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통일교육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 교사용

21

초등학교 
04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1. 영상 소개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9분 18초)

전래동화에는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 지혜가 담겨 있

다.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함께 살

던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국어 ❺-1 1. 대화와 공감 •상대가 잘한 일 칭찬하기

국어 ❻-2 • 연극 단원 •전래동화를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간접 관련 교과
국어 ❷-2 1. 장면을 떠올리며 •기억에 남는 전래동화 소개하기

도덕 ❹-1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신호등 토론하기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북한의 전래동화를 우리의 전래동화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하는 활동은 다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학년의 경우 전래동화에 매력을 덜 느끼거나 몰입하기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비유적 상황을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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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시청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북한의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2.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잘한 일을 칭찬한다.

자료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9분 18초)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국어 ➎-1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1. 대화와 공감 차시 1차시

성취 기준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북한의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2.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잘한 일을 칭찬한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이야기에 공감하기 주인공과 대화하기 활동 정리하기

•  영상: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9분 18초)

•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

•  핫시팅

•  주인공과 

대화하고 잘한 일 

칭찬하기  

•  소감 나누기

•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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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15분)

① 이야기에 공감하기

▶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

 -   북한의 전래동화 <농사일을 돕는 개>와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듣고 

떠오르는 경험을 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교실 앞으로 날린다.

 -   교사는 종이비행기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학생들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을 

소개한다. 

▶ 남북한 전래동화 비교하기

 -   알고 있는 전래동화 중 북한의 전래동화와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이 비슷한 

것을 생각해본다.

활동 Tip  

1.   경험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이야기,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도 좋다. 

2.   처음부터 일반적인 교훈으로 유도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허용한다.

3.   북한의 전래동화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료 2

색종이

자료 3

활동지

전개

Ⅱ

(10분)

② 주인공과 대화하기

▶ 핫시팅으로 전래동화 속 주인공과 대화하기

 -   <농사일을 돕는 개>의 형과 동생, <은사다리 금사다리>의 오누이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 등장인물들의 잘한 점이나 장점을 칭찬한다.

활동 Tip  

1.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교실 중앙에 

앉는다. 

2.   등장인물이 된 학생들은 친구들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답한다.

자료 3

활동지

정리

및 

평가

(5분)

▶ 학습 정리

 - 북한의 전래동화에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한다.

 - 남북한의 전래동화를 비교하며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한다. 

▶ 평가

 -   전개Ⅱ에서 전래동화 등장인물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고 인물의 

잘한 점을 칭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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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국어 ➎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대화하고 공감해요
(      )학년  (      )반  (       )번 

이름  (                                  )

▶ 영상에 소개된 <농사일을 돕는 개>를 우리나라의 다른 전래동화와 비교해봅시다.

제목 <농사일을 돕는 개>

공통점

•

•

•

차이점
•

•

•

•

▶ 영상에 소개된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우리나라의 다른 전래동화와 비교해봅시다.

제목 <은사다리 금사다리>

공통점

•

•

•

차이점
•

•

•

•

▶ 오늘 배운 북한의 전래동화에서 등장인물의 잘한 점이나 장점을 찾아봅시다.

제목과 등장인물 잘한 점 칭찬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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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도덕 ➍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북한의 전래동화를 통해 아름다운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흥미 있는 주제를 

정하여 신호등 토론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행동에 관한 신호등 토론 주제 <예시>

• 아름다운 행동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 아름답지 않은 행동도 가치가 있을까요?

• 아름다운 행동에는 항상 희생이 따를까요?

• 아름답지 않은 행동은 영원히 지속될까요?

…

1. 아름다운 행동에 관한 신호등 토론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신호등 색깔로 질문에 대한 입장을 정해봅시다. 

3. 우리 반 입장의 분포를 확인해 칠판에 기록해봅시다.

  찬성   판단 유보   반대

4.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