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글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Appstore(iOS)에서 ‘통일봄’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1. 앱다운로드

2. 앱켜기

• [그림 1] 앱을 실행시킵니다.

• [그림 3] ID를 입력하고 ‘LOGIN’ 버튼을 누릅니다.

(패스워드 필요 없음)

1 ID입력

2 ‘Login’ 클릭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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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시작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켭니다.

3. 카메라 스캔 시작

4. 학습 주제 선택하기

• [그림 5] 처럼 [그림 4] 의 원하는 주제에 카메라를 비춘다.

3 ‘시작’ 클릭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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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그림6] 왼쪽 아바타가 그림 자료의 주제에 대해 음성으로

설명해줍니다 . 가운데 사진 양옆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텍스트 자료는 화살표를

누르면서 위아래로 이동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5. 그림자료 보기

6. 영상자료 보기

• [그림 7]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 앱 혹은 웹 브라우저 앱으로

연결됩니다. 시청이 끝난 후 ‘뒤로 가기＇버튼을 눌러 ‘통일봄’

앱으로 돌아갑니다.

시청 종료 시
클릭

2 ‘화살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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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 ‘화살표’ 
길게 누르기

1 아바타 음성 지원

[그림 7]



• [그림 8] 오른쪽 하단의 퀴즈 마커를 카메라에 인식하면 OX

퀴즈가 무작위로 5개가 나타납니다 . 상단에 맞힌 개수가

나타납니다.

7. 퀴즈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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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 누적 점수 확인

5 순위 확인

1 퀴즈 문제

2 OX 선택 하기

3 퀴즈 결과[정답] [오답]



• 다음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수업하시면 좋습니다.

1. 수업 진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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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전 학생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주시면 보다

집중력 있는 수업진행이 가능합니다.

2. AR 수업에 앞서 개념수업을 1~2차시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모 둠 은 학 교 상 황 에 따 라 4~6 명 , 4~5 모 둠 이

적당합니다.

4. 수업 전에 미리 스마트 기기, 색연필 등을 준비합니다.

5. 모둠 별로 과제 수행 진도가 다르므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제, 모둠 별로 진행하는 과제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 도입부나 수업 진행 중에 개념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활용한 문제 혹은 북한 사투리를 이용한 초성 퀴즈를

활용하는 것도 동기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7.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과제 수행을 할 때 AR과 함께

도덕 교과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8. 45분 수업을 5분-15분-30분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거나

가감하시면 좋습니다.

9. 활동지 수행과 제출에 대한 보상이 있으므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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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교사는 링크를 통해서 학습자료(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홈페이지>참여마당>쌤과 함께 통일봄 공지사항

https://ipa.re.kr/?mId=60&mode=view&lang=kr

9. 학습자료

[그림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