악화된다 기타 긍정적 인식

*하고싶은 교류활동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활동 기타 통일의 실천의지 강조

운영의 방향

1) 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경계·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족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북한 동포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와 세계시민교육 필요함.

2) 북한학생들과 함께 할 여행,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지도 필요함.

  나. 일반적 학년실태 결과 분석

  

가정여건 ▸도시 중산계층의 아파트 거주 학생이 대부분이며, 맞벌이가정(80%) 자녀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학교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며,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학습여건 ▸2학년 신학년 적응기를 코로나19 휴업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상이 의 기회가 적어, 등교수업 
기간동안 함께 어울리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예체능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특히 체육활동을 비롯한 움
직임 활동에 관심 높고, 언어적 표현을 즐기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매우 좋아함.

수업환경 ▸1학년 기간동안 체계적인 가본 학습태도가 정착되었으며, 모둠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을 매우 좋아하고, 
창의적 발표력이 왕성함.▸문자학습보다는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활동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참여함.

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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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스토리 여행의 설계

1. 대상 및 기간

운영대상 초등학교  학년 명 남자 명 여자 명

운영기간 년 월 년 월

2. 연구의 추진과정

단계 추 진  내 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코로나휴업 등교/원격 방학 등교/원격 등교수업

여행

준비

* 연구주제 및 운영과제 설정

* 실태조사 및 교육과정 분석

여행

실행

* 시작의 길목: 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 함께의 가치: 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 미래의 희망: 미래를 꿈꾸는 통일희망

여행

정리

* 실행결과 분석 및 정리

* 연구보고서 작성, 일반화 및 후속연구 

3. 운영과제의 구성

영   역 내용 요소 운영과제 활동주제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배경
1. 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분단의 폐해  함께 하면 즐거워

통일의 필요성  원래부터 하나였어!

북한 이해

북한의 정치외교
2. 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우린 함께 소통했고

북한의 시회문화  마음으로 어울리며

북한의 경제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통일의 과정
3. 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통일 미래상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통일 미래상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지도

중점

*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의미 ⇰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자.

*외세침략, 분단과 전쟁 등 민족 시련극복의 이해 ⇰ 전쟁과 침략을 이겨낸 민족의 슬기를 찾아보자.

* 민족 전통의 문화와 생활풍습의 이해 ⇰ 우수한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찾아보자.

* 분단과 이산가족의 슬픔 인식 ⇰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보자.

꼬꼬무 통일스토리 구성 및 지도방향  

활동 주제 내용 요소 주 제  활 동 놀 이  활 동 활 동  목 표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분단의 배경

분단과 

이산가족

헤어짐의 슬픔 쌍둥이 데칼코마니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겨레의 시련 빙글빙글 강강술래

 함께 하면

  즐거워
분담의 폐해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래놀이의 전통 말 달리는 윷놀이 전통으로 단일민족의 

의미를 알 수 있다.조상들의 문화생활 쿵덕쿵 풍물놀이

 원래부터 

  하나였어!
통일의 필요성

한민족

한겨레

옛날의 놀이문화 꼬리따기놀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같은 민족의 역사 실뜨기놀이

영  역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내용요소 분단의 배경 활동제재 분단의 아픔, 이산가족

 1.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2. 민족 시련극복의 역사를 통해 동포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무민스토리 함께 떠나는 열기구 여행!

놀이활동 데칼코마니, 강강술래

미션분석

활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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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헤어졌어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헤어짐의 슬픔 쌍둥이 데칼코마니 평화통일의 필요성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하기

국어2-1-6(5~6/10)

겨레의 시련 빙글빙글 강강술래 평화감수성
함께라서 좋아요

통합2-1-여름1(35~36/40)

·무민과 스노크
·북에서 온 편지
·마법사의 마법선물
·열기구 타임머신
·북한 열기구 여행

·열기구와 휴전선
·철조망 걸린 열기구
·삼엄한 북한 경계
·군인과의 만남
·무민의 북한 불시착

·투명마법가루의 힘
·파란색 도보다리
·비무장지대  탐험
·숲속 동물 친구들
·숲속 연주회

·마법 신발
·북한마을순간이동
·낯선 북한 마을
·동네 한바퀴
·마을의 이모저모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분단의 아픔
*이산가족의슬픔
*민족시련극복
*오천년 역사

*데칼코마니 
 (분단과 통일)
*강강술래 놀이
 (전쟁시련극복)

*이산가족 슬픔
*만남과 헤어짐
*우리 민족의
*자랑 토론

*분단배경 이해
*이산가족 이해
*평화통일필요성
*동포의 의미

*통일의 편익
*굴절된 역사
*민족적과제해결
*통일위한과제

열기구타고
북한 여행

4. 운영과제 

시작의 길목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과

운 영

제
1. 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함께 하면 즐거워  원래부터 하나였어!

○ 마음이 아파요!

(쌍둥이 데칼코마니)

○ 겨레의 시련도 있었지!

(빙글빙글 강강술래)

○ 전통놀이에 빠져 볼까?

(말 달리는 윷놀이)

○ 전통 문화는 놀라워!

(쿵덕쿵 풍물놀이)

○ 옛날 옛적 놀이야!

(꼬리따기 놀이)

○ 원래부터 하나였어!

(실뜨기 놀이)

함께의 가치 북한 이해 

과

운 영

제
2. 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우린 함께 소통했고  마음으로 어울리며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 투표로 뽑아요!

(생각을 모으는 투표놀이)

○ 남북회담이 열릴 거야!

(멋진 유람선 회담)

○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가자! 남북한 교환학교)

○ 재미있는 우리말 퀴즈대회

(남북한 말모이사전)

○ 장마당이 뭐지?

(장마당 소꿉놀이)

○ 전 세계 판매왕이 될거야!

(지하자원 보물창고)

미래의 희망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과

운 영

제
3. 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 우와, 통일된 나라

(신기한 VR안경놀이)

○ 하나 된 기쁨

(행복한 통일국기 그리기)

○ 통일한국의 방방곡곡 여행

(신나는 기찻길 맛집 여행)

○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관광지

(통일로 횡단열차)

○ 세계 평화축제로의 초대

(아름다운 축제)

○ 통일의 기쁨을 모두 함께!

(평화통일 노벨상)

아하!그래!

신나는 통일!

338



열기구 타고 무민과 함께 떠나는

- 8 -

 통일스토리 여행의 실제

과

운 영

제  1. 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지도

중점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의미 ⇰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자.

*외세침략, 분단과 전쟁 등 민족 시련극복의 이해 ⇰ 전쟁과 침략을 이겨낸 민족의 슬기를 찾아보자.

*민족 전통의 문화와 생활풍습의 이해 ⇰ 우수한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찾아보자.

*분단과 이산가족의 슬픔 인식 ⇰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보자.

꼬꼬무 통일스토리 구성 및 지도방향  

활동 주제 내용 요소 주 제  활 동 놀 이  활 동 활 동  목 표
우린지금, 
   헤어져 살아

분단의 배경
분단과 
이산가족

헤어짐의 슬픔 쌍둥이 데칼코마니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겨레의 시련 빙글빙글 강강술래

함께 하면
  즐거워

분담의 폐해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래놀이의 전통 말 달리는 윷놀이 전통으로 단일민족의 
의미를 알 수 있다.조상들의 문화생활 쿵덕쿵 풍물놀이

원래부터 
  하나였어!

통일의 필요성
한민족
한겨레

옛날의 놀이문화 꼬리따기놀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같은 민족의 역사 실뜨기놀이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함께 하면 즐거워 원래부터 하나였어!

자, 이제 꼬꼬무 통일스토리 여행을 떠나자!

2학년, 학생들에게 분단의 아픔, 유구한 역사, 통일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이 싑지 않다. 
좋아하는 캐릭터 무민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여행으로 바꾸어서 지도해 보자.   
남북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건너 북한 동네로 들어가는 설정은 무민동화책 “무민의 잊지 못할 비

행”의 스토리와 만화 동영상을 활용한다. 무민, 스노크는 열기구 타임머신을 북한으로 맞춰 철조망을 넘어 
비무장지대 근처 마을에서 북한 친구 수한이와 전래놀이와 전통악기 연주를 들으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본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

*우리가 원래 하나의 국
가였고 북한 주민도 우
리와 같은 민족의 동포
라는 생각으로 친근감
있게 느끼게 하자.

*남북은 공통의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의 동포
라고 인식하게 하자.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
을 일깨우자.

*분단으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지도하자.

*헤어진 이산가족의 슬
픔을 해결을 위해 하
루빨리 평화통일이 필
요한 점을 강조하자.

*일제침략과 분단, 6.25
전쟁, 남북갈등 등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상자료를 활용하자.

*능동적 참여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
를 응용하는 스토리텔
링 기법을 적용하자.

*분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자료 적극 활용하자.

*남북이 평화통일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을 
강조하자.

분단의 배경과 슬픔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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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지금, 헤어져 살아!

영  역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내용요소 분단의 배경 활동제재 분단의 아픔, 민족의 시련 극복

 1.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2. 민족 시련극복의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

무민스토리 함께 떠나는 열기구 여행!

놀이활동 데칼코마니, 강강술래

?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헤어졌어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헤어짐의 슬픔 쌍둥이 데칼코마니 평화통일의 필요성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하기

국어2-1-6(5~6/10)

겨레의 시련 빙글빙글 강강술래 평화감수성
함께라서 좋아요

통합2-1-여름1(35~36/40)

·무민과 스노크
·북에서 온 편지
·마법사의 마법선물
·열기구 타임머신
·북한 열기구 여행

·열기구와 휴전선
·철조망 걸린 열기구
·삼엄한 북한 경계
·북한군인과의만남
·무민의 북한 불시착

·투명마법가루의 힘
·파란색 도보다리
·한국땅의전방초소
·전쟁의 비극,지뢰
·숲속동물친구들

·마법신발신고이동
·분단 후 경쟁,대립
·낯선 북한 마을
·한국을잘모르는북한
·북한을알고싶은스노크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분단의 아픔
*이산가족의슬픔
*민족시련극복
*오천년 역사

*데칼코마니놀이
(분단과 통일)
*강강술래 놀이
(전쟁시련극복)

*이산가족 슬픔
*만남과 헤어짐
*우리 민족의 자
랑스러운점토론

*분단배경 이해
*이산가족 이해
*남북주민의고통
*화해와협력도모

*민족공동체의식
*민족의 단결
*민족적과제해결
*우리민족의재도약

열기구타고
북한 여행

꼬꼬무 놀이체험 1   데칼코마니 그림처럼, 남북한 똑같은 모습이네요!
ㅊ

활동미션  분단의 의미와 이산가족의 슬픔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데칼코마니 스토리 분단의 아픔

ACTION
-1데칼코마니 기법 알기
-2똑같은 그림 만들기

STORY
-3 분단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4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슬픔은 어떠할까?

 똑같은 그림을 양쪽에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종이를 절반으로 접으면 되지요.
그림은 한쪽에만 그려요.
종이를 마주 접어서 눌러줍니다.

 어떤 그림이 되었나요?
양쪽의 그림이 똑같아졌어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이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똑같은 그림이 쉽게 그려져요.
반만 그려도 전체 그림이 완성돼요.

▢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이유를 알아보자.
 -생각이 달라 남북으로 2개의 정부가 세워짐
 - 전쟁 후 휴전 협정에 따라 휴전 중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음

▢ 남북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자.
 -이산가족이 이별한 채 만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고통
-남북한이 대결하면서 군사비로 많은 돈 지출

  - 70년간 분단되어 언어가 달라져 이해하지 못함

이산가족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산가족 찾기 TV 방송을 다시 하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주자!
♣판문점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 주자!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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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강강술래,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놀이였어요!
ㅊ

활동미션  우리 민족이 함께 이겨낸 시련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강강술래 스토리 슬기로운 민족

ACTION
-1강강술래 의미알기
-2강강술래 놀이하기 

STORY
-3 지난 역사 동안 어떤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까?
-4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을까?

강강술래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손을 잡고 커다란 원을 만들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지혜였어요.

달밤에 소리를 멀리까지 보냈어요.

강강술래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춰요.

처음엔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뛰어요.

 【코로나19】 규칙을 바꿔서 해 볼까요?

코로나로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강강술래하는 인형 그림을 색칠하

고 오려서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이어 붙여요.

▢임진왜란의 시련을 알아보자.
-일본군대가 신무기인 조총을 앞세워 공격함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음

▢일본 침략을 막아낸 방법을 알아보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둠
-전국에서 수많은 의병이 함께 싸움

▢지혜를 모아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을 알아보자.
-빙빙 돌면서 겁을 먹게 만드는 강강술래
-행주치마에 돌을 날랐던 행주대첩
-밤하늘에 도깨비 연을 날려서 위협  

우리 민족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운가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온 민족이 힘을 합해 침략을 막아 냈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큰 승리를 했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분단이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2

3      

김나○

김동○ 김○

* 북한에 사는 수한이가 
이사하고, 우리학교로  
전학 와서 같이 학교
에 다니고 싶어요.

* 나도 열기구 타임머신
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여행을 가서 수한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 무민이, 수한이가 타
임머신을 타고 통일이 
된 미래로 가서 같이 
학교를 다녀요!

 

분단에 대한 이해를 어렴풋이 알게 되
었는지 아이들의 궁금증이 무척이나 커
진 것 같다.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
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쨌든 기쁘다!

연계형 자료가 만화와 실제 인터뷰로 이루어진 콘텐
츠여서 그런지 아이들의 눈이 무척 반짝인다. 하여
튼 관심이 커져서 다행이다.

어려운 역사적 사실도 무민 캐릭터를 이용하여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의 스토
리로 꾸며가며 연계 지도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분단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다. 
역시, 2학년에게 역사는 어려운 것 같다.

*구름빵의 수상한 할머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홍시와 홍비는 갑자기 쓰러진 할
머니를 보고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날아 할머니를 병원
으로 모시고 가며 친해진다. (동영상 7:32)

* 추석특집, 그리운 내고향?

북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이산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그리운 내고향’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실향민을 직

접 만나본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동영상 47:10)중 20~31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은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 수 있어서 
모두가 행복해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
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쟁준비를 위
한 많은 돈으로 남북이 잘 살 수 있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한국과 북한이 기술과 힘
을 합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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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면 즐거워

영  역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내용요소 분단의 폐해 활동제재 전통놀이, 전통음악

 1.우리 민족이 우수한 전통놀이와 전통음악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2. 분단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무민스토리 함께 떠나는 열기구 여행!

놀이활동 윷놀이, 풍물놀이

?   북한어린이들은 어떤 전통놀이를 하고 놀아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전통 놀이 말 달리는 윷놀이 공동체의식 오두산 통일전망대 어린이 체험관 
창체2-1-자율(1/1)

전통 음악 쿵덕쿵 풍물놀이 다양성과 통일성 마음을 이해하며 만화영화 보기
국어2-1-3(7~8/10)

   

·북한마을순간이동
·어색한북한사투리
·북한 주민 옷차림
·무민의북한친구수한
·맛있는 북한 음식

·이산가족의슬픈심정
·애절한이산가족편지
·새 열기구타임머신
·과거 역사 여행
·70년전오늘로출발

·슬픈 전쟁의 장면
·피난가는 사람들
·부모를잃은아이들
·폭탄소리와화약냄새
·이산가족의 약속

·300년전과거여행
··한복 입은 사람들
·조선 장터 구경
·전통놀이 한마당
·흥겨운 풍물 놀이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즐거운전통놀이
*우수한전통음악
*고유 전통문화
*한민족공동체의식

*남북개별윷놀이
(전통놀이 문화)
*풍물놀이열쇠고리
(전통음악계승)

*같은 문화 공유  
 에대한토론
*풍물놀이세계화  
 에 대한 토론

*단결의 역사
*공통의전통과문화
*민족동질성회복
*단절의 극복

*민족갈등회복
*상호이해노력
*민족 연결고리
*통일추진의원동력

북한친구와
놀아보자!

꼬꼬무 놀이체험 1   북한 어린이들과 윷놀이를 해봐요!
ㅊ 

활동미션  북한도 윷놀이를 즐기는지 알아보자. 체험활동 윷놀이 스토리 전통놀이

ACTION
-1윷놀이의 규칙알기
-2말판쓰며 윷놀이 하기

STORY
-3북한에서는 윷놀이를 언제부터 했을까?
-4북한 어린이들과 윷놀이를 한다면 어떨까?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와 같은 전통
놀이를 즐기고 있을까요?

남북한의 윷놀이 규칙이 달라요.
‘백도’→‘후도’,‘윷’→‘슝’

이라고 불러요. 

 윷놀이 방법을 알고 있나요?
두 팀이 번갈아 윷을 놓아 4개의 

말을 먼저 놓은 팀이 이겨요.

 【코로나19】 남북 대결 윷놀이를 해 
볼까요?

반 전체를 남, 북팀으로 나눠요.
모이지 말고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서 윷놀이를 해요.

▢ 북한의 윷놀이 유래를 알아보자.
-고구려 시대 바위에 그려진 증거
-삼국시대에도 많은 기록이 전해짐

▢ 북한 어린이들과의 윷놀이를 상상해보자.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 헷갈릴 것 같음
-규칙을 새로 정해서 함께 할 수도 있음

▢ 윷놀이의 유래를 더 조사해보자.
-윷놀이의 도(돼지)·개(개)·걸(양)·윷(소)·모
(말)는 부여의 부족장인 마가·우가·저가·
구가에서 나왔다고 함

한국과 북한은 왜 똑같은 놀이를 할까요?
♠분단되기 전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한나라였다.
♣아직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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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풍물놀이를 함께 했어요!
ㅊ

활동미션  한국과 북한에서 함께 즐겼던 풍물놀이를 알아보자. 체험활동 풍물놀이 스토리 전통음악

ACTION
-1풍물놀이의 유래 알기
-2전통 악기로 연주하기

STORY
-3오래 전, 풍물놀이는 어땠을까?
-4통일이 되어 북한어린이들과 풍물놀이를 한다면?

풍물놀이의 유래를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행사에서 연

주하기 시작했어요.
기쁜 날이나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도 노래를 불렀어요.
모내기, 벼베기, 명절에 연주했어요.

 【코로나19】 풍물놀이 열쇠고리를 만
들면서 간접체험을 해 볼까요? 
다같이 악기연주를 할 수 없으니 

그 대신 풍물놀이 열쇠고리를 만들
어봐요.

열쇠고리를 색칠하고 만드는 동안 
풍물놀이 동영상을 감상해요.

통일 후 함께 연주할 장면을 상상해요.

▢풍물놀이의 역사를 알아보자.
-먼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거나 농사를 할 때, 
명절에도 즐겼음

-오래 전,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남
과 북이 모두 풍물놀이를 즐김

-풍물놀이는 더 많은 악기로, 야외에서 춤추고 
연주했음

▢통일이 되어 북한어린이들과 풍물놀이 연주하
는 상상을 해보자.

-더 신나고 즐거울 것, 연주회를 열고 싶음

세계 사람들에게 풍물놀이를 널리 알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세계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한국으로 초대하자!
♥BTS가 풍물놀이를 공연하게 하자!
♣연주회를 많이 해서 널리 알리자!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분단이 되었는데도 왜 남북한 음악과 놀이가 비슷할까요?

1

2

3   

김서○

김이○ 김지○

* 무민이가 삼국시대 농
악놀이를 연주하던 사
람들을 현대로 데려와
서 같이 연주해요.

* 무민이가 북한의 수한
이도 데려와서 같이 
고구려로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 내가 무민이의 열기구 
타임머신을 타고 백제
로 날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남북한이 같은 놀이와 음악을 공유하
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놀이시
간이었기에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연계형 자료 중 오두산 통일전망대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많은 아이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방문하고 싶
다고 말했고, 기회가 된다면 체험학습 장소로도 선정
하여 다 같이 가보고 싶다.

무민스토리 상상 활동을 두 번째로 했더니 아이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통일이 되면 같은 음악과 놀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무척 뿌듯했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 어린이 체험관 소개

파주 오대산 통일전망대가 어떤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특히 VR체험, 남북전래놀이, 통일놀이체험, 
릴레이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동영상 2:16)

* 사투리 대소동

탈북학생이 한국에서 겪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
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다. (동영상 8:00)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남북이 원래부터 

동일한 언어와 같은 풍습으로 살아왔기 
에‘단일민족’이라고 하지요.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기에, 이제
는 남북의 문화와 풍습이 많이 달라져
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많아진다고 걱정하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동체의식
을 가지고 단결해서 통일 국가를 발전
시켜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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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부터 하나였어!

영   역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내용요소 통일의 필요성 활동제재 한민족, 한겨레, 유구한 역사

 1. 남북한이 한민족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무민스토리 함께 떠나는 열기구 여행!

놀이활동 꼬리따기놀이, 실뜨기놀이

?   우리 민족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전통놀이 꼬리따기놀이 공동체의식 창작동화‘할머니가 주고 간 선물’
창체2-1-자율(1/1)

전통놀이 실뜨기놀이 공동체의식 나와 다른 너, 소중한 우리
창체2-1-자율(1/1)

  

·1000년전과거여행
·같은 말, 한민족
·농사 짓는 사람들
·아름다운 한복
·옛날 옛적 학생들

·평화로운고려시대
·마음 착한 꼬마들
·호기놀이따라하기
·고려연꽃등만들기
·아름다운고려청자

·신나는씨름한마당
·분단 이전의 평화
·70년전비극의기억
·분단 이전의 평화
·커지는분단의고통

·역사연구가,스노크
·새로운역사의희망
·마지막 역사 여행
·무민, 수한의 약속
·평화로웠던 과거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한민족,한겨레
*유구한 역사
*남북한 역사
*통일의 필요성

*꼬리따기놀이
(민족고유놀이)
*실뜨기놀이
(역사적 공동체)

*북한어린이와
 꼬리따기놀이상상
*세계 분단 국가  
 에 대한 토론

*남북한 협력
*평화공존 이룩
*공동문화 공유
*한민족 뜻 이해

*통일의 필요성
*지속적인남북한 
 교류협력의필요성
*통일국가이해

통일이 되면
참 좋겠다!

꼬꼬무 놀이체험 1   꼬리따기놀이를 했더니 한 줄이 되었어!
ㅊ

활동미션  남북한이 한민족의 후손임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꼬리따기놀이 스토리 한민족

ACTION
-1한민족의 뜻 알기
-2꼬리따기놀이 방법 알기

STORY
-3우리 민족은 한민족일까? 
-4통일이 되어 북한어린이들과 꼬리따기놀이를 해볼까?

 한민족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반도, 대한민국, 한국어 등에 사용

하는“한”자와 같은 뜻이에요.
역사는 단군신화로부터 시작했고, 한

반도에서오랫동안함께살아왔어요.
 【코로나19】 꼬리따기놀이를 변형해

서 해 볼까요?
직접 허리를 잡을 수 없으니 규칙을 

바꿔서 해요.
남북으로 반 전체를 나눠요 .
길이가 다른 색종이가 들어 있는 주머

니에서 하나씩 뽑은 후 이어 붙여요.
양쪽 대표가 색종이끈을 잡아당기면 

길게 남은 쪽이 이겨요.

▢한민족의 뜻을 알아보자.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반도에 살아온 민족
 -단군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고조선, 고려, 조선 

등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들을 거쳐 옴
▢꼬리따기놀이의 유래를 알아보자.

 -아주 오래 전, 순수한 놀이로서 전해져 온 전래 놀이
 -언제부터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전해져 옴

   통일이 되어 북한어린이들과 꼬리따기놀
이를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이기려고 할 것이다.
♥북한친구들이 더 잘 할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이길 것 같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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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실뜨기놀이를 했더니 한 줄이 되었어!
ㅊ

활동미션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알아보자. 체험활동 실뜨기놀이 스토리 오천년 역사

ACTION
-1우리 민족의 역사 알기
-2실뜨기 놀이하기

STORY
-3혼자 하는 실뜨기놀이를 해볼까?
-4통일이 되어 북한어린이들과 실뜨기놀이를 해볼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한반도에서 함께 반만년동안 살아

왔어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실뜨기놀이의 방법을 알

아볼까요?

지금은 두 명이 짝을 지어 할 수가 

없어요. (번갈아 하는데 다음 모양을 

만들지 못하거나 풀리면 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봐요.

▢실뜨기 놀이를 해 본 경험을 말해보자.

 - 1학년 때 놀이 시간에 다같이 영상을 보고 실
뜨기 놀이를 해 본 적 있다.

 -오늘은 처음 혼자서 해 보는 거라 어렵다.

▢실뜨기놀이를 하고 난 후 소감을 나눠보자.

 -실뜨기놀이를 하다가 틀렸더니 한 줄이 되었다.

 -이 실처럼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졌다.

 -나중에 풀리면 하나의 원이 되듯 우리나라도 
하나가 될 것 같다.

다른 나라 분단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일이30년전통일해서우리나라만분단국가이다.
♥베트남, 예맨도 통일을 했다.
♣통일이 되어 더 긴 역사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우리나라의 긴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상해 볼까요?

1

2

3   

유승○

김지○ 이민○

* 반대로 고려시대 아이
들이 현대로 와서 컴
퓨터 게임을 같이 해
요.

* 단군할아버지가 있던 
우리나라 맨 처음으로 
순간 이동하고 싶어
요.

* 무민이는 과거 끝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어
디로 갈 지 무척 궁
금해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역사적인 기
록과 증거로 설명하는 것보다 체험형 놀
이로 설명하는 게 2학년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역시 쉽게 계획해야 한다. 

무민통일스토리가 잘 이어지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야겠다.
통일교육 컨텐츠를 지도했을 때 ‘안녕, 자두야’의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제
로 통일이 더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과 북한이 원래 한민족이었고 잠시동안만 분단

으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 다시 역사를 이
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목표를 설정했
다. 무민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많은 아이들
이 이렇게 느낀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 할머니가 주고 간 선물

아버지가 말씀하신 할머니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현
우 할머니가 주고 간 선물은 ‘북한’에서 온 친구‘한
수’였다. (동영상 8:20)

* “안녕 자두야” 진달래의 비밀!

 자두가 새로 온 전학생 진달래의 비밀을 친구들과 풀
어나가는 내용이다.‘통일이 되어 다 같이 놀 수 있겠
지?’자두의 생각처럼 그 날이 올까? (동영상 23:22)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와 협상을 계속 한다면 통일이 이루
어져서 역사도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대화하지 않고 서로 만나서 협의하지 
않으면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하지는 
못하고 각자 살아갈 것 같아요.

남북이 통일을 해서 통일된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 시작해도 우리 민족은 그대로니
까 역사는 오천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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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 영

제  2. 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지도

중점

*남북한 언어의 우수성 인식 ⇰ 남북한이 우수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자.

*남북 정부의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 ⇰ 남북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찾아보자.

*남북한 사회 ․문화의 다른 점 이해 ⇰ 남북한 사회 ․문화의 다른 점을 알아보자.

*남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도록 하자.

꼬꼬무 통일스토리 구성 및 지도방향  

활동 주제 내용 요소 주 제  활 동 놀 이  활 동 활 동  목 표

우린함께
  소통했고

북한의 
정치외교

북한의 정치 남북한 정치와 외교 생각을 모으는 투표놀이 남북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다.남북한 
정상회담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멋진 유람선회담

마음으로 
  어울리며

북한의 
사회문화

남북한 학교 남북한 학교 문화 가자!남북한교환학교 남북한 학교와 언어의 다른점
을 파악할 수 있다.하나의 언어 남북한의 우수한 언어 남북한 말모이사전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북한의 경제 남북한의
경제체제

남북한의 경제 체제 장마당 소꿉놀이 남북한의 다른 경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북한의 지하자원 지하자원 보물창고

우린 함께 소통했고 마음으로 어울리며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자, 이제 꼬꼬무 통일스토리 여행을 떠나자!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를 지도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즉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자체가 2학년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민동화책을 활용하였다.‘무민과 화해의 편지’동화책

은 스노크아가씨가 무민을 오해했다가 무민의 편지로 화해하는 내용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점 때문
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엔 화해를 하게 될 거란 점을 무민스토리를 통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무민은 스노크와 북한 여행을 신나게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많이 다투고 싸운다. 그렇지만 더 친해
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주인공처럼 남과 북도 빨리 서로 화해하는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

*북한의 학교와 북한학
생들의 생활을 알게 하
고 우리의 학교·학생
과 이를 비교해 보자.

*남북한 정치 체제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역대 정부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노력을 
균형있게 설명하자.

*북한은 주민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지
만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이 변하
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자.

*분단되어 있지만 수천 
년간 공통의 언어를 공
유하고 있음을 이해하
게 하고, 70여 년간 달
라진 언어를 통일하려
는 의지를 갖게 하자.

*북한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여러 분야
의 실상에 대한 객관
적인 사실을 토대로 
북한을 인식하게 하자.

*남북 간 대화와 협상 
은 평화적 방식을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자.

*북한 경제에 대한 설명
과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자.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를 파악해 북한의 경
제를 설명하기 쉬운 
학생 맞춤형 놀이중심 
활동을 준비하자.

*남북한의 다른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통일교육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북한의 정치외교 북한의 사회문화 북한의 경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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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함께 소통했고

영  역 북한 이해 내용요소 북한의 정치외교 활동제재 북한의 정치체제, 남북한 정상회담

 1. 남북한이 정상회담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북한의 다른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과 화해의 편지

놀이활동 투표놀이, 한강유람선회담

?   우리나라는 북한과 다른 나라에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북한의 정치 체제 생각을 모으는 투표놀이 비판적 문제인식 미래 일기 쓰기
국어2-1-6(9~10/10)

남북한 정상회담 멋진 유람선 회담 공감 ‘피노키오의 통일성 대모험’
창체2-1-자율(1/1)

·스노크와여행계획
·마법사의마법주머니
·타임머신조정방법
·콧대 높은 스노크
·마음이 상한 무민

·질투가 난 스노크
·열기구속작은전쟁
·북한미사일발사뉴스
·북한여행의 망설임
·스노크의 격려

·북한 지리 공부
·우리나라역사공부
·옛 고구려의 위상
·자랑스런우리역사
·울창한북한산과강

·의견이다른두친구
·평양이좋은스노크
·금강산을 꿈꾼무민
·의견 대립과 비난
·하늘에머무는열기구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북한 정치제도
*남북한협상노력
*북한 정치체제
*통일을위한노력

*남북한 투표
(북한실상이해)
*한강유람선회담
(회담의의미)

*통일후투표 제  
 도에대한 토론
*남북한정상회담  
 의의토론활동

*통일과정 이해
*남북한합의의
기본정신 계승

*기존남북합의존중

*남북한정치이해
*지속가능한남북 
 관계 발전
*화해협력의노력

서로 다르지만 
재미있어!

꼬꼬무 놀이체험 1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투표를 해 볼까요?
ㅊ

활동미션  남북한 정치 체제의 다른 점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남북한 투표놀이 스토리 북한의 정치

ACTION
-1북한의 정치 체제 알기
-2남북한 투표놀이하기

STORY
-3남북한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
-4북한의 투표 상황은 어떨까?

 북한의 정치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무위원장이 최고 통치자에요.
당은 1개만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투표로 다음 대통령을 

뽑지만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아들
이 그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해요.

 【코로나19】 남북한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 볼까요?

 (투표 1) 북한식으로 1명만 후보자가 
나와서 1명만 뽑아 봅시다.

 (투표 2) 한국식으로 여러 명의 후
보자가 나와서 그 중에서 자유롭게 
1명을 뽑아 봅시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철저히 하며 
용지를 걷어요. 

▢남북한의 정치 체제의 다른 점을 알아보자.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따름
-실질적인 큰 힘은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가짐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
는 지배체제를 유지함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의 투표 방법을 알아보자.
-북한의 투표 자료화면을 감상해보자.
-북한에는 1개의 당만이 존재함

통일이 된다면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여러 당 중에서 뽑자!
♥국민이 직접 다 뽑아야 한다.
♣북한의 투표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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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서울에서 한강유람선회담이 열린다고?
ㅊ

활동미션  남북한의 정상회담 노력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한강유람선회담 스토리 남북한 정상회담

ACTION
-1남북한도보다리회담 알기
-2한강유람선회담 역할극하기

STORY
-3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떠한가?
-4남북한은 정상회담 등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도보다리회담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

보다리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친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파란색 다리 끝에 앉아 문재인대통
령과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 오랫
동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코로나19】 한국의 한강 유람선 위
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생각
하고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남북정상회담이 2020년 서울에서 

열린다고 상상해 봐요.
역할을 정하고 대화와 몸짓을 연습해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감 나게 

연기해 봅시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후의 상황
을 알아보자.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
을 의논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됨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 긴장 고조

▢분단 이후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자.

-남북한 간 갈등도 있었지만 꾸준한 협력 의
지와 시도가 있었고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인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

남북한 정상회담은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서로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회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양보하면 통일이 될 수 있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북한의 정치 체제가 더 궁금해요?

1

2

3      

이윤○

이민○ 이지○

*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처럼 투표하는 방
법이 있다고 알려주러 
북한으로 떠나요!

* 무민이가 북한으로 가
서 북한 지도자가 되
어 투표 방법을 바꿔 
버려요.

* 도보다리회담을 하는 
곳으로 열기구 타임머
신을 타고 무민이 이
동할 거예요.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해 저학년을 대상
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꼈다.

 무민이의 뒷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는 아이들의 창의
적인 생각이 놀랍다.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 것 같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이지만 현재 끊임없는 통일의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무민의 화
해의 편지’동화책이 아이들의 이해를 잘 도와주었다
는 확신이 든다. 아이들은 화해의 희망을 느꼈을까?

 북한의 정치 체제가 우리와 다른 점을 가르치는 것
은 매우 큰 도전이었다. 일단 독재체제와 1당 체제
를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
였으나 직접 투표를 해보는 방법으로 독재체제의 부
정적인 면을 직접 알도록 유도하였다.

* 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
  훈이와 건이는 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크레파스를 
빌리려다 싸운다. 복도에서 우연히 훈이가 그린 기차와 똑같이 
생긴 기차를 발견하고, 마법처럼 여행을 떠난다. (동영상 10:40)

* 피노키오의 통일성 대모험
고양이와 여우의 꼬임에 빠져 나무인형으로 변한 피노키

오와 함께 통일성을 모험하면서 통일이 되면 정확히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동영상 15:08)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북한에서는 왜 당이 한개만 있어요?

-북한 지도자의 힘이 막강하고 한 지
도자만이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북한은 1인 지배체제라고 해요. 한국
은 국민투표로 뽑아요. 통일이 되면 정
치 체제를 먼저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
겠죠?

북한의 정치체제는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는 특징이 
있어요.‘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도 해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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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어울리며

영  역 북한 이해 내용요소 북한의 사회문화 활동제재 남북한 학교, 공통의 언어

 1. 남북한 학교와 정치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의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과 화해의 편지

놀이활동 북한학교 탐방, 말모이사전

?   북한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남북한 학교 가자! 남북한 교환학교 균형적 문제인식
북한 또래 친구에게 편지쓰기

국어2-1-5(9~10/10)

남북한 공통 언어 남북한 말모이사전 상호 존중 나와 다른 너, 소중한 우리
창체2-1-자율(1/1)

  

·마음 넓은 무민
·평양으로 결정
·고구려의 옛 수도
·서울과비슷한평양
·대동강과 한강

·고속도로와 철도
·북한 댐 구경
·평양성의대동문구경
·분단의 현실 체험
·스노크의 제안

·대동강으로 이동
·정성껏 심은 씨앗
·마음이통한두친구
·금강산으로출발
·신나는금강산노래

·중단된금강산관광
·대자연의 신비함
·바위에새겨진글씨
·스노크의나쁜행동
·단풍잎 사과 편지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북한학교 특징
* 북 한 주 민 의   
 생활상 파악
*남북한공통언어

*북한학교 탐방  
(북한교육파악)
*말모이사전
(언어의통일)

* 통일 후 학교   
 의 모습 토론
*달라진남북언어   
 의통일방법토론

*북한사회·문화  
 의 객관적이해
* 남북간 상호이해
* 통일 과정 이해

*상호이해와 공  
 존시키려는노력
*남북간상호신  
 뢰 구축의노력

학교생활도
함께하고싶어!

꼬꼬무 놀이체험 1   나는 어린이 기자! 북한학교 탐방 가요!
ㅊ 

활동미션  남북한의 다른 학교 체제를 알아보자. 체험활동 남북한교환학교 스토리 북한학교취재

ACTION
-1북한학교 특징 알기
-2북한학교 취재하기

STORY
-3북한어린이들과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
-4북한어린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북한학교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한 어린이 동영상을 함께 봐요.
북한에서는 ‘초등학교’가 ‘소학교’에요.
‘소학교’에서는 4년,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를 합한 북한 ‘중학교’
에서 6년을 공부해요.

다 같이 모여 학교에 가고 급식을 
안 먹고 집에서 먹고 다시 모여요.

 【코로나19】 북한학교를 취재하는 어
린이 기자가 되어 볼까요?

북한학교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북한학교 탐방

뉴스를 기자처럼 발표해 봐요. 

▢남북한 학교의 비슷한 점을 알아보자.
-학교에서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함
-쉬는 시간도 있고 전통놀이도 즐겨 함 

▢한국학교가 북한학교와 다른 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점심 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함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강요를 
받지 않음

-북한은 소년단 대표를 선생님이 선발함
-북한은 매일 모여서 오전 체조를 함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

통일이 되면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북한학교가 지금의 학교처럼 바뀔 것 같다.
♥북한처럼 10년만 공부했으면 좋겠다.
♣북한으로 전학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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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말모이사전을 만들어봐요!
ㅊ

활동미션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과 우수성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말모이사전 만들기 스토리 국어의 우수성

ACTION
-1말모이사전 의미 알기
-2말모이사전 만들기

STORY
-3 말모이작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4 우리나라 말의 우수한 점은 무엇일까?

말모이사전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사전이

에요. 일본인들 모르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탄압과 방해가 있었지만 나중

에는 국어사전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옛말, 새말, 방언까지 조사했어요.

 【코로나19】 말모이사전을 직접 만들
어 볼까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둠을 

만들어요.

달라진 남북한 말을 조사해요.

서로 상의해서 통일된 단어를 정하

고 이유를 설명해요.

▢말모이작전으로 알게 된 점을 알아보자.
-일본의 탄압에도 우리 민족이 우리 말을 끝까
지 지키고 사랑하였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의지를 알 수 있음
-세계의 6000여 가지 언어 중 고유 사전을 가
지고 있는 언어는 20여 개 뿐임

▢우리나라 말의 우수한 점을 알아보자.

 -한글은 배우기 쉽고 매우 과학적인 언어임

 -긴 역사 동안 남북한이 한 언어를 공유해 옴

달라진 남북한 말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달라진 남북한말을 가르쳐주자.
♥남북한말모이사전을 많이 만들자.
♣남북한교류를 늘려서  달라진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하자.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정말 궁금해요!

1

2

3   

이지○

장윤○ 조동○

* 무민 반 친구들이 북
한에 관심을 가져서 
담임선생님이 다 같이 
오두산통일전망대로 
체험학습을 가요.

* 수한이를 숨기지 않고 
무민이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줘서 다 같이 
신나게 놀았어요.

* 마법사가 다시 등장해
서 남북 학교를 동시
에 바꿔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
아요.

 

북한의 학교 문화는 비교적 쉽게 접
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통일
교육원의 동영상 자료와 PPT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북한의 당 중심‘배급제’,‘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을 더 연구해야겠다. 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추
후 연구가 요구된다.

온오프라인 통일교육 컨텐츠‘훈이와 건이의 통일여
행’에 나오는 훈이와 건이 캐릭터를 무민 이야기에 
활용한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탄생할 것 같다.
말모이사전을 만들 때 남북한 언어를 통일단어로 새롭

게 만드는 아이들의 창의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 북한 또래 친구에게 편지 쓰기
  북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다같이 등교하는 모습부터 

생생한 학교 생활이 동영상 자료, 편지 쓰기 PPT 설명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영상, PPT 등의 zip 파일 웹자료)

* 보니하니 북한말 겨루기
보니와 하니가 북한 낱말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실

력을 겨루어본다. 예를 들어 북한말‘위생실’은 대한민
국에서는 ‘화장실’의 뜻이다. (동영상 1:07)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예전에는 국가에서 물품을 나누어주는 

‘배급제’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 오랫동안 경제가 어려워져 우리나라
처럼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북한은 당 조직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
고 생활과 생각을 통제 당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기 어렵답니다.

북한에서는 설, 추석같은 전통 명절 외
에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이나 당 창건 
관련일도 명절로 삼아 지키고 있어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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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어!

영   역 북한 이해 내용요소 북한의 경제 활동제재 남북한의 다른 경제 체제, 지하자원의 활용

 1. 남북한의 다른 경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과 화해의 편지

놀이활동 장마당 소꿉놀이, 지하자원 보물창고

?   왜 북한은 가난해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남북한의 경제 체제 장마당 소꿉놀이 다양성과 통일성 달라도 소중해요
통합2-1-여름1(25/40)

북한의 지하자원 지하자원 보물창고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가족 저런가족
통합2-1-여름1(31~32/40)

 

·산이 많은 북한
·한국보다추운날씨
·콩과 감자밭 여행
·식량이부족한북한
·상상 속 통일 미래

·가까운개성으로출발
·옛고려의수도개성
·폐쇄된 개성 공단
·간절한통일의염원
·또 철없는 스노크

·정말 화가 난 무민
·쌓여가는 오해
·통일하자는 편지
·화해와깊어진우정
·맛있는 평양냉면

·보물같은지하자원
·북한 기차 여행
·북한전문가 무민
·북한해설사스노크
·남과 북은 한민족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심각한북한경제난
*시장화확산현상
*북한의 제한적  
 대외개방 시도

*시장놀이 
(시장화현상확대)
*지하자원 판매  
(미래지향적협력)

* 통일후시장의    
 모습상상, 토론
*지하자원 홍보  
 방법 토론

* 북 한 의 이 중   
 경제구조 이해
*북한의 경제
 발전 노력 이해

* 북 한 에 대 한   
 이해 확산
* 남 북 한 경 제   
 체제 비교

마음이통하면
알게돼!

꼬꼬무 놀이체험 1   북한 시장에 물건 사러 가요!
ㅊ

활동미션  남북한 시장놀이를 해보자. 체험활동 장마당 소꿉놀이 스토리 시장놀이

ACTION
-1남북한 시장의 다른 점 알기
-2남북한 시장 놀이하기

STORY
-3아주 먼 옛날의 장터는 어땠을까?
-4통일이 된다면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남북한 시장의 다른 점을 조사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많은 물건을 나라에서 주고 

시장에서는 몇몇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코로나19】 남북한 시장놀이를 해 
볼까요?

한국사람, 북한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정해서 한국과 북한에서 유
명한 것들을 파는 역할놀이를 해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의자에 앉아
서 역할놀이를 해요.

 남북한 사투리를 쓰면 더 재미있
는 역할놀이가 될 거에요.

▢옛날 장터의 모습을 알아보자.

-오늘날처럼 흥정도 하고 물건도 거래
-옛날에는 정해진 날에만 물건을 사고 팔았음

▢어른들에게 들은 옛날 장터 이야기를 해보자.

-할머니가 장날에 고무신을 샀는데 엄청 비쌌
다고 하셨음

-장날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함

통일이 된 후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의 마트와 비슷할 것 같다.
♥장날이 다시 크게 유행할 것 같다.
♣북한에도 인터넷 쇼핑이 크게 유행할 것 같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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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북한의 지하자원이 세계에서 최고 인기래요!
ㅊ

활동미션  북한의 지하자원을 보물로 만들어 보자. 체험활동 지하자원 보물창고 스토리 지하자원 활용법

ACTION
-1북한의 지하자원 알기
-2지하자원 홍보 역할놀이하기

STORY
-3북한의 지하자원은 얼마나 많을까?
-4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될까?

북한의 지하자원을 알아볼까요?
 360 종류의 자원이 묻혀 있대요.
산이 많아서 지하자원이 많은가봐요.

 【코로나19】 북한의 지하자원을 세계
에 알려 볼까요?
 지하자원 종류를 조사해 봅시다.
 지하자원을 세계에 판매하는 직업

을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하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외교관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하자원 판매왕이나 외교관 중 하

나를 정해서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거리 유지를 한 채 모둠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알아보자.
- 360여종의 지하광물자원이 묻혀 있음
-철광석, 석탄, 무연탄, 갈탄 등이 유명함
-한국에 비해 지하자원이 풍부함

▢북한의 지하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자.

 -남과 북이 힘을 합해 경제력이 강해질 것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해지면 나라가 부강해 질 것

 -한국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 ․노동력
이 합해지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어린이로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SNS에 지하자원을 자랑하자!
♥UCC를 만들어서 널리 알리자!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거리를 올리자!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마음껏 구경하고 싶어요?

1

2

3   

조연○

최다○ 최지○

* 무민이가 나중에 화해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과 빨리 화해했으
면 좋겠어요.

* 한국의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수한이
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마법사
를 만날 생각을 해요.

* 수한이랑 무민이랑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이
야기를 만들고 싶어
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못살고 가난하
기 때문에 통일이 싫다는 통일교육 컨
텐츠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
다. 아이들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놀이가 가장 염려스러웠다. 사
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모둠을 만들었지만 소품과 물
건을 건네주는 건 할 수 없어서 모두가 아쉬웠다.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통일
된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
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 고민이 많았다. 결
국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장놀이와 
역할놀이 위주로 구성하였다.

*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오해로 마음을 닫아버린 아저씨에게 홍비와 홍시는 먼저 다가

가고, 담장은 없어진다.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통일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동영상 6:13)

* 가자미의 눈물

보미는 할아버지에게 "북한은 못사는 나라라서 통일이 

되면 안 좋다”는 친구의 말을 전했다가 꾸지람을 듣고 
할아버지는 가자미의 눈물을 이야기한다. (동영상 14:09)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북한의 지하자원의 매장된 종류와 양

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해요. 또 학생들을 위
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자원개
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끌어야 해요.

남북한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하
여, 또 통일 후 부강한 나라를 위해 정부, 
민간 차원의 남북한 협력이 필요해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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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 영

제  3. 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

지도

중점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한 이해 ⇰ 통일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고민해보자.

*통일 국가의 미래상 구상 ⇰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구상해보자.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

*평화 통일의 가치와 기여에 대한 기대 ⇰ 평화통일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꼬꼬무 통일스토리 구성 및 지도방향  

활동 주제 내용 요소 주 제  활 동 놀 이  활 동 활 동  목 표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통일의 과정 통일 한국
새롭게 하나 된 평화통일국가 신기한 VR안경놀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올바른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다.새롭게 하나 된 평화통일국가 행복한 통일국기 그리기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통일 미래상
통일 후 
발전상

남북한 균형 발전 신나는 기찻길 맛집 여행 통일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다.동북아의 불안정 극복 통일로 횡단열차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통일 미래상
세계 평화

기여

세계 평화에 기여 아름다운 축제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  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평화통일 노벨상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자, 이제 꼬꼬무 통일스토리 여행을 떠나자!

저학년에서의 통일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다. 특히 통일한국을 가정한 미래 상황을 예상하면서
토론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다만, 통일이 된 이후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 같다.

‘무민의 특별한 보물’동화책에서 무민의‘모두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무민 친구와 가족에게 소중
한 보물인 것처럼,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보물’임을 알게하고 싶다. 무엇보다 통일이 된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고 신나는 활동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통일은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
고 풍요로운 삶을 향
유하는 기회를 제공함
을 인식하게 하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통일 실천의지를 갖게 
하자.

*평화통일이 국제 평화
에 기여함을 알게 하자.

*통일이 된 미래 한국
의 미래상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평화통일의
식을 고취시키자.

*통일이 된 후 남북한
이 균형적으로 발전하
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극복함에 기여함을 이
해시키자.

*평화 통일을 위해 모
두가 노력해야 하는 
사명의식을 갖게 하자.

*여러 가지 통일 과제를 
극복하고 이뤄낸 평화
통일의 긍정적인 미래
상을 가질 수 있는 활
동을 준비하자.

*통일이 된 미래를 상
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평화통일 한국이 국제 
평화에 기여함을 알리
는데 도움이 되는 다
양한 시청각자료를 적
극 활용하자.

올바른 통일 의식 통일을 위한 실천 의지 평화통일의 사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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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영  역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내용요소 통일의 과정 활동제재 통일된 미래 한국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올바른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다.
 2. 새롭게 하나가 된 통일된 우리나라 상을 그려볼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의 특별한 보물

놀이활동 VR안경놀이, 통일국기 그리기

?   통일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통일이 된 미래 
한국의 모습

 신기한 VR안경놀이 평화감수성 ‘온새미로’의 내용 알아보기
창체2-1자율(1/1)

미래 한국 디자인  행복한 통일국기 그리기 평화감수성 동네 모습을 그려요
통합2-1-봄1(20~21/40)

·남북평화통일시대
·자유로운북쪽여행
·달라진 도시 이름
·자유로운 한민족
·이산가족의 만남

·세계인들의 축하
·해결해야 할 일들
·걱정스런 어른들
·달라진 학교 생활
·북에서 온 선생님

·반 친구들의 자랑
·스노크의공구상자
·엄마의 마법 모자
·아빠의 멋진 모자
·깊은 고민의 무민

·남북자유여행시대
·친구들과의 여행
·무민의보물찾기여행
·북쪽 여행 준비
·첫번째 통일 여행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바람직한 통일
*다양한 교류협력
*통일의 과정
*통일 미래상

*VR 안경놀이
(통일 의지)
*통일국기그리기
(미래상 구축)

*통일이 되면 하  
 고싶은것상상
*통일이필요한지  
 에대한토론

*통일시대 대비
*평화통일에 필   
 요한긍정적인식
*통일미래한국

*새로운 민족
 공동체 건설
*평화 공존의
 기반 구축

통일미래를 
그려보자!

꼬꼬무 놀이체험 1   VR안경을 쓰고 통일 한국을 상상해봐요!
ㅊ

활동미션  VR안경을 쓰고 통일 한국을 상상해보자. 체험활동 VR안경놀이 스토리 통일한국의 미래

ACTION
-1통일 한국 상상하기
-2 VR 안경 만들기

STORY
-3통일이 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4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

통일이 된 한국을 상상해 볼까요?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어요.

북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요.

북한으로 체험학습을 가 봐요.

 VR 안경을 만들어 체험해 볼까요?

재활용품을 준비해요.

내 얼굴에 맞는 VR안경을 만들어요. 

VR안경을 쓰고 통일 한국에서 일

어날 일들을 상상해서 발표해요.

▢통일이 된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분단으로 낭비하는 돈이 줄어들 것이다.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여 한국의 가치가 커질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해 질 것이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게 되기 위하여

 -세계의 평화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하므로 

통일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으로 여행을 간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
♣북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354



열기구 타고 무민과 함께 떠나는

- 24 -

꼬꼬무 놀이체험 2    통일이 된 한국의 국기를 그려봐요!
ㅊ

활동미션  통일이 된 한국의 국기를 상상해 봐요. 체험활동 통일국기 그리기 스토리 통일한국의 미래

ACTION
-1통일이 되면 필요한 것 알기
-2통일 한국의 국기 그리기

STORY
-3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4통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통일이 되면 새로운 나라는 무엇이 필
요할까요?
우리나라 꽃을 새로 정해요.
우리나라 국가도 새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국기도 새로 만들어야 해요.
남북한 통일 학교도 지어요.

통일 한국의 국기를 그려 볼까요?
스케치북을 준비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살펴 보

고 특징을 알아봐요. 
어떤 국기를 그릴지 생각해봐요.
연필로 스케치 해요.
색칠을 하고 꼼꼼히 꾸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발표 준

비를 하고 발표해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자.

-남북한 정부는 회담과 대화를 통해 대화함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꾸준히 마련해 줌
-남북한이 문화나 체육 분야에서 단일팀을 구성함
-남한과 북한의 기술과 자원을 합하는 노력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관광산업을 개발함

▢통일을 위해 어린이가 할 일을 생각해보자.

-북한의 현실, 분단의 역사와 주변 나라에 대
해 공부하기

-통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는 노력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꼭 필요하다.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다.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이산가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방학이나 주말에 통일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다녀 온 적 있나요?

1

2

3      

김나○

이윤○ 장윤○

* VR 안경을 만든 무민
네 집에 동네 사람들
이 몰려와서 결국 그 
안경이 망가졌어요.

* 무민이는 VR 안경 쓰
고 상상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를 열
심히 안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 북한으로 떠나 간 수
한이는 무민이가 정말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해요.

 

통일이 된 나라를 상상해보고 통일 국
기를 그려보는 기회만으로 통일 의지가 
긍정적으로 길러질 거라고 소망한다.

요즘 유행하는 VR 가상체험을 응용해 VR 안경을 만
들고 통일 후 미래를 상상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정
말 좋아했다. 역시 체험과 놀이 활동이 효과적이다.

통일 관련 체험학습 장소를 다녀 온 아이들도 꽤 많
았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체험학습을 계
획하여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우리 반 아이들에
게 주고 싶다. 우선 현충원을 같이 가보고 싶다.

통일 국기 작품이 매우 창의적이어서 놀라웠다. 특히 
북한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합쳐 그리거나 약간 변형
하여 새로운 국기 모습을 생각해내는 아이들의 작품
이 감동적이었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활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통일창작동화 ‘온새미로’
태백산 근처에 사는 '온새'는 북쪽에서 놀러온 여자아이 

'미로'와 함께 기차를 타고 금강산역에 도착해 함께 여행
을 하는 재미있는 창작동화이다. (동영상 5:35)

* 구름빵의 백령도 여행

홍비와 홍시가 백령도로 놀러가서 꽃의 요정을 만나 평화
의 꽃을 만들고, 이 평화의 꽃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 통일
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동영상 2:09)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선생님은‘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친

척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 중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바라본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족들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다
녀온 적이 있어요. 통일누리열차를 타고 
VR기계로 과거,현재,미래여행을 했어요.

가족과 파주 ‘도라전망대’에 가서 북
한 모습을 보고 모노레일을 타고 제3 땅
굴 안도 들어갔어요. 군인들도 기억나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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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고

영  역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내용요소 통일 미래상 활동제재 통일 후 발전상

 1.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다.

 2. 통일로 통일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의 특별한 보물

놀이활동 신나는 기찻길 맛집 여행, 통일로 횡단열차

?   평양에서 해남까지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다고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남북한 균형 발전 신나는 기찻길 맛집 여행 평화 유지 및 실천 똑딱똑딱 우리집
통합2-1-여름1(9~10/40)

동북아의 불안정 극복 통일로 횡단열차 평화 유지 및 실천 가족을 만났어요
통합2-1-여름1(37~38/40)

  

·북한 명산 탐방
·백두산으로 출발
·세계적인 관광지
·웅장한 천지 호수
·즐겁고행복한여행

·친구들의보물자랑
·보물이 없는 무민
·친구들의의견충돌
·기차여행으로결정
·맛집따라기차여행

·맛있는 음식 여행
·통일국가의 행복
·세계인들의 관심
·너무복잡해진북한
·많이 달라진 북한

·자유가넘치는북한
·북한 밭농사 체험
·춥고비가적은날씨
·몸살을 앓는 무민
·새 통일의료보험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점진적이고 단   
 계적방식의통일
*통일 준비의
 실천 의지

*기찻길맛집 여행
(구체적통일과제)
*통일로횡단열차
(통일미래 비전)

*통일 후 기차   
 여행 상상 토론
*통일 후의
 여행지 토론

*통일을 위한 과제
*동북아불안정극복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한통일

*통일미래의 비  
 전과 과제
*통일 달성을 위  
 한실천방안

너희들의 
보물은 뭐야?

꼬꼬무 놀이체험 1   통일이 된 후의 우리나라를 상상해 볼까요?
ㅊ 

활동미션  통일이 된 후 달라진 남북한을 상상해 봅시다. 체험활동 기찻길 맛집 여행 스토리 통일 후 한국

ACTION
-1남북한 지도 살펴보기
-2기찻길 맛집여행 지도 그리기

STORY
-3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도로와 기찻길은 어떻게 될까?
-4통일이 되면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

 남북한 지도를 살펴 볼까요?
북한은 북부지방, 한국은 중부지방

과 남부지방으로 나뉩니다.
산맥과 호수 등의 자연을 기준으로 지

역을 나눠요.
북한의 여러 지방 이름을 살펴 볼까요?

기찻길 맛집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까요?

우리나라 지도에 기찻길을 그려요.
남북한 유명한 음식을 조사해요.
음식 메뉴를 색칠하고 오려요.
기차역마다 그 지역 맛집을 붙여요.
새로운 음식을 상상해서 만들어 봐요.

▢통일 후 우리나라 도로와 기찻길을 생각해보자.
-남과 북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고 중국을 넘어 
대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

-새로운 행정구역 이름이 지어지고 도로와 기
찻길이 새로 설계될 수 있음

▢통일 후 또 달라질 점을 알아보자.
-돈도 새로 통일하고 학교도 달라져요.
-북쪽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 수도 있어요.
- 통일한국이 세계적으로 강해질 것 같아요.

   통일이 되어 기차여행을 하고 싶나요?
♠맛집을 중심으로 기찻길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유명한 관광지를 따라 기찻길이 생겨야 한다.
♣북한까지 하루 만에 기차로 여행을 간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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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우리나라에서 기차로 시베리아까지 간다고요?
ㅊ

활동미션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를 알아보자. 체험활동 통일로 횡단열차 스토리 동북아의 
불안정 극복

ACTION
-1국제철도협력기구 알아보기
-2유라시아횡단열차 구상하기

STORY
-3동북아의 정세는 어떠한가?
-4유라시아 기찻길 연결의 이점은 무엇인가?

국제철도협력기구를 알고 있나요?
사회주의국가 위주의 철도 협력기

구로서 북한, 러시아,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알바이나, 카자흐스탄 
등 정회원 29개국과 제휴 회원 45
개 철도 회사, 7개 옵저버 회사등
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유라시아횡단열차 구간을 만들어 볼
까요?
세계 지도를 살펴 봅시다.
현재 북한과 연결된 기차 노선을 

조사해 봐요.
통일 후 연결하고 싶은 구간을 생각

해서 유라시아횡단열차노선을 그려요.

▢현재 동북아 정세를 알아보자.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외교적으로 협력이 예상됨
-미 ․일, 중 ․러 간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냉전
적 적대관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유라시아 기찻길 연결의 이로운 점을 알아보자.
-물자 수송이 빨라지고 관광 수익이 커질 것
-동북아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함

   대전에서 어디까지 여행하고 싶나요?
♠대전에서 유럽까지 여행 가고 싶다.
♥방학동안 북한에서 중국 끝까지 여행할 것이다.
♣대전에서 출발해서 하루 만에 북한의 유명한 
   도시를 다 돌아볼 것이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기차로 여행을 한다면 북한의 어느 곳을 가보고 싶나요?

1

2

3   

이지○

이유○ 조동○

*무민이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여행지에서 
다른 친구를 만나 둘
이 함께 여행을 한다.

* 이웃들이 무민의 선물
을 받고 기쁘고 고마
워서 무민을 위한 선
물 파티를 열어 준다.

* 무민이 여행하면서 그 
기록을 유투브에 올려
서 유투브 스타가 되어 
수한이도 볼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리고 색칠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잘한다. 그리기 활동과 
연계한 활동은 언제나 반응이 좋아 참여
율이 높다.

자세한 정보 전달보다 통일 의지를 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통일교육 컨텐츠가 큰 도움이 되었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래 전 
정보 뿐이거나 비슷한 내용의 중복이 많아 어려웠다.
본격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유럽까지 펼쳐질 기차 노선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 두근두근 세계여행 북한의 명물

북한의 명물인 개성 고려인삼, 풍산개를 소개한다. 신나
는 동요 뽀뽀송과 함께 북한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다. (동영상 5:35)

* 통일기차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설명해주는 통

일에 관한 뮤직비디오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마음이 싹틀 수 있다. (동영상 2:09)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금강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금

강산을 찾아가고 싶어요. 꼭 기차를 타
고 갈 거에요.

북한의 맛있는 지방을 기차로 여행할 
거에요. 그래서 맛집 여행책을 만들 거
에요. 북한의 지방에 대해 자세한 공부
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갈 수 없으니 오두산통일
전망대, 엑스포과학공원(통일관), 임진
각, 판문점 등의 통일 체험 장소에 가
보는 것도 좋아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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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지

영   역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내용요소 통일 미래상 활동제재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1.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2.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

무민스토리 무민의 특별한 보물

놀이활동 아름다운 축제, 평화통일 노벨상

?   이것도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일까요?

활동 주제 놀이 체험 활동 역량 하위요소 관련 교과 및 단원

세계 평화에 기여 아름다운 축제 평화통일의 필요성
알맞은 낱말로 마음을 전하는 글 쓰기

국어-2-1-5(7~8/10)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평화통일 노벨상 평화감수성
물가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통합-2-1-여름2(25/40)

 

·친구들과의 회의
·어린이기자단탄생
·아나운서스노크아가씨
·사진전문가스니프
·카메라감독스너프킨

·특기없는 무민
·친구들의비밀계획
·북한 여행지 결정
·북한 두만강 취재
·중국과의교류조사

·두만강 개발 계획
·북한어린이 뉴스
·통일방송국의연락
·유명한북한통일여행
·북한여행기 방송

·친구가 뽑은 보물
·무민은친구들의보물
·통일전문가, 무민
·어린이 PD 무민
·통일한국의 보물

재미있게 배우는 꼬꼬무 통일여행

*세계평화 의지
*세계평화에기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

*비무장지대축제
(한반도평화정착)
*평화통일노벨상
(국제평화 기여)

*DMZ에서 하고  
 싶은 일 토론
*노벨평화상
 예상하기 토론

* 세 계 평 화 를   
 위한 노력
*평화통일을
 위한 방법

*한반도 평화정  
 착을 위한 노력
*동북아 국가들  
 과의 공동번영

우리의 특별한 
보물, 통일!

 

꼬꼬무 놀이체험 1   DMZ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ㅊ

활동미션  아름다운 DMZ 축제를 기획해보자. 체험활동 아름다운 축제 스토리 세계 평화

ACTION
-1 DMZ 탐구하기
-2아름다운 DMZ 축제 기획하기

STORY
-3 DMZ 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4최근 DMZ 상황은 어떠한가?

 DMZ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조약과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

지된 지역이에요.
한국전쟁 후 남북한 각 2km 지대

가 비무장지대에요.

아름다운 DMZ 축제를 기획해 볼까요?
DMZ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그려요.
DMZ를 크게 그리고 각자 그린 동

물들을 붙여요.
세계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열었다

고 가정하고 발표해 봅시다.

▢DMZ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자.

-한국전쟁 이후 휴전 협정으로 생김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필요가 필요함

▢최근 DMZ 상황을 알아보자.

-높은 자연생태학적 가치로 연구가 필요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게 금지되어 있음

DMZ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각종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구경할 것이다.
♥식물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
♣캠핑을 가서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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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놀이체험 2      우리나라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ㅊ

활동미션  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점을 알아보자. 체험활동 평화통일 노벨상 스토리 노벨평화상

ACTION
-1노벨평화상 알아보기
-2노벨평화상 만들기

STORY
-3우리나라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4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는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1991년부터 노벨이라는 이름을 붙

여 자연과학 분야가 아닌 평화 분
야에서도 수상자를 선정, 시상해 
오고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 볼까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노벨평화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노벨평화상 상장을 준비해요.
노벨평화상을 누구에게 줄지 생각해요.
노벨평화상 문구를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봐요.
노벨평화상을 수여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남북간 대립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므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가 안정되므로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
아보자.

-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전라남도 목포시
에 마련되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노벨평화상을 누가 
받아야 할까요?
♠통일을 앞당긴 사람이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북한 지도자 두 명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모둠
시끌토론

무민, 나 궁금해!   우리나라 통일이 세계 평화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1

2

3   

최다○

최윤○ 김서○

* 무민이와 스노크가 다
시 열기구를 타고 가
서 북한 수한이를 만
나는 내용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요.

*북한의 수한이를 다시 
등장시켜서 통일이 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아가는 내용으로 마무
리해요.

* 비무장지대의 동물들
이 말을 할 수 있다
고 상상을 하고 주인
공으로 만들어 봐요.

 

무민의 마지막 책은 ‘보물’이 주제였
다.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보
물’이라는 연구 주제와 딱 맞았다.

동물 그리기, 색칠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딱 맞
는 DMZ 꾸미기 활동! 역시 체험활동은 역동적이다.

통일교육컨텐츠가 연계성이 높아 매우 효과적이다. 
이 자료를 보고 DMZ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
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통일된 미래를 상상해보고 꿈꾸게 한 다음 

기획한 것은 평화통일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다. 
동식물이 잘 보존된 DMZ에서 세계 평화 축제가 열
리고 노벨평화상을 만들어서 통일이 된 세계와 기쁨
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 구름빵의 비무장지대 나들이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DMZ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가 없다. 이 비무장지대에 나들이 간 홍비와 홍시가 구름빵

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동영상 10:05)

* 티모의 북한 여행

독일에서 아빠와 함께 북한여행을 떠나게 된 티모. 동서독 분

단의 역사를 배운 티모는 북한에 도착하지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낙담하는 창작애니메이션이다.(동영상 10:41)

통일교육 컨텐츠 연계
우리나라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전쟁

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 세계 평화에 중
요한 것 같아요.

북한과 통일을 하면 북한의 핵도 사라
지게 되니 전쟁 위험이 없어지니까 세
계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평화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세계도 평화로와지죠. 한
반도와 근처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
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것 같아요.

무민 스토리 여행을 상상해 봅시다! 즐거운 통일여행을 마치고
와우!!

무

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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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스토리 여행의 결과

1. 연구 결과

상상 캐릭터 무민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통

일 스토리 여행을 통해 놀이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저학년의 눈높이에 적합한 무민 스토리와 다양한 놀

이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는 통일

교육 실태조사 문항(2019)을 재구성한 개방형 설문으로 

운영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무섭고 낯설다는 표정이었으나, 상상의 무민스토

리를 통해 객관적 사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각종 영상자료를 활용한 보충 연계지도 과정을 통해 통

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점차 높아졌으며, 운영 과제별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운영과제 1 우리의 시작은 오천년 전

무민과 함께하는 과거 여행을 통해 역사와 민족, 분단의 아픔,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

지 않았으나, 좋아하는 캐릭터 무민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여행으로 바꾸어 운영하였

다. 남북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건너 북한지역의 여행과「무민의 잊지 못할 비행」스토리를 기반

으로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을 운영한 결과, 

남북한은 오랜 역사, 공통의 언어, 문화적 풍습과 전통이 같은 동일 민족의 동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국의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원인을 알고 이산가족의 슬픔과 남북갈등의 폐해를 알

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평화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영과제 2 함께 노력하는 소통과 협력

무민과 함께하는 현재 여행을 통해 「무민과 화해의 편지」스토리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북한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북한을 인

식하고,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운영과제 3 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

무민과 함께하는 미래 여행을 통해「무민의 특별한 보물」스토리를 활용하여,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한 미래상을 인식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바램을 갖도록 운영한 결과,

다양한 상상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통일 미래를 상

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평화통일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통일이후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통일 희망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북한의 이미지

○ 북한동포에 대한 생각

○ 남북의 교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후의 변화

35%
95%

25%
90%

30%
80%

25%
95%

4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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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무민과 함께 떠나는 스토리 여행을 통해 역사를 돌이켜보는 과거여행, 북한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현재여행, 통일된 미래를 상상하는 미래 여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저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알고,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해야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의한 전쟁위험과 이산가족의 슬픔

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북한은 우리와 역사·전통·문화·언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전통적인 풍습과 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다양하게 알게 되었고, 폐쇄적 북한사회의 특성인 정

치·경제·사회·문화예술적 차이의 이해를 통해, 북한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이해와 협력,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남북의 자유와 발전 및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의 미래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언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속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가 있는 통일교육 프로

그램으로 구안하였다. 특히 여러 권의 무민 동화책 중에 운영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일부만 선정하였

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동화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성과 관심도에 

적합하다면 다른 주제의 동화 캐릭터를 다양하게 사용해도 무방하며, 학습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상상의 캐릭터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심화·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뉴

스, 만화, UCC 등을 적극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한다. 교사주도적인 학습활동 보다는 다양한 시청

각 자료를 통해 폭넓은 관점으로 지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차시 후반부의 토론시간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폭넓은 질문과 다양한 유형의 토론방법을 적용한다

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 기간중에는 일부 활동을  

과제학습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평상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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