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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새 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 공동의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과 분단으로 얼룩진 지난 세기의 역사적 고뇌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자

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의 역사를 꽃피워 나가기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고리는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이며, 때문에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한 통일 의지의 결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

니다.

국민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적 의의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있으며,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 노

력하여 왔습니다.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총서를 기획․발간해 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 입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총서로 내는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지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이 참고할 만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 책자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교육 총서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담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진작할 수 있는 각계의 제언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총서

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예지를 모으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통일교육 총서에 여

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통일교육원장   강  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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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1)

우리 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

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

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

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

세가 필요하다.

또한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 ․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

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치적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제고를 통해, 경제

적 안보는 국민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재정 ․시장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보는 국민 갈등 해소와 

화합 증진을 통해 이루어가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2)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의 하나이다.

1)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2), p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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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

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

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

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며, 현재의 분단은 이러한 민족의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을 합의에 의해 스스

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

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

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남북한 통일은 현재와 같은 이질적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 정치 ․군
사적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 동서독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도 무엇보다 먼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존

의 단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경험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의 지출과 필요 이상의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국제무

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 역량의 선양과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적

극적 기여를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그리고 통일환경을 고

려하여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

의 자유와 평등, 복지를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초등교육 단계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통일을 성취해 나

가려는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기르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 저해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념을 배양함

과 동시에 스스로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②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을 이해하

고 이를 ‘내면화’한다. ③ 분단과 전쟁의 폐해를 이해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 및 민족에 대한 혜택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북한 주민과 ‘어린이의 일상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를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서를 고취시킨다. ⑤ 민족동질성을 인식하고 이질적 측면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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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관용성’을 지니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평화2)에의 의지와 튼튼한 안보의식 형성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

고 상호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

공존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남북한간 민족화해의 기반인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

화문제 이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

발한다. 즉 생활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

의 평화교육과 세계적 차원이라는 거시적 평화교육의 기초 위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민족과 사회를 비평화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한편 북한과의 현실적 대결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이

를 경계하는 자세를 인식시키는 데도 그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조건적 적색공포심에 기초

한 수동적 안보의식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는 능동적인 안보의식(적

극적 평화능력)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즉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측

면으로 안보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값어치있는 추구대상인 까닭은 그것이 민족적 측면에서나 국가 ․사회적 측면

에서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격상된 삶이란 전술한 보편적․민족적 가

치가 실현되는 민주시민사회에서의 삶이다. 이러한 진정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통일은 또한 민주시민적 자질의 발휘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아집, 독선, 폭력 등의 비민주적 형태는 가장 큰 저해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성 함양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

의 과정이나 절차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

한 학생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소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유지, 즉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평화의 개념이다. 이에 비

해 적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환경)’이 조성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①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②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③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④ 무지로부터의 해방, ⑤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⑥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호, ⑦ 착취와 억압으로부

터의 해방, ⑧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을 의미한다; 이근철, 오기성,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서울 : 액스퍼트 월드, 2000),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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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문화(異文化) 이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

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같음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를 때는 왜 다르

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50여년간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간의 만남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연습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을 시작해야 한

다. 이때 특히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4)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생활체험적 이해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하

여 북한사회와 북한 주민의 삶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도 목표를 두지 않

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한 동포로서 장래 통일국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제도적․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

주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스스로 남북한 주민생활상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

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마치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3) 

3.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초등학생의 통일의식 

 일반적인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적인 면은 초등학생들의 의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에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발달적 과정에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인천의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통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하

고 설문을 통해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가. 초등학생 통일의식 조사 내용과 방법

  통일의식 조사내용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였고, 대상 어린이들은 인천시내 공립초

3) 한만길․오기성․정영순, 학교통일교육 자료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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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 2002년 2월 현재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6학년 어린이들로 남여의 구분 없이 3개

반(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통일의식 조사 내용과 방법>

번호 조사내용 대상 기간 방법

1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인천신광초등학교 

6학년 140명

2002년 

2월
자작 질문지

2  통일에 대한 인식도

3  북한에 대한 인식도

4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호기심

5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도

6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 경험

     

   나. 초등학생 통일의식 조사∘분석 결과

 ① 통일에 대한 관심도(N=140)

질문내용 응답 N %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TV 방송을 관심 있게 보는가?

 자주 본다 3 2.1

 가끔 본다 15 10.7

 별로 안 본다 83 59.3

 전혀 안 본다 39 27.9

-북한 및 통일 관련 도서를 자주 읽는가?

 자주 읽는다 0 0

 가끔 읽는다 16 11.4

 전혀 읽지 않는다 124 88.6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자주 접속한다 0 0

 가끔 접속한다 0 0

 전혀 접속해 본 적이 없다. 140 100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TV 방송에 대한 관심도는, ‘자주 본다’ 라는 응답자는 2.1%(3명)로, 

‘가끔 본다’ 라는 응답자는 10.7%(15명)이며, ‘별로 안 본다’라는 응답자가 59.3%(83명)이고, ‘전혀 

안 본다’ 라는 응답자가 27.9%(39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 관련 독서는 ‘자주 읽는다’

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고 ‘가끔 읽는다’ 라는 응답자가 11.4%(16명)이며, ‘전혀 읽지 않는다’ 라

는 응답자가 88.6%(12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접속을 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100%(14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들은 통일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실제 생활과는 동

떨어진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다.

  ② 통일에 대한 인식도(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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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응답 N %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112 80.0

 현 상태에서 평화 유지 21 15.0

 이루어질 필요 없음 2 1.4

 잘 모르겠다 5 3.6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호 신뢰 76 54.3

 북한 지원 42 30.0

 북한 개방 15 10.7

 북한 민주화 3 2.1

 잘 모르겠다 4 2.9

 남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응답자는 

80.0%(112명)이고, ‘현재 상태에서 평화유지가 좋다’ 라는 응답자는 15.0%(21명)이며, ‘반드시 이루

어질 필요가 없다’ 라는 응답자는 1.4%(2명)로,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자도 3.6%(5명)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로는 ‘남북한의 상호 신뢰’ 라는 응답자가 54.3%(76명)

이었으며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라는 응답자가 30.0%(42명)이고, ‘북한이 개방해야 한다’ 라는 응

답자가 10.7%(15명)으로, ‘북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라는 응답자는 2.1%(3명)이며,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도 2.9%(4명)였다.

 이렇듯 통일이 자신들의 생활과 유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은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 실천적인 것보다는 규범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까지도 청소년들 사이에 보

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③ 북한에 대한 인식도(N=140)

질문내용 응답 N %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원해야 한다 49 35.0

 협력해야 한다 80 57.2

 경계해야 한다 8 5.7

 싸워서 이겨야 한다 3 2.1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조건 지원 45 32.1

 북한태도에 따라 지원 67 47.9

 지원 불필요 16 11.4

 고립시킴 12 8.5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원해야 한다’ 라는 응답자는 35.0%(49명)이였으며, ‘협력해야 한다’ 라는 

응답자는 57.2%(80명)이며, ‘경계해야 한다’ 라는 응답자는 5.7%(8명)이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라

는 응답자도 2.1%(3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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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응답자가 32.1%(45명)으로, ‘북한태도에 따라 지원’ 이라는 응답자는 47.9%(67명)로, ‘지원 

불필요’ 라는 응답자는 11.4%(16명), ‘고립시켜야 한다’ 라는 응답자도 8.5%(12명)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이므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았으며 이것은 통일에 대한 인지적 접근보다 규범적, 심정적 접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어린이들이 생각 외로 많았다. 

또 다른 조사통계에 의하면4) 청소년들 중에 북한을 초등학생의 14.5%, 중학생의 15%, 고등학생의 

21.7%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보았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북한의 체제와 주민을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④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호기심(N=140)

질문내용 응답 N %

-통일과 북한에 대해 가장 궁금한 내용은?

 북한의 생활상 98 70.0

 남북한의 통일정책 6 4.3

 통일이후의 생활 24 17.1

 통일을 대비하여 할 일 12 8.6

 궁금하지 않음 0 0

 통일 및 북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생활상’ 이라는 응답자가 70.0%(98명)

으로, ‘남북한 통일정책’ 이라는 응답자는 4.3%(6명) ‘통일이후의 생활’ 이라는 응답자는 17.1%(24

명) ‘통일에 대비하여 할 일’ 이라는 응답자는 8.6%(12명)으로, ‘궁금하지 않다’ 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어린이들은 북한의 생활상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생활상은 통일교육

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주는 시

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⑤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도(N=140)

질문내용 응답 N %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흥미로운가?

 그렇다 11 7.9

 보통이다 27 19.3

 그렇지 않다 102 72.8

-통일교육이 흥미롭지 않은 이유는?

 알고 싶지 않기 때문 7 6.9

 이미 알고 있기 때문 0 0

 내용이 어렵기 때문 34 33.3

 선생님의 설명 위주 때문 61 59.8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도는 ‘흥미 있다’ 는 응답자가 7.9%(11명)이었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통일

4) 《한겨레신문》, 1998년 2월25일자 7면. 《대한매일신문》, 2000년 7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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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2.1%) 그리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응답자 중 그 

이유로는, ‘알고 싶지 않기 때문’ 이라는 응답자가 6.9%(7명)이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 이라는 응

답자는 0%(0명), ‘내용이 어렵기 때문’ 이라는 응답자가 33.3%(34명)이며, ‘선생님의 설명 위주 때

문’ 이라는 응답자가 59.8%(61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낮은 흥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것은 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교수방법이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⑥ 교과서 이외의 학습자료 경험(N=140)

질문내용 응답 N %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공부할 때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로 공부한 

적이 있는가?

 있다 36 25.7

 없다 103 73.6

 모르겠다 1 0.7

 통일교육시 교과서 이외의 학습자료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라는 응답자는 25.7%(36명)이고, 대부

분의 어린이들이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4.3%)

 이는 현재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현장지도시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의 개발과 적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일차적으로 접하는 것이 수업이고 이 수업

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자료가 교과서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초등학생 통일의식 실태분석의 시사점 

 기성세대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당위론적이며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오늘날 공동체사회

의 해체기, 핵가족 시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향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비도덕적인 사회문화에 노

출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탈냉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학교통일교육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이 본래의 목적인 지, 덕, 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5)

 이러한 실태 분석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조사내용 결과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등학

교 통일교육의 방안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TV 방송 보도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고 관련도

서에 대한 독서 의욕이 매우 낮으며 특히 최근 어린이들이 많은 활용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의 접

5) 황병덕(1997),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교육원 연구보고서 97-1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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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인지적 분야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관, 남

북한의 이질화 원인-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학교 교육과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6)

 둘째, 평화적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매우 높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원하고 협력

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어린이들이 많으며,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영역은 북한 생

활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 및 어린이

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의 구성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체계적인 지도와 여러 사회적 환경을 유기적으로 관련시

켜 일관된 작업으로 연속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따라서 초등학교 통일교육

은 교과시간 외에 특별활동이나 시사 계기 교육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할 수 있을 것

이다. 결국 교과 시간에는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원인 및 바람직한 통일관 등을 배우는 인지적인 학

습이 주를 이룬다면,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의 장(특별활동 등과 같은 시사 계

기 교육)을 마련할 때 내실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넷째, 통일교육의 방법론상 수업 전개시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로 매스미디어정보를 활용한 학습경

험을 갖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 매체의 다양화와 학습 여건을 학교

에서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구안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제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통일교육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

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도덕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

교 1～2학년에서는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서 국가애,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통일, 인류애 등을 가치, 덕목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통일관련 내용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와 8학년과 10학년의 국가․민족생활 영역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년별 시수 및 제재별 지도내용을 보면, 이전의 통일교육과 

비교해 볼 때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의 실상에 관련된 부분

을 제외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 ․문화 생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

록 되어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통일이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이해 부분을 축소 

내지 제외시키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 문화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보면, 기존의 체제중심의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한국교육개발원(1998), “통일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의 과제”, 제5회 통일대비교육포럼,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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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원인과 과정은 여전히 과거 중심적 기술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

한지 의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부분에서 통일정책 비교가 단골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구조 등을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관심도

와 근접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진정한 통일 준비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10년간 통일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상으로는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교과 상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국사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

며, 재량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또한 특별활동에서도 각종 자치활동, 동호활

동,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공식적으로 도덕과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초

등학교 3～6학년 주당 1시간, 중학교 1～2학년 2시간, 3학년 1시간, 고등학교 1시간 등으로 배정되어 있

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주당 수업 시간 수에서는 감소되었다. 주당 1시간으로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

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다루도록 하며, 특히 국어, 

사회 등의 과목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이들 교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며, 범교과화를 대비한 교과별 통일교육은 교육연수원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일

의식 또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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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방법론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기성세대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당위적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의식 실태에서 본 바와 같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통일을 민족의 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필

요성의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이러한 의식적 특성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으로 

당위성이 그에 첨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곧 현재 학습자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맞

추어 접근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

초 위에 규범적, 당위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현재 학교 통일교육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 이러한 통일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숙고 없이 당위성 차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학습

자들은 통일이 왜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곧 학교 통일교육이 출발점에서부

터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통일이 필요성의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

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한 군축을 통한 국방비 감소가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에 도입될 경우 학습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2) 생활세계에서 출발하는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환경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되, 추상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시범학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

의 생활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하루 생

활을 어떻게 할까?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과외활동

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의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수능시험이 있을까? 재수생도 

있을까? 속칭 일류대학은? 서태지와 같은 10대 스타가 있을까? 오빠부대는? 야간자율학습이 있을까? 서

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가? 노래방은 있을까? X세대가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

까? DDR이나 게임방이 있을까? ‘왕따’나 ‘공주병’이 있을까? 헤어스타일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도식적 ․추상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과 주변의 일상 생활사례와 관련

된 소재로부터 출발하여 학습동기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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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세대 눈높이에 맞춘 쌍방향식 교육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관련 내용을 교사의 가방에서 꺼내어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교육의 대상

인 학생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탭스콧(Tapscott)에 의하면 N세대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10가

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7) 즉 ① 극단적 독립심, ② 감성적․지적 개방성, ③ 포용성, ④ 자유로운 표

현과 강한 주장, ⑤ 혁신, ⑥ 성숙하기 위한 열정, ⑦ 탐구심, ⑧ 성급함, ⑨ 기업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 

⑩ 사실 확인과 신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N세대들에게는 선형적 학습보다는 하이퍼미디어 학습이, 강의식 학습보다

는 참여와 발견의 학습이, 교사 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

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 갈 주인공

들이기에, 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 적합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 또

한 ‘이것을 따르라!’는 식의 명령식․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상호 교류가 가능한 쌍방향적 교육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교실내 평화 만들기로부터 출발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교육은 갈등을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바라보지 않

고,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평화교육은 갈등을 상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보고 갈등을 평

화적으로 해소하여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안보는 고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우리사회 평화 만들기가 출발점이 된

다. 

그러므로 민족화해의 기반인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생활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8)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평

화교육과 세계적 차원이라는 거시적 평화교육의 기초 위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남

북 분단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민족과 사회를 비평화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안보교육도 이러한 평화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5)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지

만,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7) 허운나․유영만 공역,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물푸레, 1999), pp.125-141; 추병완,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p.19에서 

재인용.

8) 평화교육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평화, 갈등,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 David Hicks,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서원, 1993), p.333; 일예로 우리사회 평화만들기 차원에서 우선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
는 왕따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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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9)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

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1)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제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통일교육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해 온 방식, 즉 분단의 원인과 과정, 폐해, 그

리고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도식적 내지 통시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

니라 어린이들의 현재의 삶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10)

통일의 당위성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라는 주제를 다룰 경우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여준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볼 수 있지

만, 다음부터는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산가족의 고통문제와 같은 분단의 폐해의 극

복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고통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고통으로 공감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배려와 사

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 등을 열거하게 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하게 한 후, “만일 그러한 자상한 어머니가 오늘 안 계신다면?”, 나아가 “그런 어머니를 이제 볼 수 

없다면?”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울러 자신과 아버지, 언니나 누나, 동생들에게 어떤 어

려움을 줄 것인지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초등학교 학생들 자신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논의할 경우에도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이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이 되면 현재 남과 북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적정 규모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돈을 활용할 경우 우리 어린이들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수만권의 책을 구비한 도서관, 인터넷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모두 갖출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 어린이들 개개인에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임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질 통일이 가져다줄 혜택이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

족들이 겪는 아픔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통일이 되

9) 이창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제2차 통일교육워크샵 (2002. 5), pp.11-14.

10) 오기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창간호 (경인초등도덕

교육학회, 2002), pp.378-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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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남북이 단일 팀을 구성하여 각종 경기에 참가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금메달 수가 더 많

아진다는 것이다.11)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문제 :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중심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원리를 추구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회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이질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한 이질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같음, 즉 동질성 또

한 면면히 유지되어 왔다. 문제는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반드시 긍정적 작용만을 하지 않으며, 

이질성이 반드시 그것에 부정적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애니메이션 또한 다른 방향을 지향해 왔다. 우리의 경우 디즈

니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뚜렷하고 때로는 각이 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흔히 이를 유화톤이라고 한다. 반

면 북한의 경우는 유럽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부드럽고 장면들이 수채화같은 인상을 준다. 이

를 흔히 파스텔 톤이라고 한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화톤과 파스텔톤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을 창조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문화적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화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12)

이러한 것은 남북의 ‘긍정적 다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는 긍정적 다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의 경우만을 보면, 북한 민족음악의 역사원칙은 민족

전통음악을 복원하고 보존하되, 그것은 역사주체인 인민대중들의 현대적 미감을 중심적인 근거로 삼고 발

전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은 풍부하게 발전하였지

만, 바로 그 역사원칙 때문에 민족전통음악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남한의 

음악과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북한음악에 있어 새로운 악기를 개량하여 실제 음악계에 적용,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다름의 측면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량악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전통음악 연주는 물론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 전통악기와는 달리 배음과 음량이 풍부해져 합주할 때 저음이 풍부하

고 음량이 확대되고 독주악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독주때 전통악기보다 기교를 더 부릴 수 있게 

된 점, 서양식 관현악단과 배합(전체 또는 부분배합)이 이루어져서 같이 편성(배합관협악)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13)

3) 남북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방법 이해

이 부분에서 우선 중요시 되어야할 문제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이에 기초한 공존이라는 인식이다. 남북한

11)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ICT 활용 모형 또는 Jigsaw 모형 등의 협동학습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가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탐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12) 이외에도 남북한 사회문화의 같음과 다름을 다룰 경우 남북의 언어를 퀴즈 형태로 학습함으로써 국어순화운동과 말

다듬기운동을 이해할 수 있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이해지, 역할놀이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13)  예컨대 개량단소나 옥류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서울: 웅진출판사, 1996), pp. 230-231;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1992. 4), pp. 315-316; 이외의 남북한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논의는 오기
성,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제10권 1호 (2001,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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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동안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분단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서

로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군비증강을 지속시켜 오게 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는 냉전의 그늘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는 적대감과 대결심리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한민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

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시키며,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

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 문제 이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자신이 생활

하고 있는 교실에서 힘이 센 한 아이가 폭력으로 자신을 구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탐구

함으로써 평화교육은 시작된다. 즉 학교생활 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

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의 문제가 선행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평

화, 세계평화의 문제가 논의된다.

                 <교수방법 예시 : 가치 경매>

가치 경매 게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 선호 서열을 명확

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매 경합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선호서열과 크

게 다른 다양한 선호들이 존재함을 깨닫기 위함이다. 본래 가치(관) 경매라는 기법은 심성수련에서 개발되

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가치 경매 게임을 변형시켜서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할 경우 절차는 “① 개인의 선호 결정, 

② 소집단의 선호 결정, ③ 소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전체의 선호 결정 ④ 각 수준별 선호의 차이

점과 공통점 분석” 이라는 단계로 재구성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는 수업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정된 의도와 가치를 강

요하지 않는 열린 마음의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일관련 수업에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교사는 먼저 간단명료하게 표현된 ‘가치 아이템’들을 다수 선정하여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 작

업을 선행 수업으로 설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고학년일 경우 해당 수업시간

에 직접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룰 경우 그 아이템은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남북의 대통령이 자주 만나야 해요”,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해요”, 남북의 초등학생이 자주 만나는 

것이예요“ 등 구체적인 것이 좋다. 저학년의 경우는 5개 내외, 고학년의 경우는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그

보다 많아도 좋다. 좀더 고려한다면 모둠별 경매를 고려하여 모둠 숫자와 아이템 수가 동일하면 수업진행

시 편리하다.

아이템의 선정된 후 학생들은 각각 30,000원 정도의 사이버 머니를 받는다. 이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에 나누어 투자하도록 지도한다. 아이템이 7가지 일 경우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베스트 

7을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선정의 이유를 쓰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를 기록한다. 다음 단계에

서는 6명 정도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소집단 내에서 작은 가치경매를 실시한다. 앞에서 주어진 가치 아이템 

목록을 가지고 각자가 개인별로 7장씩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써낸 가격 경쟁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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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들이 개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팔리지 않고 남는 것들도 생겨나게 된다. 다 팔려나갈 때까지 진

행할 필요는 없다. 소집단별로 베스트7을 결정하여 경매지를 작성한다. 앞에서의 개인별 목록은 투자 액수  

순으로 정렬하고, 소집단별 목록은 팔려나간 낙찰가격 액수 순으로 정렬하여 작성한다. 이때 각각의 아이

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당장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생각하여 적어보게 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소집단 베스트7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개인별 베스트7과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 

선택들을 했었는지를 느껴보도록 한다. 이 게임의 목표는 개인의 베스트 선호서열과 집단의 서열을 일치시

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다양한 차이와 다른 시각이 존재하느냐를 깨닫게 하는 데에 있

다. 

다음은 소집단의 가치서열에 따라 각 소집단간의 가치경매 게임을 한번 더 진행한다. 이때 투자액수나 

서열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주어도 좋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집단 규모가 올라갈수록 베스트7의 목록들은 서로 유사점을 공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토론 분위기의 학급에서는 개인-소집단-대집단의 베스트 목록 사이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되기 쉬

우며, 이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템 베스트3을 선정하여 그것이 중요한 이유와 그것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지도하면 된다. 만일 토론 분위기가 산만하여 별다른 공통

점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통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

에 통일 과정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임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한다.14) 

4)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문제

통일 사회의 미래상은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나눔의 문화

가 풍성한 사회’, ‘인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상승된 국력을 가진 도덕적 민주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

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기초라고 볼 때 민주라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

민주라는 가치는 ‘반공’과 동의어이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우월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맹목적 신념 함양보다는 그 원리와 지향가치를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여러 대

안적인 이념과 체제를 구상하고 실험해 오는 가운데 최선의 가치이자 체제라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

한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는 여러 대안적 이념과 체제들과 차별된 형태라기보다는 발전과

정에서 여러 이념과 체제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온 열린 이념과 체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

금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이념과 체제가 하나의 스팩트럼 속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

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여러 대안 중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구가해줄 수 있는 이념이

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개방적 견해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이념이나 덕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동

시에 소중한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14) 이외에도 평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왕따와 북한 사회의 패거리 등을 재구성

하여 문화이해지 형태로 제작,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는 Mind Map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안보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안보를 유비토의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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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방법 예시 : 신문 만들기>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학습은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기 쉽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일미래상을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보는 과정을 유도하는 것도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신문만들기를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학습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꾸며보게 하는 것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기사와 사진들, 그래프, 그림, 광고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다루어지고 있는 범위도 정치적인 사건에서부터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여행, 건강, 여가생활 등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다. 바로 신문에는 우리 지구촌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

가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신문을 이용하여 통일문

제와 관련된 신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판단력, 통일의지를 키워 나가는 활동이 

곧 신문 만들기 모형이다.

신문만들기 모형을 통해 통일미래상을 꾸며보도록 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모둠별로 기획을 하도록 한

다. 신문의 기획은 하나의 밥상을 차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식단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그 밥상의 거

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우선 자료조사, 관련자로부터의 정보수집, 타 매체 보도자료 등의 

기초 취재가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기초 취재 결과에 대해 토론 및 아이디어 제공을 통한 토의가 이루어

진다. 교사는 기획을 돕기 위해 정보검색에 유용한 사이트 주소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취재가 이루어진다. 취재의 결정은 기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획을 결정하면서 취재원을 모

색한다. 기획회의 때 취재 방향을 결정하면 실제로 취재를 나갈 때는 세부사항에 보다 주력할 수 있다. 세

부사항은 기사작성 방식에 따른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고 필요한 목록을 뽑는다. 각

종 문서자료, 인터뷰, 탐방, 현장 취재 등을 결정한다. 학습과정에서는 신문검색을 통해 이러한 취재가 이

루어진다. 

다음은 기사작성이다. 기사 작성은 명확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 표준어와 바른 문장은 필수적이며, 

눈에 거슬리는 은어나 비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는 현장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자료 검색을 통해 적절한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글 전체는 핵심내용이 구별되는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되, 각 문단마다 문단의 내

용을 드러내는 소제목을 만들어 단다.

제목은 기사가 독자를 낚는 미끼라고 한다. 제목을 만드는 절차는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기 위해 읽

고, 두 번째 읽으며 기사를 정리한다. 세 번째 읽으며 중간제목을 붙이고, 기본이 되는 제목감을 찾는다. 

그럼으로써 제목을 만든다. 제목 만들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나 단어를 주제로 만들고 부제목에서는 

그 주제목이 갖는 의미를 보완해야 한다.

끝으로 편집 및 발표단계이다. 모아진 기사들 가운데 신문에 실을 기사를 가려내고 어느 기사를 어느 자

리에 얼마의 크기로 실을 것인가를 정한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뉴스를 취사 선택하고 기사를 배열해서 

하나의 신문을 꾸미기 위해 구성원들은 수집된 기사를 지면 위에 배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신문에 실리

게 될 기사들이 모둠내 구성원들의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지면에 사진과 기사를 적절히 배치한다. 또

한 한 눈에 무슨 내용의 기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목과 머리기사에서 1단 기사까지 한 지면에 실리는 

기사들로 지면을 구성한다. 편집담당자는 머리 속에 정리된 지면을 실제 신문 크기의 종이에(레이아웃) 그

려낸다. 이렇게 완성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를 담은 신문이 완성되면 실물화상기를 통해 발표하

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학생들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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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론 : 즐거운 통일교육의 구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세대를 초월하여 잘 알려진 노래는 애국가를 

제외하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장된 말일까?  그만큼 우리는 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성취해야 할 목표라고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바다를 찾아다니며, 마우스와 자판만으로 게임을 즐기는 

N세대들에게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요 민족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실의 아

이들, 내가 담임교사로 지도하고 있는 N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슴속에 통일은 어떤 자리 매김을 하

고 있을까? 그들에게 통일문제를 차가운 머리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따뜻한 가슴이 있을까? 

그네들에게 동포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있을

까? 나아가 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또한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만족할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통일교육은 현재라는 잣대로 과거의 잘못된 교육적 요인에 대해 논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대안

적 차원에서 통일환경 변화와 세대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대안 중의 하나는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  기존의 통일교육 방

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습자의 관심이나 배경, 발달 수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하였다. 게다가 통일교

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너무 치중해 온 결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및 자료의 개발 등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학습자의 관심이나 배경,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현장의 통

일교육에 적용시킴으로써 N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N세대 자

신과 우리의 문제로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즐거운 

통일교육,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통일교육, 놀이를 통한 활동중심의 통일교육 등을 다양하게 활용

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그리고 학교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이 서

로 맞물려지도록 추진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N세대들의 통일의식을 제

고시킴으로써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1) Edutainment 형의 통일교육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Edutainment(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놀이

학습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열린교육이나, 각종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교육방송, KBS MBC SBS 방송국의 각종 퀴즈프로그램 등이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놀이를 하면서 공부한

다. 기성세대가 보면 크게 당황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톡톡튀기만 하는 N세대아이들을 재미와 흥미 없

이 가르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 되어 버렸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이전에 교사가 먼저 힘들어진다. 더군

다나 통일교육은 그 특수성에 의해 더욱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즐겁고 신나게 수업하고자 하는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수업방법은 크게 세 가지 영

역이 있다. 첫째는 영화와 뮤직비디오, TV다큐와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자료를 녹화하거나 수집하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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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영상으로 변환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고, 둘째는 스피드퀴즈, 액션스피드퀴즈, 크로스퍼즐퀴즈, 도

전 골든벨 방식의 퀴즈들을 단원 정리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모둠별 학생 영상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영상세대인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재

미있는 수업,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놀면서 배우는 수업(에듀테인먼트)을 목표로 수업

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퀴즈식 수업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수업 형태 중의 하

나이다. 단지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목표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생

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달성한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 

그 자체를 싫어하는 몇몇 학생들까지도 모두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 좋다.

따라서 이러한 에듀테인먼트 형 통일교육의 도입은 통일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학습자들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취약한 신세대 교사들로 하여금 딱딱한 문제로서의 통일문제가 아니라 즐기면서 학

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해 준다.

2) 협동학습을 활용한 통일교육

오늘날 교육 이론 및 연구에서의 지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개인주의적, 경쟁적인 접근에서 탈

피하여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통하여 하나의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15)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을 하나의 '백지 상태' 혹은 '빈 그릇'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그러한 백지 상태나 빈 그릇에 온갖 정보와 지식들을 채워 놓는 것이고, 학습자들은 그러한 정보나 

지식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졌었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의 

성장이나 학습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하나의 ‘산물(product)'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proccss)'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있다. 따라서 지식이나 정보는 학습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발견되며, 변형되고, 나아가 확

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을 그들 나름대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협동학습은 학생 팀성취 보상법(STAD: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팀보조 개별학습

(TAI: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토너먼트 게임 학습(TGT: TeamS Games Tournament), 자율

적 협동학습(Co-op Co-op), 집단탐구법(GI: group investigation), 함께 학습하기(LT: learning 

together), Jigsaw,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등을 들 수 있다.

   <교수방법 예시 : Jigsaw와  PMR>

초등학교 고학년에 활용할 수 있는 Jigsaw 학습 과정을 소개하면, ① 학습의 집단을 여러 그룹으로 나

눈다. (1개의 그룹은4～6명), ② 교사는 교재를 재구성하고 그 교재를 각 그룹의 학생 수에 맞게 분할 분

담을 시킨다. ③ 각 그룹은 정해진 고유의 번호를 가진 학생끼리 모여 새로운 그룹을 만든다. ④ 각 그룹

에서 모인 한 명씩의 학생이 재구성된 공통의 교재를 갖고, 그 교재를 토대로 각 가정에서 또는 각 학습 

15)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1999),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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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예습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발표하며 공동 학습한 다음 학습 결과를 도출한다. ⑤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이 끝난 각 학생들은 모집단으로 되돌아간다. 모집단에서는 각 학생 하나하나가 학습의 정보

원으로서 서로 상호 학습을 실시한다. ⑥ 공동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상호 평가하며, 교사는 의견과 학

습의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주고 그 학습 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도록 소집단 수만

큼 나누어진 부분 자료(소주제)로 재조직한 학습 자료를 특별히 고안해야 한다.

또한 PMR(Plus Minus Reconstruction)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 각각을 비교 분석한 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

다. 

한 예로, 대북 쌀 지원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효과적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해보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

찰하기 위해 인터넷과 현장 방문을 통해 통일부나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1차 자료와 2

차 자료)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북 쌀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

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

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3) 가상체험을 활용한 통일교육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내용을 모의실험 형태로 체험하는 가상체험 학습 모형은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 내용을 모의 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으로 컴퓨터 기법을 응용한 통일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역할놀이 학습과 동일하지만, 세심한 관찰과 실험 연구를 요하는 학습이 가능하므로 역할놀이 활동과는 근

본적인 이론의 차이가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대표적인 가상체험 학습으로는 북한 관광 가상체

험 학습과 문화이해지를 들 수 있다. 

  <교수방법 예시 : 북한 관광 가상체험>

북한관광 가상체험 학습 모형은 학습자들이 현재 가볼 수 없는 북부 지방을 지도를 통해 방문하여 각종 

유적지나 휴양소, 산업시설 등을 관광하는 학습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지리와 교통

수단, 관광자원에 대한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교사는 북한 관광 가상체험 학습이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리고 학

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북부지방의 지리를 지도를 통해 소개해 준다. 아울러 지도상에 북한의 교통수

단,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한 노선을 제시해 주고, 이 철도를 활용하여 북한을 관광하는 기간을 지정해 준

다.  대략 3-5일 정도로 제시한다. 가능한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북부지방의 지리와 철도 노선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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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복사된 자료를 배부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다음으로 북부 지방을 여행할 경우 방문 지역을 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3개 정도로 분할하고, 이 지역의 

관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둠을 2-3개로 구성한다. 각각의 모둠에게는 여행하게 될 지역의 지도, 교통

현황, 관광지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돌발 사건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대처방안을 학습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돌발사건에 대한 안내를 제시한다. 돌발사건은 여행 도중 북한의 

학생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는 북부지방 특유의 음식 문

화와의 만남 등이 설정된다.

다음 단계는 관광계획 수립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관광을 위한 준비물들을 열거하게 된다.  의

복이나 각종 부대 준비물들이 포함되지만, 가능한한 여비의 경우에는 교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남북한 화폐의 비율이 시기마다 일정하지 않고, 더욱이 학생들이 남한돈을 북한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북한 관광을 통해 본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준비물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관광 지역별 우선 순위와 행선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교통수단 활

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제한된 관광기간에 맞추어 관광일정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교사가 제시

한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다음 단계는 가상 관광 체험 과정 완성 단계이다. 관광지역, 교통수단 활용 계획이 수립되었고, 돌발사건

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이제 학생들은 지도를 통해 관광지별 철도 노선 활용계획을 기재하

고, 아울러 시간별 방문 관광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도 기입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능한 방문지역을 

확대해 놓은 지도상에 필기구를 활용하여 초안 형태로 기재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는 가상 체험학습 결과 토의 단계이다. 관광 체험 과정이 방문지역 지도상에 초안 형태로 기재

되면 이를 모둠별로 발표하게 한다. 다른 모둠은 발표내용을 경청하면서 관광기간, 장소, 교통수단, 돌발사

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현실적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발표하고 있는 모둠의 관광과

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다른 모둠이나 교사가 지적해 준다.16)

4) 현장학습을 활용한 통일교육

현장 체험 학습을 활용한 통일교육에는 크게 통일캠프, 북한관 ․전방 등의 견학 학습, 백일장 ․공연․문화체

험 등으로 기획된 축제형태의 통일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통일 관련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통일 캠프, 통일 학교, 통일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통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수학 여행을 간다든지, 북한이탈주민들

의 남한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 체험학습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7)

샘패스(Sampath)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본 정보의 3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말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정보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따라

16) 오기성 외,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서울: 통일교육원, 2001)

17)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2),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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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험 학습은 학습 과정과 기억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

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마음’(도덕적 민감성)을 흔드는 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

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습자가 견학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내실 있

게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

간 사회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현장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할 장소와 시간, 견학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여 알아두어야 하며, 견학 후에는 반드시 소감

이나 반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5) ICT 활용 통일교육18)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학습의 자율성과 유연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에 의한 창의력 및 문제해결

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ICT 활용 수업의 다양한 활동 형태는 학습자 중심, 실생활의 문제 해결 중심, 과제 중심, 협동 중심 그

리고 교육 과정의 통합이라는 큰 방향 아래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 및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

능성과 연관 지어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각 활동 유형은 수업 전개 시 한 가지 이상의 

유형과 혼합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8가지 유형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교수방법 예시 : ICT활용 수업의 유형>

첫째, 정보 탐색하기는 과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인터넷 검색 엔진을 비롯한 웹사이트, CD-ROM 

타이틀, 인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탐색과제 선정과 수업준비」→「과제안내」→「학습

계획수립 및 정보수집」→「탐색결과 발표 및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정보 안내하기는 교사가 대부분의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유형으로 미리 잘 짜여진 수업처럼 교사가 

미리 수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단계에서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제공하거나, 미리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수업계획 및 수업

준비」→「학습안내」→「학습전개」→「학습결과정리 및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18) 이채연 교수의 웹교수 학습방:http://lotus.silla.ac.kr/~lcy/syber-younsu3.htm

   '98 경남 교원연수원 "인터넷 일반연수 과정"의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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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 연구하기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학습자끼리 공동 관심 사

항에 대해 각기 자료를 검색하고, 취합하여 결과물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연구과제 선정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연구계획 수립 및 정보수집」→「연구결과 발표 및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다.

넷째, 웹 펜팔하기는 E-pals(이팔 : 인터넷을 이용한 펜팔, 또는 Keypals 키팔 : 컴퓨터의 키보드를 이

용한 펜팔)은 인터넷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거나 언어 학

습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준

비」→「학습안내」→「웹 펜팔 활동수행」→「결과정리 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정보 분석하기는 다양한 방법(웹 사이트 검색, 설문조사, 실험, 구체물을 통한 자료 확보 등)으로 

수집한 원시 자료를 문서 편집기나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류, 조합하는 정보

분석 활동을 통해 결론을 예측하고 추론해 보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원시자료 확보 계획수립 및 수업준

비」→「학습안내」→「원시자료 확보 및 도구선택」→「정보비교 분류 및 분석」→「결과보고 및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웹 토론하기는 채팅이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허락이 된 

참여자들 또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토론주제의 선

정 및 수업준비」→「학습안내」→「토론활동」→「토론결과 발표 및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다.

일곱째, 전문가와 교류하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학부모, 선배, 다른 교사 등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탐구 및 학습 활동을 할 때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그 절차는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준비」→「학습안내」→「전문가 교류활동 수행」→

「결과정리 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덟째, 정보 제작하기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

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홈페이지로 만드는 유형이다. 그 절차는 「수업 계획수립 및 수업준비」 →「학

습안내」→「저작활동 수행」→「결과정리 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가상체험학습의 차원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은 정보검색,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을 통한 정보교환 

및 활용, 북한실상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인 정보사냥대회를 활용할 수 있다.

  4. 초등학교 통일교육과 교사의 역할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기본이념, 방향, 목적 등은 우리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통일교육을 위한 소재 및 자료를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흐름이 북한의 실정 및 통일관련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자율적인 판

단능력의 함양이라고 할 때,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법의 개방성은 불가피하다19).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행히 

19) 추병완(1997),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97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Ⅴ)》, 통일원,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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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당면한 문제나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세우고 탐색하고 학습자 자신이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

로 자기학습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여러 

가지 민족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용 방법을 기를 수 있는 학생주도의 탐구활동이 요구된다20)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구안하고 적용시키는 주체는 현장교사들의 몫이다. 따라

서 교사들이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시키는데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학

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탐색적 민주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

습보조수단을 사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취지를 벗어나

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자료를 소

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

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자료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층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 자

료의 활용이나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통일부의 견해를 참고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학습경험만으

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실제 생활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

양한 실천기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독후감 쓰기나 북한관 등의 현장 견학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나 각급 기

관,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를 교사가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교육정보와 각급 기관, 단체들의 통일교육 정보 등을 

찾아 응용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다섯째, 통일의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칫 금방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의 수업보

다는 우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초석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의 통일정책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들이 바람직한 민족

20) 인천광역시교육청(2000),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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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는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교

과 및 영역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업의 과정에서 어떤 수업모형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육내용, 학생들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모형의 선택은 수업의 효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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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1. 교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안점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모든 교과에 걸쳐서,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활

동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도록 확대해야 한다. 

통일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각 교과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지식, 가치관, 태도를 포함하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도록 해야 하며, 교과 이외의 각종 과외 활동을 통하여 통일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북한 언어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지식을 통해 국어의 이질화 문제를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시각에서 접

근해야 한다. 특히 언어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통합함으로서 보다 발전된 언어체

계의 수립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문학적 교류를 통해 한국 문학의 토양을 보다 깊게 할 수 있음을 인식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첫째, 남북한의 언어와 문학(아동문학 중심)의 특성에 대한 이해, 둘째, 남북한 언어

와 문학의 비교 및 차이점에 대한 인식, 셋째, 남북한 언어와 문학의 동질성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동

질성 인식, 넷째, 문학을 통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정서의 함양, 다섯째, 통일 이후 언어문제에 대한 

이해와 과제 등에 둔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경우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토대로 평화의 기초위에 화

해․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도덕적․윤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한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해결 사례

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능력 함양, 둘째, 분단과 전쟁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의지 함양, 셋째, 정서적 및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 이해, 넷째, 북한체제와 주

민생활, 어린이 학교 생활 및 일상생활, 윤리의식, 생활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 다섯째, 평화적 해결능력

에 기초하여 남북한 상호 적대감과 불신해소를 통한화해 ․협력 태도 함양 및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적

극적인 자세 확립에 둔다.

사회과의 경우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질성

과 동질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통일 한국에서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세부적 목표로는 첫째, 남북한의 정치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비교 이해, 둘째, 남북한 어린이와 주민의 정

치․경제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비교 인식, 셋째, 북부지방의 인문 및 환경지리의 이해, 넷째, 남북한의 교

류 협력사례를 통한 상호이해와 화해 ․협력 태도 고양, 다섯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통한 실용주의적 통일의식 함양, 여섯째, 통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상 이해 등에 둔다. 

음악과는 남북한의 어린이들이 학습하거나 즐겨 부르는 노래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고 상

호 가치지향과 구체적인 표현양식에서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이해하여,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



- 27 -

을 회복하고 민족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 음악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세부적 목표로는 첫째, 남북한 음악의 기본 특징 이해, 둘째, 남북한의 전래 동요의 동질성 이해, 셋째,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음악 향유 실태 이해, 다섯째, 남북한 전통음악의 특성과 상호 발전가능성 이해, 

여섯째, 남북한 음악의 장단점 이해, 일곱째, 음악 실기를 통한 통일의지 함양 등에 둔다.

미술과는 북한 미술을 이해하고 남북한 미술의 가치지향과 구체적인 표현양식에서 나타나는 미술의 동

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이해하여,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 미술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세부적 목표로는 첫째, 북한 미술의 기본적 특성, 둘째, 북한 미술의 형태와 특성, 셋째, 조선화와 전통

적 요소, 넷째,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의 미술활동과 미술 향유 실태, 다섯째, 남북한 미술의 차이점과 유사

점, 장단점, 일곱째, 미술 실기를 통한 통일의지 함양 등에 둔다.

2. 국어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가. 국어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 및 지도 지침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은 종래의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과 달리 학생의 ‘언어사용 능력’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사용 기능 영역(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언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 

등 3대 영역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지적 기능 신장,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사 교환 

기능 신장, 정의적 측면에서의 문예 감상 기능 신장을 그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방

법도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방법에서 교사의 설명과 시범 후 학생들의 직접적인 언어 · 감상활동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사용의 기능, 방법의 훈련을 중시하고 있지만, 사고를 표현하고, 언어에 

의해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 활동이란 점에서 언어 능력의 신장은 사고력의 신장과 함수관계

에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에서 내용(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감상의 내용)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관련 내용은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통일 관

련 내용은 학생의 사고를 사회, 민족, 나아가 세계의 문제로 확대하고 사고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

요한 언어활동 내용이기 때문이다.
21)

언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과 통일교육은 주로 남북의 언어 차이의 현상을 알게 하고, 남북의 동질성 회복

을 위해 언어 이질화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문학 영역에서의 통

일교육은 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서 문학에서의 통일 교육은 그 지평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반면 말하기 · 듣기, 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소재로부터 사

회적, 역사적 또는 철학적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될 때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기, 쓰기를 통한 통일교육은 친구간

의 갈등, 사회적 차별, 편견과 흑백논리, 시사적인 사회적 사건, 타국의 전쟁과 평화 등 학생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재로 하여, 평화, 상호 존중과 이해, 화해와 협력의 의의를 발견하고, 그런 관점에

서 남북 문제를 대하는 관점을 세워가도록 지도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8 -

아울러 말하기, 쓰기는 그 자체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 언어사용 활동의 한 측면이므로 다양한 읽기, 

문학 감상, 조사활동 등과 결합하여 토론하고, 발표하고, 쓰게 하는 종합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읽기 활동은 언어 기능 관련 통일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주요한 교육활동의 하나이다. 이를 위

해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평화, 화해․협력, 통일 

등에 관련된 읽기 자료의 제공과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어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지식, 감상,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등이 통합

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과의 통일교육도 통합적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교과교육에서 

요구되듯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국어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

을 하되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단어나 문장을 글로 엮어 이해를 도모하고 수수께끼나 

퀴즈 등을 통해 괴리감이 아닌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함으로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

도록 지도한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신문기사나 문자 정보 등을 읽고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통

일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어과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통일을 위한 준비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토론활동을 통해 자신의 통일 의식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하여 인지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의 근거를 찾아보고 말과 글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후 세상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남과 북이 공생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알아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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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어과 통일관련 내용 재구성

학년 학기 쪽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 관련 내용으로의 재구성 

4

1

28-

29쪽

<읽기>

1.새로운 시작을 위하

여

<되돌아보기> 전통문

화를 지키자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유

구한 역사동안 함께 한 전통을 찾아보고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남한에 제한되지 않은 북한의 전통문화나 놀이등

을 알아보고 함께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생각해 보

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 찾아보기

98-

99쪽

<말하기․듣기․쓰기>

4.오가는 정

함께 하는 우리

여러 종류의 문장

을 알맞게 사용하

여 편지 쓰기

- 북한의 친구에게 통일의 마음을 담아 편지 써보

기

- 북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보고, 북한 

친구들에게 북한말을 사용하여 편지글 써보기

2

24-

25쪽

<말하기․듣기․쓰기>

1.생각의 열매를 보아

함께 의논하기

토론하고 싶은 이

야깃거리 정하고, 

찬성과 반대로 나

누어 의견 교환하

고 정해보기 

- 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찬성과 반대로 나

누어 의견 나눠보기

- 찬성 쪽 의견과 반대 쪽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입장 정리하기

68-

69쪽

<말하기․듣기․쓰기>

3.슬기로운 눈으로

깨닫는 즐거운

‘평양학생 예술단 

공연’을 읽고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

이 실려 있는지 확

인하기

-평양 학생예술단 공연에 대해 알아보기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교류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

크랩하고 이야기해 보기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 알아보기

5

1

1 6 4

- 17

1쪽

<읽기>

4.이리보고 저리보고

숨어 있는 의미

<더나아가기>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

다.

인디언 추장이 백

인에게 보내는 편

지글을 읽고 전쟁

의 무의미성과 평

화의 중요성을 생

각하기

-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전쟁인 6.25에 대

해 알아보기

- 전쟁의 결과 우리 민족이 얻은 아픔과 그 해결방

법으로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통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

2
5 2 -

53쪽

<말하기․듣기․쓰기>

2.발견하는 기쁨

차근차근 알아보기

방언에 대해 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

로 하여 발표하기

- 북한의 언어생활에 관해 알아보기

-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언과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

준말과의 차이점 알아보기

1 9 6

- 19

9쪽

<읽기>

5.아끼고 사랑하며

가까이 가까이

글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사람’ 읽기

- ‘나무를 심는 사람’을 읽고 주제 찾아보기

-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의 의미처럼 통일을 위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심은 나무가 자라 어떤 열

매를 맺을지 생각하며 통일 한국 상상해 보기

6

1 4 2 -

47쪽

<읽기>

2.삶과 이야기

아름다운 삶

<되돌아보기>통일 말

하기 대회

사건과 배경을 생

각하며 ‘통일 말하

기 대회’읽어보기

- ‘통일 말하기 대회’를 읽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모둠 별로 역할을 정하고(통일부 장관, 학생, 아

줌마, 회사원 등)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생

각해 보고 역할극으로 꾸며보기

2
9 4 -

99쪽

<읽기>

2.살며 배우며

여러 갈래의 길 <더 

나아가기>인권과 가치

읽는 목적을 정하

여 ‘인권과 가치’ 

읽어보기

-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인권 활

동의 출발점이 되는 까닭 생각해 보기

- 전쟁과 생명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사회적 책임과 연대’는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생각해 보기

-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족의 평화에 대해 생각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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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4-1 국어과(말듣쓰)

단  원
4. 오가는 정

  함께 하는 우리

본시주제  여러 가지 문장을 알맞게 사용하여 북한 친구에게 편지쓰기 

차  시 2-3/3(80분) 교과서 98～101 교수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통일 편지쓰기 학습

학  습 

목  표

∘여러 종류의 문장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 

∘북한 친구에게 통일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여러가지 문장이 들어간 편지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data.edunet:net:9000/ICTDATA'A4/IL09/0000/U04/S011/18012002_112942.ppt

∘http://www.edunet4u.net/edunetWebApp/MKEDAIA10.action?event=initialize&state=load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전시 학습 상기

 ◦'머리, 어깨 발 , 무릎, 발‘놀이하기

 ◦ 한 부분을 빼면서 놀이하기

 

◉ 학습목표 제시

◉ 글의 내용 파악하기

 ◦교과서 98쪽의 글을 읽어봅시다.

  ․지숙이는 명수의 지우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명수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었나요?

  ․지숙이는 명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 말하듯이 글 바꾸어 쓰기

 ◦알맞은 문장의 종류로 파란 색 부분을 말하듯이 바꾸어 쓰고 

문장의 종류를 말하여 봅시다.

  ․지숙이는 뭐라고 말했나요?.

  ․지숙이 한 말을 써 봅시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을까요?

  ․이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숙이는 명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5′

1′

4′

7' ∙교과서 내용을 

통해 문장의 종

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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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 3

기본활동4

학습 정리

과제 학습

형성 평가

차시예고

◉ 글 내용 파악하기

 ◦북한 어린이 명석이가 쓴 일기글을 읽어봅시다.

 ◦잘 모르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생

각해 봅시다.

◉ 역할극으로 꾸며 봅시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문장을 사용해서 대화문으로 구성해 봅

시다. 

 ◦주어진 대화 글을 가지고 역할 극으로 꾸며보도록 한다. 

 ◦앞으로 통일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 종류의 문장을 쓸 때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글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알맞아야 한다. 

◉ 과제학습 안내

◦북한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보고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여 편지를 써 봅시다. 

◉ 여러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썼나요?

◉ 되돌아보기

7'

10'

4'

2'

∙북한 친구 

명석이의 

일기글을 읽고 

사용된 말의 

의미를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역할극을 꾸며 

보는 활동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적절히 

사용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달라진 말의 

쓰임과 의미를 

생각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글을 

쓰도록 한다. 

언어의 동질성과 

통일

언어는 인간 의사 소통의 기본 수단입니다.남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비록 의사소통

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

니다. 따라서 언어 이질성의 극복은 남북한 통일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나 모두 해당됩니다. 

< 이질화된 일상 용어의 예>

- 간참(참견), 보가지(복어), 곽밥(도시락), 쪽잠(잠깐 자는 잠), 칼바람(매운 바람), 

지어(심지어), 료해(이해), 끌끌하다(생기있고 듬직하다), 무으다(조직하다), 발가지다

(폭로하다), 수걱수걱(말없이 일하는 모습)

평가 계획 ∘적절한 표현을 통해 북한 친구에 대한 마음을 편지글로 잘 썼나요?

 4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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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깨동무 친구

4. 오가는 정 2  함께 하는 우리  ▶교과서: 98-101쪽

                                                                

※ 북한 어린이의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운 동 회

 6월 6일 맑음 

  오늘은 소년단이 처음 만들어진 소년단 창립일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밤새 

내일 행사로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마치 쪽잠을 잔 듯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아버지께 

날씨를 여쭤보았더니 칼바람은 아니지만 비가 온 후라 그런지 아침부터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또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다. 

  아침에 나오려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끌끌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리

고 학교에 가면 이신작칙 하고, 수걱수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참여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밧중 당기기 시작할 즈음 선생님께서 이악

스럽게 잡고 일떠서서 당기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말씀에 은을 내서 인지 후과는 우리의 승리였

다. 너무나 기뻐서 서로들 얼싸 안고 축하해 주었다.

 정말 기쁜 하루였다. 남한 친구들도 운동회를 할까? 궁금하다.

※ 내가 잘 모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의미를 알아봅시다.

※ 모둠 별로 대화글로 만들어 보고, 역할극으로 꾸며 봅시다.

 

※ 여러 가지 문장을 적절히 사용하여 명석이에게 내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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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2 국어과(말듣쓰)

단  원
3. 슬기로운 눈으로

  깨닫는 즐거움 

본시주제
 신문 기사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쓰기의 과정에 따라 신문 기사 쓰기 

차  시 2-3/3(80분) 교과서 68～70 교수학습 모형
MIE학습

NIE학습

학  습 

목  표

∘신문 기사에 들어 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쓰기의 과정에 따라 우리 모둠에 실을 기사를 쓸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 교류의 현황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신문 및 영상 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data.edunet:net:9000/ICTDATA/A4/2L09/0000/U03/S011/S008/18012002_144830.ppt

∘http:/sinmunban.hankooki.com(신문기사 작성의 원칙)

∘http://www.chungdong.or.kr ( 신문기사 작성의 유의점)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북한 말 바로 알기 시간

 ◦가담가담 - 가끔

 ◦허공 돌기- 공중 회전

 ◦갈음 옷 - 나들이 옷

 ◦닭알 빵 - 계란 빵 

◉ 학습목표 제시

◉ ‘평양 학생 예술단 공연’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68쪽을 누가 읽어 볼까요?

  

◉ ‘평양 학생 예술단 공연’을 다시 읽고 정리하여 봅시다. ◦교과서 

69쪽을 육하 원칙에 맞추어 가사를 다시 정리하여 봅시다.

5′

4′

6'

10‘ ∙교과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 보는 활

동을 통해 신문 

기사 작성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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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 3

선택활동

학습 정리

차시예고

◉ 문화교류 영상물 감상하기

 ◦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문화 공연을 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도록 한다. 

∙남북간 문화교류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이외에 남북한간 문화 교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기사 정리하기

 ◦우리 모둠 통일 일보에 실을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동안 

스크랩해 온 남북한 문화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 일보로 재구성해 보도록 한다. 

   ․교과서 70쪽에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알맞은 제목도 정해 봅시다. 

 ◦정리한 내용 발표하기

◉ 모둠별 통일 일보 만들기

 ◦ 오늘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기로 남북한 합의가 이뤄졌다

고 가정해 봅시다. 내일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요?

◉ 학습 정리 

 ◦모둠 친구들이 협동하여 기삿거리를 잘 조사하셨습니까? 

 ◦신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었나요?

 ◦앞으로 통일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 문화교류가 중

요한 이유를 생각하며 통일일보를 작성하였나요?

◉ 되돌아보기

15'

15‘

20'

3'

2'

∙가능한 최근 시

사자료를 보여주

도록 한다. 

∙북한 관련 자료

에 대한 스크랩이 

지속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한

다. 

 ․6하 원칙에 맞

게 조리 있게 설

명해야 합니다. 

남북한 문화교유

(예시)

 - 1999년 7월 :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 청년학생 통일세미나 개최

 - 2000년 6월 :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

 - 2002년 6월, 8일 :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시회

평가 계획

∘신문 기사에 들어 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가?

∘쓰기의 과정에 따라 우리 모둠에 실을 기사를 쓸 수 있는가? 

∘남한과 북한의 문화 교류의 현황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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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가 되어! 
 - 모둠별 통일 일보 만들기 -

                 

★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남북한 문화 교류에 관한 기사를 2개 골라 오려 붙이고 기사가

육하 원칙에 의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자가 되어 고쳐 보세요.

▶기사를 오려 붙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를 수정하여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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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오려 붙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사를 수정하여 써 보세요.

★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남북한 대표가 만나 한민족의 통일을 세상에 알린다고 합니다. 통일 

후 

   첫날 아침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담긴 신문을 받아볼까요? 여러분이 통일의 날 첫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어 신나는 통일 일보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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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1 국어과(읽기)

단  원
4. 이리보고 저리 보고

  숨어 있는 의미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본시주제

 ∘글을 읽는 방법 알기

 ∘전쟁의 결과 우리 민족이 얻은 아픔과 그 해결방법으로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통일을 통해 이뤄내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기

차  시 2-3/3(80분) 교과서 164～171 교수학습 모형
토론 학습

통일 광고만들기

학  습 

목  표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전쟁의 결과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그 해결 방법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실물 화상기, 국어 사전,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bss7436.nalove.cc/society/bank/72m2.htm(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

∘http://www.kfem.or.kr(환경은 생명입니다.)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전개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학습 분위기 조성

 ◦우리나라 6.25 전쟁에 관한 영상물 시청하기

  ․전쟁의 결과로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왜 이러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전쟁을 벌였을까요? 

◉ 학습목표 제시

◉ 학습 활동 선택하기

 ◦학습 활동 알기

  ․활동<1> : 내용파악하기/글 읽는 방법 알기/ 글쓴이에게 편

지 쓰기

  ․활동<2> :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내 생각 결정하기

   ․<심화 활동> : 내 생각을 광고로 나타내기

◉읽는 목적과 읽기 방법

 ◦글을 읽는 목적과 알맞은 방법 알기

  ․활동<1>,<2>를 선택하였을 때 각각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

어야 하나요?

  ․활동<1>,<2>를 선택하였을 때 각각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

어야 하나요?

 ◦읽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글 읽기

5′

4′

6'

10‘

․등장 인물에 대

한 이해와 주장

의 근거를 찾는

데 이해를 돕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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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활동

선택활동1

 학습정리

차시예고

 ◉ 활동<1>의 문제해결하기 

 ◦물음에 답하기 

   ․인디언 추장이 편지를 쓴 까닭은 무엇인가?

   ․인디언 추장은 인디언과 백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하

였나요?

   ․인디언 추장이 백인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를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인디언 추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봅시다.  

◉ 활동<2> 문제 해결하기 

 ◦ 토론하기 

  ․인디언의 관점과 백인의 관점에서 토론하여 봅시다.

◉ 통일 광고 만들기    

  ◦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전쟁방지와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

일까요?

  ◦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토롢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며 읽는다.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 발전의 기초가 된다.  

◉ 되돌아보기

15'

15‘

20'

3'

2'

∙가능한한 자기 의

견이 강하게 드러

나도록 편지를 쓴

다. 

∙모둠을 두 팀으로 

나누어 추장과 백

인의 입장에서 토

론해 봅시다. 

∙전쟁을 막고 평화

를 갈망하는 추장

의 의견과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한

반도 평화 정착의 

근거를 스스로 찾

아보도록 유도한

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우리 민족은 통일 신라 이후 단일 민족 국가로서 살아왔으므로 통일은 우리 세

대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 통일은 번영된 민족 북지국가를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계획

∘글을 읽고 글을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는가?

∘전쟁의 아픔과 그 해결 방법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는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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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보세요! 찰칵!
 - 통일 광고문 만들기 -

4. lfl 보고 저리 보고 2  숨어 있는 의미  ▶교과서: 164~171쪽

                                                                               

◈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을 서로 토론해 봅시다. 

친구 이름 친구의 의견

◈ 여러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써봅시다. 

◈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이 잘 드러나는 광고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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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2 국어과(읽기)

단  원
5. 나무를 심는 사람

  가까이 가까이  (나무를 심는 사람)

본시주제

 ∘글 속의 주제 찾기

 ∘통일의 필요성과 노력  

 ∘북한 속담 이해

차  시 2-3/3(80분) 교과서 196～199 교수학습 모형 미로 찾기 퀴즈 

학  습 

목  표

∘글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북한 속담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말 속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실물 화상기, 국어 사전, 학습지, 북한 속담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hpua.or.kr/word.htm# (북한 용어 모음)
∘http://my.netian.com/~holdall/(통일이의 북한말 배우기)

∘http://dprknews.hihome.com/dprknews-1-6.html (북한 속담)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전개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학습 분위기 조성

 ◦부모님과 헤어져 있었던 경험 이야기해 보기

◉ 학습목표 제시

◉ ‘나무를 심는 사람’을 읽고 주제 파악하기

 ◦‘나무를 심는 사람’ 읽기

 ◦ 할아버지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통일의 필요성 알기

 ◦ 통일이 필요한 까닭 토의하기

  ․할아버지가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었듯이 우리가 지금 심 어

야 할 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5′

4′

6'

10‘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나의 경

험과 연관시켜 

생각해 봄으로서 

감정이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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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량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활동

선택활동1

 학습정리

 

차시예고

◉ 통일 후 어려움 생각하기 

 ◦통일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 국가. 사회적 차원)

◉ 평화통일을 위해 할 일 생각해 보기

 ◦ 토론하기 

  ․통일 후에 일어날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생각한 것

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일을 이야기해 보

기

 ◦ 언어 이질화의 문제 

  ․언어 이질화 해결의 중요성 이야기하기

◉ 북한 속담 퀴즈     

<게임규칙>

․주사위로 게임 순서를 정한다

․통일의 길을 찾아 떠난다.

․자신의 순서가 되어 선택할 갈림길에 제시된 번호를 뒤집는다.

․속담을 듣고 문제의 답을 맞추면 다음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답은 모둠원의 의논하여 맞춘다.

․정답을 맞추기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 가지 못한다.

․도착점에 도달하면 ‘통일’을 큰 소리 외친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더 나아가기

15'

15‘

20'

3'

2'

․남한말의 차이점

을 부각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한 준

비로서 우리가 알

아가야 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남한말과 북한말

대중가요/군중가요. 들창코/발딱코 생활필수품/인민소비품.  운석/ 별찌돌. 맞벌이가정 /직장

세대, 뮤지컬/가무이야기, 소프라노/녀성고음, 주차장/차마당.  피뢰침/벼락촉, 가게 /가가 .단

백질/ 계란소. 단비가내리다/꿀비가내리다, 단숨 에/ 대숨에. 덜렁거리다/건숭맞다. 도넛 /가

락지빵. 개고기/단고기, 계단/디대, 구설수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구성/엮음새 ,꿈나라/

잠나라, 나돌아다니다/게바라다니다, 낙엽수/잎지는 나무, 내야수/안마당지기, 눈짐작/눈가량, 

라면/꼬부랑국수  

평가 계획

∘글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 속담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말 속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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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수께끼 풀기

5. 나무를 심는 사람 1  가까이 가까이  교과서196-199쪽

                                                                    

■ 북한의 속담을 알아 봅시다.

1. 근터구(까닭)없이 두 몽둥이로 매만 맞고 사는 것은? ⇨ 다듬이돌

2. 일 할 때에는 모자를 꽁무니에 쓰고 일이 없을 때에는 대가리에 쓰는 것은?⇨ 만년필

3. 한 평생 농딱총을 놓고 (눈총을 주고)서 있기만 하는 것은? ⇨ 신호등

4. 팽이는 팽이라도 돌지 못하는 팽이는? ⇨달팽이

5. 불피코(기필코)때려야 기쁜 것은? ⇨손뼉

6. 물레걸음(뒷걸음질)을 해야 이기는 것은? ⇨줄다리기

7. 가을에만 날 수 있는 직승기(헬리콥터)는? ⇨잠자리

8. 나올 때는 입으로 나오고 들어갈 때는 귀로 들어가는 것은? ⇨잠자리

9. 손 빈 기둥에 발닥코(들창코)구멍이 아홉 개 뚫린 것은? ⇨피리

10. 알을 낳는 뭉동이가 있어요. 그 알은 가도가도 뒤도 안돌아보고 가요. 무엇일까요? ⇨ 총알

11. 알 낳고 방귀뀌는 몽둥이는? ⇨총

12. 죽은 나무가 헤엄쳐 가는 것은? ⇨배

13. 기름만 먹고 발갈이하는 소와 같은 것은? ⇨뜨락또류(트렉터)

14. 하늘에는 총이 둘, 땅에는 침이 둘 있는 것은? ⇨별총총 어둠침침

15. 손도 발도 없이 나들문(출입문)을 여는 것은? ⇨바람

16. 하늘에 있는 세 마리의 개는 무슨 개일까? ⇨안개, 무지개, 번개

17. 지붕에서 내려오는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는? ⇨고드름

18. 빨갛게(새빨갛게)불타도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은?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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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1 국어과(읽기)

단  원
2. 삶과 이야기

  아름다운 삶 <되돌아보기> 통일 말하기 대회

본시주제

 ∘사건과 배경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기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까닭을 들어가며 말하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기

차  시 2-3/3(80분) 교과서 42～47 교수학습 모형
감상문 쓰기

통일 말하기 대회

학  습 

목  표

∘사건과 배경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관해 근거를 들어가며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실물 화상기,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baeoori.pe.kr (통일 에니메이션)

∘http://www.pyung.co.kr (통일 동산)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전개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학습 분위기 조성

 ◦‘민들레의 여행’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바람은 민들레에게 왜 산너머의 땅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

하였나요?

  ․민들레가 가본 산너머 세상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민들레가 자신과 조금 다르게 생긴 민들레를 보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습목표 제시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 교과서 42-47쪽의 글 내용 파악하기

  ․활동<2> : 통일에 대한 <나의 주장 발표대회> 갖기

  ․<심화활동> 통일 후 세상에 대한 통일 만화 그리기 

◉ 사건과 배경 알고 글 내용 파악하기 

◦글 내용 파악하기

  ․내일 특별활동 시간에 어떤 행사가 열리기로 되어있나요?

  ․아이들이 동석이를 비웃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석이의 말에 아이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 준 까닭은? 

5′

4′

6'

10‘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한 민족

이라는 자각을 

느끼게 하는 에

니메이션 자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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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활동

기본활동3

심화활동

평가활동

 

차시예고

 ◦글 읽고 소감문 쓰기 

   ․선생님께서 통일 말하기 대회의 참여는 말을 잘 하는 것

과는 상관 없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일 동석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소감문을 써 봅시다.  

◉ 통일 말하기 대회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모둠별 토론 

  ◦ 통일 말하기 대회 모둠 대표 뽑기

  ◦ 통일 말하기 대회 발표하기

 ◉ 통일 만화 그리기 

 ◦통일 후 세상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하여 만화를 그려  

보도록 한다. 

 ◉ 상호 평가  

 ◦상호 평가지를 활용하여 각 모둠의 주장 내용을 평가하도

록 한다.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

시한번 토론한 후 결정해 발표하도록 한다. 평가에 대한 

이유까지 밝힌다. 

◉ 더 나아가기

15'

30‘

8'

2‘

∙그림이나 편지글 

등 다양한 형식의 

소감문을 허용하

도록 한다. 

․모둠 별 토론 시 

마인드 맵을 활용

하여 생각을 나무

고 모으는 과정을 

경험하여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을 포트폴리

오하여 전시회를 

갖도록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요지)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6.15 회담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

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

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 장기 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평가 계획

∘사건과 배경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관해 근거를 들어가며 말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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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장합니다.!
 - 통일 말하기 대회 -

                                                           

 4. 삶과 이야기  2  아름다운 삶  ▶교과서: 42-47쪽             

        

◈ 통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세상

 ◈ 통일 말하기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을 주장해 봅시다.

나의주장

              

◈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하여 상호 평가해 봅시다. 

평가내용 상 중 하

 통일에 관한 의견을 근거를 들어가며 명확히 밝히고 있는가?

 모둠원끼리 의견 교환이 민주적이었는가?

 통일 후 얻는 것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성실히 표현하였는가?

 말하는 태도가 적절하고 성실한가?

우리 모둠이 선정한 통일 말하기 대회 일등은?   (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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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가. 도덕과 통일관련 내용 및 지도 지침

현행 도덕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1개 단원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학년별로 중복

되는 내용이 있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이념적이며 원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도덕과의 교과서 내용 중 통일교육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통일은 당위론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면 그 효과가 퇴색한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재미있

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일의 의미와 그 필요성, 그리고 실천의지를 키워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과서의 내용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에서는 3, 4, 5, 6학년별로 연간 3시간의 통일교육 단원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는 다른 교과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통일교육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되어 지도될 수는 없는 교육적 특성상 편성에 무리가 있다. 

본 지도방법은 각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는 단원별 40분씩의 3차시 분의 교육과정을 차시통합의 

방법을 적용하여 2차시 분으로 축약한 대신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인간적이고 동질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

으므로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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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단원분석 및 재구성

학

년

단원

(쪽수)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교육 관련내용으로의 재구성 방법

3

5. 우리 

  의 

 소원

 (82-

 100)

분단의 아

픔과 통일

의 필요성

1/3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자료보고 

느낌 말하기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질문

지 풀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을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기 

∘이산가족의 아픔

∘2002 부산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

∘생활, 문화면에서 남북한의 비교 질문

∘‘통일’에 대한 마인드 맵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한 빙고게

임 하기

∘통일의 필요성 이해

시 청

각 활

용 수

업 모

형통일을 이

루려는 마

음 다지기

2/3

∘통일에 대한 노래 듣고 느낌 

말하기

∘통일을 소망하는 노래 만들어 

보기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다지기와 통일

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발해를 꿈꾸며’ 노랫말 알아보기

∘‘국토분단’. ‘남북통일’로 4행시 짓기

∘통일후의 모습을 그린 가상뉴스 만들

기

놀 이

학 습

모형

통일을 위

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3/3

∘통일스크랩북 만들기

∘통일후의 모습 등을 다룬 가

상뉴스 만들기

∘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 하기

4

5.

내나라 

내조국  

 (82-

 100)

나라를 지

키고 사랑

하는 까닭

1/3

∘국가안보의 중요성 알기

∘우리 민족의 국가안보 능력에 

대해 알기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알기

∘서희와 안용복의 사례를 통한 나라사

랑 이해하기

∘‘서해교전’ 사례의 분석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반성과 각오 정리하기

NIE학

습 모

형

나라를 위

하는 마음 

다지기

2/3

∘예화글을 읽고 안보에 대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기

∘동시를 읽고 느낌 이야기하기   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실천하기

∘나라를 위하고 지킨 분들이 사례 조사

∘’안중근 의사’ 역할놀이 하기

역 할

놀 이

학 습

모형

나라를 지

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3/3

∘’안중근 의사’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 역할놀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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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단원

(쪽수)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교육 관련내용으로의 재구성 방법

5

평화통

일을

(122-

 133)

(1/3)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

∘통일을 위해 준비할 일 알기

  평화통일의 당위성 알기

∘남북 분단의 고통 알기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사례와 그 이후의 

모습

∘남과 북의 현실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통

일 서명록 쓰기)

집단탐

구학습

모형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

다지기

(2/3)

∘최근 남과북 사이에 일어난 일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

기

∘북녘 땅을 오갈 수 없는 이유 알

기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과 실천

∘‘도전 통일벨 퀴즈’ 게임하기

∘‘우리의 소원‘ 노랫말 개사해 보기

퀴즈쇼

학습모

형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

기

(3/3)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을 알아보고 

나의 의견 적어보기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알기

∘통일을 위해 실천할 일 찾기

6

8.평화

통일의 

길

(114-

 129)

통일조국의 

미 래 모 습 

알기

(1/3)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달

라질 모습 알기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알기

∘통일 조국의 국기와 국화 그려보기

∘한반도를 통일 지도에 그리고  조사 내용

을 붙이기

가상체

험학습

모형

평화통일의 

뜻을 지니

고 준비하

기

(2/3)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슬픔 알

기

∘달라진 언어 생활에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겠다는 마음 갖기

  통일실천의지 다지기와 활동하기 

∘통일 신문 만들기

∘모둠원끼리 신체를 이용하여  ‘통일’ 글자 

만들기

∘평화의 마을 꾸미기

신문만

들기학

습모형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3/3)

∘모둠별로 주제 토론하기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을 만들기

∘신문기자가 되어 북한의 모습을 

취재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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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3-2 도덕과

단  원  5.우리의 소원

본시주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기

차  시 1/2(40‘) 교과서 82-87, 생길:76-87 교수학습모형 시청각활용모형

학  습 

목  표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아픔을 알고,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ICT자료(2002부산아시안게임, 북한의 경치, 이산가족 상봉 동영상 자료등) 

 ․http://uniedu.go.kr.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동기유발

목표확인  

및

문제파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동영상 보여주기

 -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각

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 자료 화면을 보고 변화된 생각이 있으면 발표한

다.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북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는 까닭 알아보기

▶학습목표 제시

5‘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동영상

•북한의 경치에 대

한 동영상

•파워포인트

관련규범

찾기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교과서 84-87쪽과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느낌점 이야기하기

-선경이가 백두산을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 알아보기

▶2002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공동 응원 모    

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자신이 통일을 바 

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15‘ •이산가족 상봉을 

담은 자료

•통일을 바라지 않

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

으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기본활동

3

보충활동

1

▶‘통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보도록 하자.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하여 빙고게임을 해 

보자.(과외활동: 낱말퍼즐)

 -통일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나 

쁜지 발표해본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응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다.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이 같이 응원하는 장면 

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

 -나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 

보고 통일에 대해서 변한 생각 발표하기

17‘ •통일과 관련된 마

인드 맵과 빙고

놀이를 통해 통

일에 대해서 친

근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 알기 학습지

실천동기

의 강화

학습정리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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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지도 그리기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87쪽

■ ‘통일’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이용해 마인드 맵을 완성해 봅시다.

통일세상

■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마인드 맵의 내용이 풍부하고 소감에 평화통일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상

 마인드 맵의 내용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다 중

 마인드 맵의 내용이 빈약하고 소감에 평화통일의 의지가 부족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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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빙고 게임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87쪽, 생길: 76~87쪽

■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하여 빙고게임을 해봅시다.(예시)

이산가족 축구 백두산

경의선 부산아시안게임 남북통일

경수로 식량지원 한민족

■ 다음은 남북한 말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알맞게 골라 쓰시오.

       <보기>

    빨래집, 닭알, 만화영화, 공, 위생실, 골키퍼, 냉장고, 판종이, 초등학교, 계단승강기, 

    아이스크림, 샴푸, 고음기호, 남새, 과일단물, 휴식날, 커튼, 외동옷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주스 뽈

문지기 얼음보숭이

높은음자리표 화장실

머리비누 채소

인민학교 공휴일

마분지 랭동고

세탁소 에스컬레이터

계란 그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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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퍼즐 맞추기

■ 가위로 잘라서, 위에는 글자가 아래에는 영어가 오도록 맞추어 보세요.

   

ㅌ ㅗ ㅣ ㄹ

K O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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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통일지킴이  3학년 (  )반  이름: (          )

■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나와의 약속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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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2 도덕과

단  원  5.우리의 소원

본시주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다지기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차  시 2/2(40‘) 교과서 88-100, 생길:82-88 교수학습모형 놀이학습모형

학  습 

목  표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다지기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학습지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동기유발

목표확인 및

문제파악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보기

 -뮤직비디오를 통해 느낀점을 이야기해본다.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오늘 배울 학습목표를 찾아봅시다.

7‘ ◆서태지와 아이들

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보

고 어떤 장면인지 

교사가 설명해준다.

▶학습목표 제시

관련규범

찾기

4행시

짓기

▶‘평화통일’로 4행시 짓기를 해 봅시다.

-통일을 위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    

기해 봅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이나 경수로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 

 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5‘ ◇북한 주민들도 우

리와 같은 동포라는 

의식을 갖게 해준

다.

도덕적 

상황 

연습하기

가상상황

이해하기

놀이활동

하기

기본놀이

활동 전개하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다는 상황에서 느낌을 

  말해봅시다.

 -통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여 

러 가지 놀이활동을 해 봅시다.

상황1 : 통일 후의 모습을 그린 가상 뉴스 만들기

상황2 : 통일구호 만들기

상황3 : 북한의 친구들과 같이 가는 수학여행 지 

         도 만들기

(모둠별로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놀이활동을 해본다.)

20‘ ◇역할극을 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

지 않도록 하며 너

무 소란스럽지 않게 

한다.

◇통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긍

정적인 방향으로 이

끌어나간다.

도덕적 

실천

느낀점 이야기

하기

▶놀이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 

   리해서 발표해 봅시다.

 -통일을 대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 

   보자.

4‘

실천동기

의 강화

자기의지의 

강화

▶통일을 대비하는 나의 다짐 말해보기

 -친구들의 의견을 나의 의견과 비교하며 들어보 

  기

 -교과서 100쪽의 ‘마음에 새겨둡시다’를 다 같이 

읽    고, 실천 의지 강화시키기

4‘ ◇친구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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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며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의 가사를 확인하고 의미를 새겨 봅시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 민족의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철한 그 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 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천만인의 눈물이 있어

저 하늘로 자유롭게 저 새들과 함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인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요.

언젠가 작은 나의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엔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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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시 짓기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평화통일’을 주제로 4행시를 지어 봅시다.

  (재미있으면서도 전체의 뜻이 통해야 합니다)

보기

평 :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 여러분들 ,

화 : 화려한 금수강산에서

통 : 통일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 : 일합시다.

4행시 짓기

 평 :

 화 :

 통 :

 일 :



- 57 -

남북한 공동 수학여행가다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 다음은 남북한 어린이가 함께 수학여행을 간다는 가상뉴스입니다. 내용을 완성시켜 봅시다.

남북한 공동 수학여행가다!!

  안녕하십니까? KOREA 뉴스 남북한입니다.

오늘은 경의선이 개통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 100명이 부산을 출발하여 신의주까지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아이들 모두 얼굴에 함박웃음에 짓고 있으며 약간 상기된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은 모두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은 부산을 출발하여 (                ), 둘째 날은 (                )을 거쳐 신

의주에 도착합니다.

  남한과 북한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전보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눈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아이들 1명씩 2인 1조가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여행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이번 수학여행은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서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

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공동 수학여행의 횟수는 점점 더 많아 질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 기자였습니다.

◎ 앞으로 통일 모습을 상상하여 만든 가상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통일 후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여 

써 봅시다.

◎ 내가 만들고 싶은 통일 열차의 그림과 이름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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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가상 뉴스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 통일 후의 모습을 그린 가상 뉴스를 적어봅시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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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구호 내가 만들어요!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 통일을 다짐하기 위한 구호를 적고, 그 뜻을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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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맞이하는 나의 다짐  3학년 (  )반  이름: (          )

5.우리의 소원 ▶82~100쪽, 생길: 82~88쪽

♣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동시, 그림, 만화, 등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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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2 도덕과

단  원  5. 내 나라 내 조국

본시주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알기

차  시 1/2(40‘) 교과서 82-94, 생길:76-85 교수학습모형 NIE학습모형

학  습 

목  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안보관련동영상자료(http://uniedu.go.kr), 위인전, 신문,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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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파악

도덕적

문제 탐색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1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2

도덕적 

문제 체험 

및 규범 

찾기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기본활동 3

학습정리

형성평가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 ‘안보’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말해보기    

  - 북한, 통일, 공산주의 등

◉우리 조상들 중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 말해보기 

  - 서희, 이순신 등

◉ 학습목표 제시

◉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교과서 84,85쪽의 만화를 읽고 서희의 나라 사랑에 대 

   해 알아보기

  -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 서희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 내가 서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안용복의 이야기 듣기

  - 안용복이 지키려고 했던 섬은 무엇입니까?

  - 안용복이 그 섬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까닭은 무엇일

까요?

  - 안용복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 내가 안용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멋진 훈장 수여하기

◉ 나라를 위한 분들에게 표창장 만들어드리기

◉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시절의 사진이나 그림을 신문에 

   서 찾아보기

  - 어떤 장면의 사진이나 그림인가요?

  - 그에 알맞은 기사를 쓴다면?

  - 기사를 쓰고 난 소감 및 느낀 점은? 

  -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쓰기

◉ 가족과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기

  - 가족을 위해 할 일 : 내 방 청소 내가 하기, 물건 아

껴쓰기, 심부름 잘 하기, 몸을 튼튼히 하기 등

  - 나라를 위해 할 일 : 교통 질서 지키기, 공공 장소에

서 떠들지 않기, 국기 바르게 달기, 외국인에게 친절

하기 등

◉ 우리 조상들의 나라 지킴 방법 말하기

◉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말하기

◉ 차시 내용 ; 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실천하기

◉ 과제 ; 안중근 의사에 관한 위인전 읽기

3‘

1‘

8‘

8‘

11‘

6‘

2‘

1‘

☆ 안보 관련 동영상 

자료, 위인전 

☆ 아동들에게 추상적

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나

라사랑의 까닭과 방법

을 알도록 한다.

☆ 실물화상기

☆과제학습지1

☆과제학습지2

☆ 안용복 예화자료

☆활동지1

☆활동지2

☆ NIE 학습지, 신문

☆ ppt 정리 자료

☆ 나라를 지키고 사

랑하는 것은 어른들만

이 아닌 아동들도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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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4 학년    (     )반 

                                                            이름 : (          )

 ■ 신문에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한 내용의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봅시다. 

  1. 준비한 사진이나 그림을 신문에서 오려 붙여보세요.

    

  2. 여러분이 신문기자가 되어 위 사진에 알맞은 기사를 써보세요.

  3. 신문기사를 쓴 소감이나 느낀 점을 써 보세요.

 

 4.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써보세요. 

 나라 내 조국

82-94, 생길:76-85 5.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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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야기

♥ 책, 비디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어른들로부터 

전쟁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봅시다.

▶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5. 내 나라 내 조국

82-94, 생길:76-85

  

4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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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만남

▶비디오, 사진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을 찾아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1. 이산가족이 만나는 현장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보세요.

2. 1번 사진이나 그림이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써 보세요.

3.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을 편지나 일기 형식으로 써 봅시다.

 5. 내 나라 내 조국

82-94, 생길:76-85

  

4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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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만들어 드리기

♥ 나라를 지킨 훌륭한 분에게 드릴 훈장을 예쁘게 꾸미고 자신의 훈장을 주고 싶은 분과 왜 주고 싶은     

지 적어 봅시다.

 

훈     장 

 훈장을 주고 

싶은 분의 이름

훈장을 주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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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으로 표창장을 !

     제    호

표 창 장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

 5. 내 나라 내 조국

82-94, 생길:76-85

  

4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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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2 도덕과

단  원  5. 내 나라 내 조국

본시주제  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실천하기

차  시 2/2(40‘) 교과서 95-100, 생길:86-91 교수학습모형 역할놀이학습모형

학  습 

목  표
 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www.uniedu.go.kr / nk.chosun.com  / www.yonhapnews.co.kr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파악

도덕적

문제 탐색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구체적 실천 

상황 제시 및 

행동화

습관화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기본활동 3

학습정리

형성평가

◉ ‘나라가 망해도 나와는 상관없다’란 어떤 뜻인지 말

해보기 

- 이기적인 태도 등

◉ 우리 모두가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나라는? 

 -국가안보가 위태로움, 나라가 망함 등

◉ 학습목표 제시

◉ 교과서 90,91쪽을 읽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고 마움을 알기

  - 택시기사가 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 택시기사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기

◉ ‘안중근 의사’ 역할놀이하기

  - 상황설정 ; 교과서의 제시된 상황 및 등장인물 

성   격 파악

  - 역할놀이 준비 및 참가자 선정 ; 의상, 소도구, 

배   역정하기

  - 역할놀이 시연

  - 역할놀이 관람한 느낌과 생각 평가 ;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내가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할건지 등

  - 역할놀이 재연 ;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재연하기

  - 역할놀이 정리 ; 역할놀이의 시연 및 재연과 평

가와 관련지어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알아보기

◉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해보기 

  - 공부 열심히 하기, 위인전 많이 읽기, 국토의 소 

    중한 알기 등

◉ 나라 사랑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해보기

◉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일 말하기

3‘

1‘

8‘

23‘

4‘

1‘

☆ 안보 관련 동영상 

자료

☆ 작은 일도 지나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

해 신고하는 태도를 

본받도록 한다.

☆ 북한 잠수정 사건 

사진

☆학습지1

☆ 나라를 튼튼히 하

고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

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연습을 하

게 한다.

☆ 학습지

☆ ppt 정리 자료

☆수행평가지

 5. 내 나라 내 조국

95-100, 생길:86-91

  

4 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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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놀이  4학년 (  )반  이름: (          )

5.내 나라 내 조국 ▶95~100쪽, 생길: 86~91쪽

⌚ 역할놀이 활동을 하면서 다음을 완성해 봅시다. 

1. 교과서에 제시된 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일본인 검사와 대화를 나

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안중근 의사, 일본인 검사, 국제재판관의 성격은 

각각 어떤지 써보세요.

 

안중근 의사 ;

일본인 검사 ; 

국제재판관 ; 

2. 역할놀이 활동을 직접 하거나 관람한 후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과연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옳을까요? 가장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장인물을 쓰고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지 써보세요.

3. 이제, 모든 역할놀이 활동을 끝났습니다. 오늘의 역할놀이와 관련하여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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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희망찬 우리나라의 모습이네요!!!!

                                                  

                                                  

내가 살고 싶은 우리나라  4학년 (  )반  이름: (          )

5.내 나라 내 조국 ▶95~100쪽, 생길: 86~91쪽

♥ 내가 생각하는 우리 나라의 미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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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4학년 (  )반  이름: (          )

5.내 나라 내 조국 ▶95~100쪽, 생길: 86~91쪽

♥나라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은 나의 생활을 항상 반성하는데서 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기본생활 습관을 반성해 보면서, 나라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

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역 실천할 일 잘함 보통 노력요함

맡은 일 

잘하기

 -내 방은 내가 청소한다

 -숙제를 스스로 한다

 -

자연환경

보호하기

 -집에서 꽃이나 나무를 잘 가꾼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다

 -

 -언제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공공질서

지키기

 -신호등을 지킨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

물자

절약하기

 -전기와 수돗물을 아껴쓴다

 -

정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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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2 도덕과

단  원  9.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본시주제  평화 통일의 당위성 알기

차  시 1/2(40‘) 교과서
124-127, 

생길:118-123
교수학습모형 가치명료화학습

학  습 

목  표
 남북분단의 고통을 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유로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지, 탐구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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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선택하기

긍지갖기

행동하기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통일국가의 

사례

알기

통일국가

를 이루어야 

하는까닭

실천의지

키우기

◎남북 분단의 고통 알기

 ․하루동안 옆 분단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기 

-불편한 점, 느낀 점 이야기 해 보기

 ․남북 분단의 고통을 알아보기

5

2

10

16

7

*학습지1

*수업 전에 미리

 해보도록 하기

*다른 나라의 통일

은 외교적인 문제

와 관련이 있으므

로 주의해서 지도

함

*탐구활동지

*신문이나 뉴스에

서 보도된 내용을 

제시해도 좋음

*학습지

*북한과 통일에 대

한 관심을 갖기를 

강조함

◎학습 목표 제시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준비해야 할 것을 알 수 있

다.

◎최근에 통일된 국가들의 통일 사례 알아보기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알아보기

 ․탐구 활동지를 보며 모듬원끼리 협의한다

◎변화하는 남과 북의 현실 이해하기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 알아보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점 알기

  -학습지 해결하기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

야기해 보기

 ․북한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자세

 ․‘통일서명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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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허리가 잘렸어요  5학년 (  )반  이름: (          )

♣ 국토가 분단된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1) 처음 국토가 분단되었던 위치를 지

도에 붉은 선으로 그어 봅시다

2) 국내적 원인을 조사하여 봅시다.

3) 국제적 원인을 조사하여 봅시다.

4) 국제적 원인과 국내적 원인에서 공

통점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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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나가기 위한 서명 받기  5학년 (  )반  이름: (          )

■ 여러분은 통일을 왜 이루어야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해 줍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서명을 받으세요

번호 관계 통일에 대해 나도 한마디 이름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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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 통일의 미래상 그려보기  5학년 (  )반  이름: (          )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모둠원과 의논하여 바람직한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예측 . 전망한 후 이러

한 통일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해가 어려운 말은 선생님께 손

을 들어 질문한다.

<학습과제>

1)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본다.

2) 독일의 통일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자료를 읽고 설명해 본다.

3)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사한다.

4) 모둠 토의를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방법을 작성한다.

■ 자료1 : 분단 극복 이후의 통일 조국의 위상 

사회면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의 사회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역할이 극도로 줄어들고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신산업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사회가 이룩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모든 측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향유

하고, 다원화된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경쟁과 조화관계를 이룰 수 있는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자료 

*출처: 손종국, 유영옥(1996), 북한학, 서울: 학문사, 853쪽).  

■ 자료2 : 탈북자의 초등학교 생활 수기

유치원 높은반 시기는 의무교육제도의 첫 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모두 11년제 

의무교육제도이다. 인민학교 4년제와 고등중학교 6년제와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해서 11년제 의무교육이 된다. 

때문에 유치원 낮은반은 다니지 못했더라도 높은반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 높은반에 입학할 수 있다. 

유치원 높은반 시기에 배우는 과목은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 ｢우리말｣, ｢셈세기｣, ｢그리기｣, ｢만들

기｣, ｢노래와 춤｣ 과목이다. 

높은반에서 ｢김일성 어린시절 이야기｣는 낮은반에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서 배운다. 다만 낮은반 시기에는 

어린시절 내용을 중심적인 것만 배웠다면 높은반에 올라가서는 낮은반 시기에 배운 것에 좀더 살을 붙여서 배

운다. 그리고 낮은반에는 어린시절 제목이 “군함바위에서”라고 생략해서 제목을 제시한다면, 높은반에서 제목

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제시해준

다.

그 다음 유치원 높은반에서 배우는 ｢우리말｣은 어린이들이 우리글을 읽고 쓰는 공부를 시작한다. “가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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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간단한 단어, 즉 ‘고기’, ‘누나’, ‘오이’ 등 받침이 한 개 들어있는 단어, ‘사슴’, ‘독’, ‘북’, ‘기중기’ 까

지 배운다.

｢셈세기｣는 1-10까지의 더하기, 덜기, 30까지의 세기 등 초보적인 것을 유치원에서 배우게되며 ｢그리기｣와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크레용을 쥐고 그림을 그리거나 색종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게 한다. 

이처럼 유치원 높은반 시기에는 학교가기 전의 의무교육이므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초보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높은반에 올라간 나는 처음에는 무척 즐거웠다. 이제는 연필로 글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신났다. 그리하여 공부시간에도 선생님의 설명도 잘 듣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나의 즐거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놀고 싶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우리말｣과 ｢셈세기｣ 숙제를 꼭꼭 제시하군 하였다. 그러니 집에 가서도 유치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나면 언제 마을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 사이도 없는 것이다. 숙제도 많이 내군 하였다. 

오늘 ‘고기’라는 글자를 배웠다면 집에 가서 ‘고기’ 글자를 2장씩 써오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수업이 시작하자 마자 선생님은 아이들의 숙제를 검열하군 하였다. 숙제 검열을 해서 

그 날 숙제를 못한 어린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가는 시간에도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선

생님에게 검열을 바치군 하였다. 

유치원에 다닐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 한 것은 ｢셈세기｣였다. 특히 더하기와 덜기는 어린이들의 울음을 

터뜨리게 하군 하였다. 셈세기 시간만 되면 선생님은 신경질을 부리면서도 아이들에 셈세기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유치원 높은반 시기 나의 머리 속에서 제일 인상깊은 것은 체육대회에 나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북한

에서 6월 1일은 ‘국제 아동절’이라 하여 이날은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의 명절인 것이다. 때문에 이날만은 구

역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모두 모여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내가 높은반에 올라간 6월 1일에도 구역적으로 룡성구역 경기장에서 모든 유치원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였

다. 이날 나는 우리 유치원을 대표하여 자전거 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유치원 시기 나는 집에 자전거를 가

지고 있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방학 때에 내려오시면서 나에게 세발 자전거를 선물로 사가

지고 오시였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보다 자전거를 잘 타는 축이였다. 

드디어 자전거 경기가 시작되였다.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출발 깃발만 쳐다 보았다. 드디여 출발신호가 

내렸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전거를 탔지만 아쉽게도 꼴찌에서 겨우 벗어난 마지막으로부터 2번째 자리

를 차지하였다. 그날 선생님은 왜 졌는가고 묻는 것이였다. 그날 자전거가 어찌나 무겁던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선생님에게 “자전거 무겁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그만하면 잘 했다

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였다. 

*출처 : 한만길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교육, 1999), pp.28-43 참조

■ 자료3 : 통독 이후의 사회상(1)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흡수 통일 방식에 따른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조 달러 이상이 통일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에서의 심리적 무력감과 

소외감이 예상 외로 커지고 있다. 독일 경제가 휘정거리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우리의 통일이 독일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전에 통일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통일 이전부터 민족적 동질감을 고양시

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서로의 장점이 융합된 이후 조국이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료4 :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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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동구 공산권에서 혁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철의 장막 안에 있던 국가들과 베를린 장벽의 당사국인 독일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공산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러

시아를 포함한 동구권 국민들이 행동과  사상．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자

유」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통일과 함께 독일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또하나의 베를린 장벽을 쌓고 있다．통일

독일의 체제에 대한 구동독주민들의 적응문제 두 지역 주민간의 상호불신과 갈등, 독일국민들의 정체성 위기

와 정치.사회문화적 혼란 등은 이른바 ‘통일후유증’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분단의 문화유산과 통일

과정의 사회심리적 후유증 탓이다. 40년 동안 이질적 체제에 익숙했던 양독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리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주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자유와 경쟁의 논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치.경제적으로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 후 동독의 과거청산, 그리고 구체제의 개혁과정에

서 정치.사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실망했다. 통일 초기 물질적 삶의 풍요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서독 주민들도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 탓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통일이 완성된시점부터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구동독 지역

의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과거 서독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던 연방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구동독 지역에 도입했으

며, 동.서독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과 토론의 장을 확대했다. 또한 독일정부와 사회는 ‘나

눔을 통한 분단극복’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규모의 공공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동독 지역에 쏟아 부었다 ．이

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동서독 지역주민들은 한동안 통일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당시 동서독 지역간에 존재했던 엄청난 경제력 격차를 예상보다 빨리 좁힐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10주년을 즈음하여 나온 조사보고에 다르면, 구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

체성을 서서히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음으 장벽’ 이극복될수 있는 가능성 보여주는 전조로 

평가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1999. 11. 03, 08면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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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2 도덕과

단  원  9.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본시주제 북한어린이들의 생활모습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의 의지

차  시 1/2(40‘) 교과서
130-133,생

길:128-131
교수학습모형 도전, 통일벨모형

학  습 

목  표
여러가지 퀴즈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한 어린이들의 생활모습의 같고다름을 이해한다

자료 활용 계획  퀴즈문항지, 퀴즈판, 보드마카, 통일대비의식 설문조사지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개

전시학습 

상기 및 

과제확인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1차관문

넘기

2차관문

넘기

패자부활전

응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

○더 자세히 공부한 내용 확인

 -과제물 제출: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생활모습 

  을 알 수 있는 퀴즈문제를 조별로 만들어 오기

○‘어린이 행진곡’ 노래 부르기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에 도달을 위해 ‘도전 통일벨!’퀴즈쇼를 

   실시함을 알린다.

 -각자 퀴즈판과 보드마카펜을 책상 위에 올려놓 

  고 퀴즈에 임하는 자세를 바르게 한다.

○작성해 온 문항 중 10문제을 출제한다.

 -○×퀴즈문제

○교사가 미리 준비한 10문제을 제시한다.

 -○×퀴즈문제 및 객관식 문제

○교사가 미리 준비한 패자부활전 2문제을 제시한

다.

○2차관문 통과자 및 패자부활전 통과자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통일벨을 반드시 울리게 하기 위한 위문공연으

로 학급어린이들의 응원전

10‘

10‘

10‘

5‘

5‘

10‘

-시간적 여유가 부

족할 때는 사전에 과

제물을 수집하여 미

리 정리해 둔다.

-노랫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한

다.

-퀴즈판, 보드마카펜

43개

-퀴즈의 진행방법과 

유의점을 자세히 알

려준다.

-환호성은 용인하되 

소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문제출제 및 진행

은 교사가 한다

-퀴즈의 내용이 담

긴 문제 출제지

-1차 관문 : 10문제

-2차 관문 : 10문제

-패자부활전 : 2문

제

-평화통일의 미를 

이해하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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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정리

최종관문

넘기

통일의

의지갖기

설문조사

차시예고

○교사가 미리 준비한 최종관문 5문제를 제시한다

 -○×퀴즈문제, 객관식, 주관식 문제

○최종관문을 통과한 어린이가 교실 앞으로 나와 

‘통일벨(통일박)’을 울린다.

 -모든 어린이들은 환호와 함께 힘찬 박수로 통일

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도전 통일벨’을 실시하고 난 느낌을 발표해 본

다.

 -2～3명 정도 지명하여 발표시킨다.

○주어진 학습지 해결과 설문조사 하기

○차시예고

 -

10‘

-최종관문:5문제

-사전에 문제의 난이

도를 조정한다

-통일벨1

-북한 어린이와 주민

들의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레 평화통일의 

의지를 갖도록 유도

한다

-설문조사지

-학습지

< 1차관문 퀴즈 문항지 >

1.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있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

               ① 기타              ②피아노

2. 북한에도 어버이날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X)

3. 북한에는 라면이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O)

                    =2000년10월부터 생산됨

4. 북한의 어린이들은 모두 우리처럼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즐긴다. 

    맞으면O  없으면X  (O)

5. 북한의 졸업식은 3월이다. 따라서 새학년의 시작일은 4월1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X (O)

6. 북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105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류경호텔, 미완공

7.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로 집을 가질수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X) 

                             =국가소유

8. 북한 어린이들도 체육대회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9.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노력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그럼 몇 명을 낳아야 할까?

                                                                                          (2)

      ① 1명            ② 8명이상

10. 북한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X)

11. 북한에서는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O)

< 2차 관문 퀴즈 문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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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주민들의 재산목록 1호는 무엇일까? (2)

     ① 컴퓨터     ② 자전거

2. 북한어린이들은 소년단 입단식 때부터 계급장을 부여받는다. 

     맞으면O, 틀리면X  (X)

3. 북한만화의 최고 히트작은 무엇일까요?  (1)

    ① 소년장수        ② 빨간개미가 날라온 꿈 

4. 평양시내에는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고 탈수 있을까요? (3)

     ① 1000원          ② 10원       ③ 1원

5. 북한에서는 최고의 영화배우를 어떻게 부를까요? (3)

     ① 멋쟁이      ② 유명인      ③ 인민배우

6.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① 몸까기      ② 알까기      ③ 다이어트

7. 북한의 국보 1호는 무엇일까요?   (3)

     ① 평양종      ② 평양성      ③ 대동문

8.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 

      ① 무산흰족제비   ② 야생 반달곰     ③ 백두산 호랑이

9. 북한에도 왕따가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O)

10.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

      ① 감       ② 배         ③ 사과 

< 패자부활전 퀴즈 문항지 >

1. 북한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옥수수껍질로 만들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2. 북한주민들도 자장면을 좋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진한 밤색의 담백한 맛을 내며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최종 관문 퀴즈 문항지 >

1. 북한에서 최고로 인기있는 신발은 장화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2.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로 낙지를 오징어로 부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3. 북한 어린이들은 약 한달보름 정도의 방학이 있다. 이들에게는 방학도 마냥 쉴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주일마다 학

교에 가서 숙제등을 검열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방학은 좋은 것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스케이

트 타기와 외발기 타기(외날썰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4. 도루묵과 명태로 만들며 함경도에서는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북한 최고의 음식은 가자미식

혜이다. 맞으면 O.틀리면 X  (O)

5. 붉은색 머플러를 두른 북한의 소년단의 인사구호는 ‘항상 준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통일의식 설문 조사  5학년 (  )반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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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130~133쪽, 생길: 128~131쪽

※ 다음의 예와 같은 설문지 양식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합시다. 그리고 제출한 설문지를 선생님이     검

토, 보완해 주면, 그 설문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비교해 봅시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          문 응             답

1

  북한주민들의 생활모습은 어떠합

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

2
  남한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3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 84 -

통일로 가는 길, 나도 함께 합니다!  5학년 (  )반  이름: (          )

9.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130~133쪽, 생길: 128~131쪽

   

■ 나의 통일 다짐 실천 계획

▶

▶

▶

■ 통일로 가는 길!  나는 이렇게 실천했어요!

날짜 실천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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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도덕과

단  원  8. 평화 통일의 길

본시주제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알아보기

차  시 1/2(40‘) 교과서
114-119,생

길:102-108
교수학습모형 가상체험학습모형

학  습 

목  표

 ▷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달라질 모습을 알아보고,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와 우리

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VCR자료, 화보, 열린 학습지, 사인펜, 색연필, 가위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 마음열기

-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하기

◎교과서 114, 115쪽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자.

114,115쪽은 어떤 내용의 그림입니까?

- 그림에 나타난 모습은 모두 우리 나라의 발전된 모습입니

다.

◎학습 목표 제시

5‘ 교과서

 114～115

통일의 

장점과 단점

 

◎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보

기

 -장점 : 남북한 자유왕래,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발달, 전 

쟁의 위협 해소, 관광지역 개발 등

 -단점 : 문화,언어,교육의 차이에 의한 갈등, 사회주의와 민

주주의 사이의 갈등, 경제적차이 극복 등

3‘  인터넷 자료-필

요한 부분만 미리 

편집

통일후의 

가상세계 

짐작하기

통일이 된 후 일어날 수 있는 일 상상해보기

 -남북한 학생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

제들이 있을까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통일이 된 후 여러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나라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상상의 자유로

움을 갖게는 하

나 허무맹랑한 

의견은 제지한

다

모듬별 

협의하기

◎교과서 118～119쪽을 읽고 모둠별로 토의를 하여보자. 

경의선과 남북한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철도인

가요?

민족의 대동맥인 경의선과 남북한 도로가 복원되면 어떤 이

로운 점이 있을까요?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모둠 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세요.

자유롭게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여 보자.

 - 모둠별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

10‘ -모듬별 토의시 

합의사항을 이

끌어내도록 유

도한다

-평화통일만 을 

수용하고 제3의 

방법은 인정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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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가치

판단의

연습

통일국가

꾸미기

한반도 통일 지도를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담아 그린 태극

기와 무궁화를 붙여보자.

 -모둠 별로 협동하여 통일된 국가의 모습을 꾸며 보자.

 - 통일조국의 국기와 국화를 자유롭게 그리기

5‘ -한반도기

-어린이들의 창의

성이 드러나야 하

나 만화적인 요소

가 되지 않도록 한

다

실천

동기

의

강화

북한의 

가상적인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차시예고

◎ 생활의 길잡이 106,107쪽을 읽고 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글 전달하기

각자 통일을 기원하며 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 차시예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통일 신문 만들기

10‘ -교실에 ‘통일편

지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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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국 꾸미기  6학년 (  )반  이름: (          )

■ 한반도 통일지도에 통일된 국가의 모습을 자유롭게 꾸며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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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화와 국기  6학년 (  )반  이름: (          )

■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 담긴 뜻을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바르게 그리고 국기에 담긴 뜻을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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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도덕과

단  원  8. 평화 통일의 길

본시주제  통일 실천의지 다지기와 활동하기

차  시 2/2 교과서
120-129,생

길:109-115
교수학습 모형 신문만들기모형

학  습 

목  표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신문, 필기도구, 연필, 사인펜, 파스텔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실천 

상황제시

동기유발

학습목표

▶‘통일’ 글자 몸으로 표현하기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5‘

▶학습목표 제시

도덕적 

상황연습

모듬별 

주제선택 및 

토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을 두가지 상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해 보

자.

-선택 1 : 내가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보겠습니까?

-선택 2 : 북한어린이를 친구로 만나면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10‘ *학습지

*명상음악

실천다짐 

및 실천 

계획 

세우기

주제선택

활동정하기

▶모둠별 협의를 통하여 한가지 활동을 선택항 보

자.

 -활동 1 :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을 건설하기

 평화의 마을 구상하기→설계도에 따라 꾸미기

   → 이름 붙이기 → 완성된 마을 소개하기

 -활동 2 : 통일 신문 만들기

 계획 및 역할 분담→신문제작→ 신문소개하기

15‘ *모둠 협의시 주세

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

다.

*4절지, 풀, 가위, 

참고자료 색연필 

등

*소감발표는 모두가 

경청하여 간접경

험이 되도록 한

다.

*단지 어렵기 때문

에 돕는 것은 문

제가 있으므로 우

리는 한 민족임을 

강조한다.

도덕적 

실천

다짐

느낀점 이야기

하기

▶놀이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 

   리해서 발표해 봅시다.

 -통일을 대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 

   보자.

5‘

실천동기

의 심화

자기다짐 및 

실천다짐

차시예고

▶북한 돕기

 -북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을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시예고

 -재외 동포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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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만들기1 6학년 (  )반  이름: (          )

■ 2030년 내 주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통일신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메모해 봅시다.

   2030년의 내 주변의 변화에 대해 상상해 보기

    

      2030년이 되면 여러분은 몇 살이 되나요?

      부모님의 연세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통일은 되어 있을까요?

   신문 제작 과정

      (1) 역할 분담 : 편집장 1명(편집장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기자 나머지

      (2) 신문 제작 과정 설명

        - 기획

        - 현장 취재

        - 기사 작성

        - 편집

        - 인쇄

        - 배포

       (3) 신문 내용 검토(전날의 신문을 보면서 검토한다.)

        - 기사 제목(타이틀)

        - 기사

        - 사설

        - 사진

        - 만화

        - 만평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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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만들기 2    6학년 (  )반  이름: (          )

  발 행 인 :

  신문제목 :

  2030년        월         일

  광 고

※ 

A4→ 8절 도화지에 확대 복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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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가. 사회과 통일관련 내용 및 지도 지침

사회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

책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판단능력은 통일 사회로 가는 노정에서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 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 주고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시간적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남과 북에 있는 옛 도읍지, 문화재와 유적의 종류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같은 역사 공동체였음을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관계의 변화를 알아보고,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우리 민족이 겪

는 고통을 인식하여 남북한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남북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해 봄으로서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

도록 지도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기후의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남한과 북한의 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문지리와 환경지리적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조사해 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도

록 한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 이후 생활 모습의 변화상을 

예측해 보면서 민족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한다.

사회과를 통한 통일교육에서 학습 주제나 소재를 선정할 경우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자신들이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강의나 교육 자

료 등을 매개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소재를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 규범문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생활 문

화에 해당하는 소재로서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 이웃 생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활 문화 

중심의 접근은 추상성을 극복하여 구체성을 지향하는 데도 많은 이점이 있다.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을 분석,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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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회과 통일관련 내용 재구성

학년 학기 쪽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 관련 내용으로의 재구성 

4

1
82-83

쪽

서로 돕는 경제생활

3.서로 도움을 경제

활동

지역과 지역, 나

라와 나라는 경제 

생활에서 어떤 도

움을 주고받을까?

-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에 대한 내용 및 

그러한 협조가 이뤄지게 된 배경

- 북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서 북한과 어떤 

경제적 분업과 교류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2

17쪽
1.문화재와 박물관

옛 도읍지 여행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옛 도읍지를 

조사하여 그 곳에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 알아보기

- 개성남대문, 만월대 터 등 북한에 남아있는 

도읍지 관련 유적과 유물 알아보기

33쪽

2.가정생활과 여가

생활

여가생활의 변화

우리 조상들의 여

가생활을 살펴보

고 여러 가지 방

식으로 분류해 보

기

-북쪽 지역에서 예로부터 서민층과 양반층에

서 즐기던 여가생활 살펴보기

-남한과 북한의 오늘날의 여가생활모습 비교

해 보기

5

1
17-

18쪽

1.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과 생활

우리 생활과 자연

환경

우리 나라 기후의 

특징을 정리해 보

자.

-우리나라의 계절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전시

회 열어보기

-남쪽과 북쪽의 기후의 특징과 차이점 알아보

기

-기후의 차이에 의한 생활 모습의 차이와 자

연을 이용하는 모습 알아보기

2

116-1

19쪽

3.우리 겨레의 생활 

문화

민속을 통해 본 

조상들의 삶

단군의 건국이야

기에 담긴 뜻 알

아보기

-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였음에 대해 알아보

기

- 원래 하나였던 민족의 삶이 오늘날 많은 차

이점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 알아보

기

-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극복방안 

생각해 보기

129-1

30쪽

3.우리 겨레의 생활 

문화

민속을 통해 본 

조상들의 삶

옛날에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함께 즐

겼던 놀이나 노래 

찾아보고 조상들

의 생활 모습 알

아보기

- 옛날에 북쪽과 남쪽지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즐겼던 놀이 알아보기

- 오늘날 남쪽과 북쪽 지역 사람들이 함께 즐

기는 놀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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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쪽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 관련 내용으로의 재구성 

6

1
123- 

124쪽

3.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수립

과 발전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알아보기

- 6.25전쟁의 전개 과정 알아보기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 찾아

보고 현재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민족의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 알아보기

2

128- 

134쪽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통일을 위한 우리

의 노력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

는지 알아보기

- 오랫동안 한 민족으로 살아온 남북한이 여

러 면에서 달라진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

기

-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이뤄져 온 여러 회

담에 대해 조사하기

-예전에 북한을 바라본 인식자료와 최근 자료

를 찾아 비교해 보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131- 

134쪽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통일을 위한 우리

의 노력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

어야 하는 까닭

은 무엇인지 생

각해 보기

- 남북한의 경제 생활을 나타낸 자료를 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해 보기

- 통일을 위한 어린이들의 노력, 문화 예술을 

통한 노력, 경제 협력을 통한 노력, 스포츠를 

통한 노력 등에 대해 알아보기

-북한의 생활 모습 자료 찾아보기

135- 

137쪽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한국의 미래

분단국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

여 조사해 보기

- 독일의 통일 과정은 남북한의 상황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보기

138- 

142쪽

3.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한국의 미래

통일 조국의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고, 통일에 대

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알

아보기

- 통일이 된 후 우리 생활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통일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통일 후 나타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미

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

과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토

론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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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4-2 사회과

단  원
1. 문화재와 박물관

(1) -2 옛도읍지 여행 

본시주제 옛 도읍지에 있는 문화재와 유적의 종류를 알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차  시 2-3/3(80분) 교과서
12～13쪽

(탐 12～19쪽)
교수학습 모형

조사학습

게임학습

학  습 

목  표

남과 북에 있는 옛 도읍지을 알아보고 문화재와 유적의 종류를 알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도읍지 문화재 사진 자료, 백과사전, 도읍지 사전 조사서, 백지도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mi.edunet4u.net/mullib.ICTHhtmlRoot/ICTMulti/A42L
  1100000000000.html(멀티미디어 교육자료)
o http;//songhake.es.kr/tvook/4/4sh/4sh230101.html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기본활동2

전시 학습 상기

 우리 역사 속의 나라들 이야기하기 

  관광지로 유명한 남북한의 도읍지를 이야기한다

 옛도읍지 문화재 사진 자료 살피기

 어떤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가?

 도읍지가 가지고 있는 곳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학습목표 제시

 옛 도읍지의 문화재와 유적의 종류 알아보는 방법 알기

 어떤 방법으로 문화재와 유적을 조사할 수 있을까?

 조사 계획서를 세울 때 어떤 내용이 꼭 필요할까요?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발표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전에 한 곳의 도읍지를 선택하여 조사하게 하고 모둠 별 

로 조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여러 도읍지의 문화재와 유적 조사내용 알아보기

 오둠별로 유적지 조사 내용을 살펴본다.

 서울, 경주, 공주, 부여, 평양, 개성등의 유적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5′

10′

20‘

역사 지도, 사

회과 부도

프리젠테이션, 

옛 도읍지 자

료

북한의 도읍

지에 대한 자

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

트나 자료를 

다양하게 안내

해 줄 수 있도

록 한다. 

참고 사이트

http://www.k

rmuseum.co.k

r/http://www.

heritage.g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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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3

정리학습

 차시예고

 도읍지 관광안내도 만들기

  - 각 모둠 별로 맡은 부분을 꾸민다.

  - 각 부분들을 모아 붙이고 각 도읍지의 유적지를 이어주는 

관광 도로를 그린다.

  - 완성된 지도를 보며 주사위를 던져 게임 한다.

 ※ 게임규칙 : 124쪽 참조.

활동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옛 도읍지 있는 곳의 특징 알아보기

옛도읍지가 있었던 도시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날 다른 도시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알기

도읍지의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문호재 보호가 왜 필요하고 남북은 문화재를 보호 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까요?

차시 내용과 준비물

30′

10′

*남과 북은 한 뿌

리를 가진 한 민

족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유물 사진 자

료, 실물 화상

기

*우리나라 지

도를 살펴보며 

시대와 도읍지, 

자연 환경과의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

는 것이 좋다. 

* 모둠활동을 

잘한 친구나 

모둠에게는 칭

찬스티커를 주

어 칭찬합니다.

평여으 개서의 

유적

<개성의 유족> : 개성나성, 만월대, 선죽교, 관음사, 흥국사 석탑, 공민왕릉, 왕건의 

릉, 대흥산성, 관덕정, 박연폭포 등이 있습니다. 

<평양의 유적> : 평양성, 보통문, 대동문, 대성산성터, 안학궁터, 단군릉, 동명왕릉 

등이 있습니다. 

평가 계획
박물관은 전시 자료에 따라 어떻게 나누는가?

박물관에서 하는 일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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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읍지 여행 4학년 (  )반  이름: (          )

문화재와 박물관 옛도읍지와 문화재 ▶교과서 : 12~23쪽 ▶사회과 탐구 : 12~19쪽

※ 다음 지도에서 옛 도읍지를 찾아 표시하고 어느 나라의 도읍지였는지 적어 봅시다.

※ 다음 규칙을 생각하며 게임을 통해 도읍지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① 깃발을 제주 한라산에서 출발하여 경주, 부여와 공주, 서울, 개성, 평양, 백두산의 순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②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가 가장 큰 팀이 한 칸씩 이동한다.

 ③ 이동 후에는 도착한 도읍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④ 듣고 있는 친구들 중 3사람이 질문을 한다.

 ⑤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했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⑥ 백두산에 먼저 도착하여 깃발을 꽂은 사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끝낸다.

※ 북한도 도읍지 중 어떤 곳에 가장 가보고 싶습니까?

※ 활동 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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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1 사회과

단  원
1. 우리 나라 자연환경과 생활

  우리 생활과 자연환경

본시주제 우리 나라 기후의 특징

차  시 2-3/3(80분) 교과서 17～18쪽 교수학습 모형 전문가 수첩 만들기

학  습 

목  표

우리 나라 기후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기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백과사전, 사회과 전도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kma.go.kr/sub/sub_body04.htm (기상청 기후 변화자료)

http://myhome.hanafos.com/~lee8054/index.html (여러 지역의 생활)

 http://comsec.chongju-e.ac.kr/~inara/7/5/soci/1012/start.htm (국토의 여러 지역과 생활)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지도에서 휴전선 찾아보고 분단의 현실 깨닫기

 우리 국토는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기

   지도나 인공 위성 사진 찾아보기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

 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 발표하기

 홍수 장면 사진이나 눈사태 사진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느낌 말하기

 장마 피해, 눈사태 사례발표하기

 장마, 폭우가 쏟아지는 달 이야기하기

 홍수가 잦은 지역,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말하기

 

 학습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

  <선택활동> 나는 전문가!

   각 모둠을 남한과 북한의 파트로 나눈다.

   각 구성원은 항목을 정하여 조사 계획을 세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 수첩을 꾸민다. 

  <기본활동> 우리는 전문가!

   각 모둠원이 조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반적

인 기후의 특징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2′

3‘

허리가 잘린 

우리나라 국토 

사진을 보여주

면서 분단의 

현실을 자각하

도록 한다. 

전문가 수첩

작성시 남한과 

북한 조사 항

목을 통일 시

켜 비교와 분

석이 용이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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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선택활동1

선택활동2

정리학습

 평성 평가

 차시예고

 나는 전문가!

 지역별 기온, 강수량 및 계절별 강수량을 알아보자

 우리는 전문가!

 계절에 따라 지역별 기온과 강수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해 보자.

  남한과 북한의 기후의 특징 알아보기

  남한과 북한의 기후의 차이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북한과 남한의 비교

 남한과 북한은 모두 사계절이 뚜렷하다.

 북한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몹시 춥니다.

 우리 나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선택학습

인구밀도와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

일기 예상도를 읽고, 생활 모습 판단하기

우리 시도의 오늘의 날씨, 사회과 부도, 백과사전

10‘

10‘

5 

3‘

2‘

다양한 통계표

나 분석표를 

활용해도 좋다. 

참고사이트

비교하는 활동

을 통해 남한

과 북한은 별

개의 국가가 

아닌 모두 우

리 나라 국토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북한기후의 특징

 <기온>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0℃이고 남부지방이 14～15℃, 중부지방이 10℃ 내외인데 비하여 

북한의 북부지방은 3～6℃ 정도로서 남북 양단의 기온 차이는 8～12℃에 이르고 있다.

<강수량>

북한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1,000mm 내외로서 일부지방을 제외하면 남한에 비하여 적은 편

인데 그 중 50～60%가 6～8월의 3개월 동안에 내린다. 이는 주로 여름철에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이 때때로 태풍으로 변하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평가 계획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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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문가! 5학년 (  )반  이름: (          )

3.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생활 우리 생활과 자연환경 ▶사회과 탐구: 17~18쪽

※ 남한과 북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지명 1월(겨울) 8월(여름)

 1.중강진 -18.0 21.4

 2.나선 -8.3 21.1

 3.평양 -7.9 23.9

 4.원산 -3.6 23.9

 5.서울 -3.4 25.4

 6.강릉 -0.4 24.6

 7.광주 -0.2 26.2

 8.대구 -0.7 26.3

 9.부산 2.2 25.9

 10.제주 5.2 26.6

나는 (      )의 전문가 입니다.

전

문

가

 

수

첩

조사한 항목 조사한 내용

※ 남한 기후와 북한 기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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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1 사회과

단  원
3.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분단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본시주제  6.25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차  시 2-3/3(80분) 교과서 123-124쪽 교수학습 모형
미완성 이야기 창작

하여 완성하기

학  습 

목  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알 수 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다양한 사진 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koreanwar.go.kr (6.25전쟁의 전개 과정)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23386 (6.25전쟁)

http://www.puam-e.es.kr/puam-pds/upfiles/1/6/2/6-(1)-2)-3.htm (6.25전쟁의 피해)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사진 자료 보고 이야기하기

 6.25전쟁때 피난가는 사람들의 모습구, 국립 묘지 사진, 이산

가족을 찾는 사진을 보고 분단의 폐해와 고통 생각해 보기

 학습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

  <씨뿌리기 학습>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남북 분단의 원인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북한의 실상과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가꾸기 학습> 미완성 이야기 완성하기

   통일이 되면 일어날 일들

   통일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말하기

  <거두기 학습> 실천 다짐하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기

8′

2′

5‘

10‘

참고 사진이

나 영상물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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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학습

 

차시예고

 <씨뿌리기 학습>

 모둠원 간 역할 분담하기 

 조사 내용 발표하기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

  남북분단으로 인해 얻은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분단 이후 북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야기의 뒷부분 완성하기

  통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의 뒷부

분 완성하기 

*규칙 : 130쪽 참조

 <거두기 학습>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 세상을 위해 무엇을 더 욱 

준비해 나아가야 할까요?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된다. 

민주 시민이 승리하던 날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사

15‘

5‘

3 

2‘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는 

통일 세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6.25전쟁의 

발발과 휴전

 <북한의 남침>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국군은 공산군의 유세한 

화력과 장비에 밀려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엔군의 도움으로 반격을 개사

하였다. 

 <휴전 >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공산측은 1951년 6월 23일, 휴전을 제의

해 왔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이 전의 38도선을 곡선의 휴전선으로 바꾸어 놓은 채 

휴전이 성립되었다.

평가 계획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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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엮어 가는 통일세상 이야기 6학년 (  )반  이름: (          )

3.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분단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사회 : 123~124쪽

※ 다음 규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1. 모둠원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완성한다.

 2. 이야기를 넘겨주는 사람은 ‘평화’, 넘겨받는 사람은 ‘통일’ 이라는 구호를 통한다.

 3.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4. 이야기가 완성되면 모둠장은 나와서 발표하도록 한다.

※ 우리가 만들어 가는 통일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통일 세상에서 어

떤 일들을 하고 싶나요?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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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사회과

단  원
3.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1)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본시주제

분단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차   시 2-3/3(80분) 교과서 128-134쪽 교수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토의 학습

학   습 

목   표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관계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남북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다양한 사진 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jatong.org(민주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http://www.tongilnews.com(통일 뉴스)

http://www.unikorea.go.kr/kor/gallery/gallery.php (통일 겔러리)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통일 환경의 변화

 최근 통일 환경은 어떻게 달려졌는지 발표하기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회담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통

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학습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

  <역할놀이 학습>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역할극으로 꾸며 발

표하기

   중요한 남북회담

   남북회담의 내용과 과정 및 결과

   역할극으로 꾸며 발표하기 

  <토의 학습>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관련 자료 읽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알아보기  

6′

4′

10‘

최근 남북 관

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진

이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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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활동

선택활동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학습

 차시예고

 <역할놀이 학습>

 중요한 남북회담 알아보기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중요한 회

담에는 무엇이 있는가? 

 <토의학습>

통일의 필요성 알아보기

 우리 민족의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산가족의 입장이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기

 그 동안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 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

들이 있었는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통일을 위한 노력

 이산 가족 교환 방문 및 남북교류 방안과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 찾아보기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을 이루기 위해 교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미래

20‘

20‘

10‘

6 

4‘

남북 대화 추

진 일지

토의자료: 경

의선,세계로 가

는 철도

남북 관계의 

이중성과 북한

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북한에 대해

<북한 이렇게 보자!>

 첫째, 합리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북한을 끌어

안으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덮어놓고 감싸려는 것도 안됩

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사 구시적 입장에서 북한을 있는 그래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 어떠해야 한

다’는 바람을 가지고 북한을 보기보다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분별력 있는 자세가 필

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는 것은 타인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

과 정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계획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의 변화를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가?

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

는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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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남 아닌 우리’입니다! 6학년 (  )반  이름: (          )

3.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사회 : 123~134쪽

                                                                               

※ 이제까지 이뤄져 온 남북간 회담을 알아봅시다. 

회담

내용

결과.의미

※ 다음 자료를 읽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2000년 9월 18일 주연이네 가족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하여 경의선 복원 공사 기공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민족 대동맥이 마침내 55년간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

다. 오늘 임진각에서 열린 경의선 복원 공사 기공식은 분단 반세기만에 대륙으로 가는 첫

길을 열어 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공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

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기차로 외국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경의선

이 연결되면 개성과 신의주에 이어서 중국 대륙가지도 갈 수 있으니까 기차로 중국까지

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중략>

 경의선 복원 기공식 행사장에는 한반도기와 함께 ‘분단을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

로’라는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략> 일하고 싶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남

북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날도 기대해 봅니

다. 

            

*출처 : 통일 교육자료-통일로 미래로, 초등학교용(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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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사회과

단  원
 3.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2)통일 한국의 미래

본시주제

분단국의 통일 사례

우리가 바라는 통일 모습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와 자세

차  시 2-3/3(80분) 교과서 135-141쪽 교수학습 모형 통일 신문 만들기

학  습 

목  표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조사해 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통일 이후 생활 모습의 변화상을 예측할 수 있다.

민족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다양한 사진 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211.251.235.253/study/3학년/1학기/도덕/웹자료/통일할일/ 독일.htm 
http://www.keriss.re.kr/~dolpari/tongil/dotch.htm

http://www.anseo.dankook.ac.kr/~ksy11/treatise/i2.html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통일을 이룩한 분단국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나라 알아보기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나라 알아보기

 우리가 통일을 먼저 이룩한 국가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는 

까닭 알아보기

 학습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

  통일 사례 

   독일, 베트남 및 예멘의 통일 사례와 교훈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 실태

  분단국의 통일 이후의 모습 

  통일 신문 만들기

   2020년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

을지 생각해 통일 신문을 만들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와 자세

6′

4′

10‘

10‘

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과 

타이완, 우리

나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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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

활동

기본활동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학습

 차시예고

 통일 사례

 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해 보기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 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

우와 비교해 보기

 분단국의 통일 이후의 모습 살펴보기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

 통일신문 만들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모습과 통일 이후의 변화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을 생각하여 이

유와 함께 발표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감 있는 생활 모습을 중심으로 발표, 토

의하도록 한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자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와 자세 알아보기

  평화통일을 위한 자세 알아보기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과 주

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선택학습

10‘

10‘

20‘

5‘

3‘ 

2‘

통일 이전에 

상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

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함

을 부각시킨다.

북한에 대해

 1단계(1949-1965): 힘에 의한 우위 정책 추진

 2단계(1966-1969): 동방 정책 추진

 3단계(1970-1974): 교류 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4단계(1974-1989): 비정치 분야 조약 체결을 통한 접촉 확대

 5단계(1989-1990): 통일 과정의 구체화

평가 계획

 독일, 베트남, 에멘 등의 통일 사례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밝힐 수 있는가?

 통일 이후의 생활 모습의 변화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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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일보’ 만들기  6학년 (  )반  이름: (          )

3.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 통일과 민족의 앞날 ▶사회 : 135~141쪽

  

※ 220년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을지 생각해 보

고, 2020년 ○월 ○일 통일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통 일 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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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가. 음악과 통일관련 내용 및 지도 지침

초등학교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

게 한다’ 고 그 총괄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목표를 첫째,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둘

째,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셋째, 음악의 역활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함양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음악과는 순수예술론에 따라 교과특성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통일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기능교과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포용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의 사

회상을 반영할 때 음악을 통한 다양한 민족, 문화, 역사이해,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중시함으로써 음

악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발전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새로

운 목표를 수립해 보면 우선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둘

째, 음악을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북한음악의 이해는 우

리와의 현격한 체계로 인해 다소 이해는 어려우나 평양예술단의 공연에서 보았듯이 가창이나 감상수업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수업은 교사들의 지시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서 음악과를 통한 통일교육은 남북한간의 음악에 있어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제 

불리워지는 노래를 중심으로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지적 발달 수준에 맞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예컨대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북쪽 지방의 전래 동요를 알아보도록 함으로서 흥미

를 느끼고 즐겁게 노래하고 연주 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통일 국가를 창작해 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음악 용어 사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다지도록 지도한다.

음악과 교과서에 제시된 통일관련 단원을 분석, 재구성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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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음악과 통일관련 단원 분석 및 재구성

학년 학기 페이지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 관련 내용으로의 재구성 

4 1
52-53

쪽
금다래꿍

우리나라 북부지방

의 전래동요

- 북한의 전래동요 의미 알아보기

- 북한의 전래 동요 알아보고 불러보기

5

1
22-23

쪽
우리의 소원

가사의 뜻 생각하며 

불러보기

- 가사의 의미 생각해 보기

- 북한 문화 공연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와 함께 

부르는 비디오 시청하고 소감 말하기

1 6-7쪽 금강산
리듬과 화음을 

생각하며 부르기

- 통일과 관련된 노래 찾아 불러보기

- 금강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기

- 금강산에 마음대로 가볼 수 없는 이유 생각해 보기

- 금강산을 세계에 홍보하는 노래지어 보고 리듬 치

며 불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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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4-2 음악과

단  원  금다래꿍

본시주제
제재곡의 음구성 가사와 가락과의 관계

떠는 소리  북쪽 지방의 전래 동요

차  시 2-3/3(80분) 교과서 52-53쪽 교수학습 모형  리듬합주

학  습 

목  표

제재곡의 음구성을 알 수 있다.

떠는 소리를 표현하며 노래할 수 있다.

이야기가 담긴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가사와 가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북쪽 지방의 전래 동요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북쪽지방 전래 동요,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211.251.235.253/study/3학년/1학기/도덕/웹자료/통일할일/ 독일.htm 

http://www.keriss.re.kr/~dolpari/tongil/dotch.htm
http://www.anseo.dankook.ac.kr/~ksy11/treatise/i2.html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반갑습니다’ 노래 듣기

 북쪽 지방의 가요와 우리나라 가요를 들었을 어떤 느낌이 드

나요?

 북쪽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요는 어떨까요? 상상해 

봅시다.

학습목표 제시

금다래꿍 이야기 듣기 

 제재곡의 가사를 읽는다.

 제재곡의 가사의 뜻을 이야기한다.

 가사와 관련된 전설을 이야기한다.

6′

4′

10‘

북한과 남한 

노래의 차이점

의 부각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보도록 한다.

말뜻을 해석하

기보다는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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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기본활동4

정리학습

 차시예고

 제재곡 듣기

 제재곡의 가사를 살피며 노래를 듣는다. 

 제재곡의 가락의 특징 살피기

  주로 등장하는 가락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제재곡 익히기 

 제재곡의 앞 부분을 가락선을 보며 익힌다. 

 가락의 특징을 살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고 받으며 노래한

다.

가락선을 손으로 그리며 노래부른다.

 북쪽 지역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전래 동요 알아보기

 북한어린이들의 동요를 불러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리듬합주

 북쪽 지방 전래 동요를 소고와 장구, 단소로 합주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서로 이야기 해 보기

 

 북쪽 지방 전래 동요의 특징

 떠는 음이 많다./ 가락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기

5‘

5‘

10‘

15‘

10‘

3‘ 

2‘

이북지방 전래 

동요를 기습적

으로 부른  전

래 동요와 비

교해 본다.

북한의 전래동요

북한 지방 전래 동요 중 남한 지방에는 전해오는 것은 드물다. 알려진 북한의 전래 

동요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재현한 것을 채보한 것으로 그 나름대로 북한 지

방 민요의 특징의 드러나는 곡들이다. 이러한 동요의 지도를 통해 북한 지방의 음

악어법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 고유의 음악 어법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계획
 시김새를 살려 노래할 수 있는가?

 전래 동요를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가?

 

 4 학년    (     )반 

이름 : (          )

금다래꿍
▶ 음악: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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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함께 부르자!  4학년 (  )반  이름: (          )

4.금다래꿍 ▶음악 : 52~53쪽

※ 다음은 북쪽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입니다. 가락선을 보며 함께 불러 봅시

다.

                                       

  

※ 북쪽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는 남쪽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와 달리 어떤 느

낌이 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점은?  같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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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1 음악과

단  원  우리의 소원

본시주제
여린내기의 노래 부르기

통일 염원하는 마음 가지기

차   시 1-2/2(80분) 교과서 22-23쪽 교수학습 모형 통일 노래 만들기

학   습 

목   표

여린내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휘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남북의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창작해 볼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북한의 여러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나 사진,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nodong.com/ch_culture/song/nk/nk.htm (북한 노래)

http://w241.contest21.com/~leelee/index.htm(통일 세상)

http://www.unionzone.com/content/north_song.htm (북한 노래)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기본활동2

 감각적 감지

 제재곡의 쓰임새 알아보기 

  국제대회 중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때부른 노래는 무엇인가?

 학습목표 제시

 

 제재곡 파악하기 

 악보를 보며 가락의 흐름 파악하기

  차례로 가는 가락이 많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

 빠르기와 셈여림 찾기

 

 제재곡 익히기

  두마디씩, 세마디씩 따라 부르기

  곡의 특징 이해하기

  이 노래는 강박으로 시작합니까? 왜 그럴까요?

 지휘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3′

2′

15‘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 이 라 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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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3

기본활동3

기본활동4

정리학습

 차시예고

 통일 관련 노래의 특징 알기 

 통일 관련 노래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통일 관련 노래 부르기

 남누리 북누리 부르기 

 가사의 뜻을 살려 불러봅니다.

 통일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함께 즐겨 부를 수 있는 우리 나라 

  의 국가적인 노래를 창작해 봅시다.

  통일된 나라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 알아보기

 나뭇잎

10‘

20‘

20

5‘

5‘

북한노래모음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 이 세상에 / 고려산천 내 사랑 / 반갑구나 / 백두여 한

라까지 한라여 백두까지 / 그리운 금강산 / 통일이 그리워 /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

진 통일로/ 통일은 됐어./ 내 사랑 한반도 /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 남누리 북누리 / 통

일 아리랑 / 다시 만납시다. / 휘파람 / 우리아빠 제일좋아 / 반갑습니다

평가 계획
여린 내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휘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는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통일 국가를 창작해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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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함께 부르자!  5학년 (  )반  이름: (          )

우리의 소원 ▶음악 : 22~23쪽

                                                                              

※ 다음은 통일의 마음을 노래한 <남누리 북누리>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 봅시다.

                

                 

※ 통일된 나라에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남누리 북누리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갈라진 우리누리

그 누가 찾을 건가? 그 누가 찾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빼앗긴 우리누리 

우리 뿐 일세. 우리 뿐 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뿐 일세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해방의 큰 춤추며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 날까지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통일의 큰 춤추며

남녘 땅 북녘 땅 통일되는 그 날 까지

통일되는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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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음악과

단  원  금강산

본시주제

 부분 2부 합창

 사장조의 주요 3화음

 리듬만들어 치기

차  시 2-3/3(80분) 교과서 6-7쪽 교수학습 모형 퀴즈 학습

학  습 

목  표

부분 2부 합창으로 제재곡을 부를 수 있다. 

사장조의 주요 3화음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음악 용어 사용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금강산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북쪽 지방 음악언어 사용 자료,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jygo.net/~union(노래로 배우는 통일 교실)

http://w241.contest21.com/~leelee/index.htm(통일 세상)

http://www.unionzone.com/content/north_song.htm (북한 노래)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1

 남북한 고향방문단이 가족을 만나 울고 있는 사진 보기

  사람들은 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나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제시

 제재곡 익히기 

 4계절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여준

다.

 당김음과 8분 쉼표가 있는 리듬꼴 익히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 한 모둠은 일정박을 치고 다른 모둠은 

리듬을 친다.

6′

4′

10‘

통일의 필요성

에 대한 마음

을 열고, 노래

를 부르며 통

일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도

록 한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의 아름

다움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

리가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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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정리

기본활동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학습

 차시예고

 제재곡 부르기

 사장조의 으뜸음을 들려주고 다음의 가락을 계이름으로 보고 

부른다. 

 북한노래 불러보기

 가사를 살피며 노래를 부르며 얘기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음악 용어 알아보기 

  북한의 음악 용어에 대한 조사학습 과제를 미리 제시한다. 

  자신이 조사해온 내용에서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도록 한다. 

  퀴즈 형식으로 퀴즈 왕을 뽑아본다. 

 *활동규칙 :155쪽

남북통일을 위한 문화 교류 사례 알아보기

‘사계’중 <봄> 감상하기

15‘

15‘

25‘

5‘

5‘

말 뜻을 해석

하기 보다는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남북한 음악

용어 비교

가름소리표(잇단음표), 높이표(음자리표), 대보표(큰보표), 리가(붙임줄), 소리표(음표), 옹근소

리표(온음표), 변음표(변화표), 조식(조), 대조(장조), 소조(단조), 연장부(페르마타), 마무리(종

지), 대화음(장화음), 소화음(단화음), 돌이(옥타브), 주성(화성, 단성), 복성(대위, 다성), 소리

맞추기(조율), 련곡(모음곡), 련결곡형식(다악장형식), 누르개(건반), 사설노래(레시타티보), 달

곡(푸가), 민족음악(전통음악, 국악), 민족악기(전통악기, 국악기), 풍년가장단(굿거리장단), 옹

헤야장단 또는 안땅장단(단모리장단), 양산도장단(세마치장단), 긴모리장단(진양조장단) 

평가 계획

부분 2부 합창으로 제재곡을 부를 수 있는가?

사장조의 주요 3화음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가?

북한과 남한의 음악 용어 사용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가  

금강산 노래를 부르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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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음악용어 알아보기  6학년 (  )반  이름: (          )

금강산 ▶음악 : 6~7쪽

※ 다음 금강산 (명경대)사진 입니다.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듭니까?

                                         

※ 북한의 음악 용어를 알아보고 퀴즈게임을 해 봅시다. 

<활동 규칙>

1. 북한의 음악 용어를 조사하고 관련된 퀴즈를 각자 5문제씩 만듭니다.

2. 만든 문제를 모둠별로 모아서 다른 조의 문제와 바꿉니다. 

3. 각 모둠별로 진행자 한 명을 뽑아 문제를 내게 하고 퀴즈를 맞춥니다.

4. 우리 모둠의 퀴즈왕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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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술과를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가. 미술과 통일관련 내용 및 지도 지침

초등학교 미술교과서는 조소, 회화, 서예, 감상, 꾸미기, 만들기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연간 4 - 6차시 또는 4 - 8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술과는 지도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2차시 연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내용상의 재구성을 통해 통일교육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재미있는 통일교육 모델을 활용하고(통일마을 꾸미기, 통일 엽서 쓰기, 북한 어린이 얼굴 그리기, 통

일 포스터, 표어 쓰기, 통일 만화그리기, 북한의 미술품 조사하기 등) 여기에 미술과의 지도영역을 

첨가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미적 감수성도 높이고 통일교

육 시 가장 중요한 지도내용인 남북한의 동질감 형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다른 교과목보다도 접

근이 용이하다.

현장에서 미술교육은 어린이들이 미술적 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미적 감수성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지도하는 교사의 관심

과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교과라고 여겨진다. 미술교육과 통일교육은 언뜻 연관성은 없어 보이나 지

도교사의 재량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술교육에 통일교육을 접목시킨다면 

자연스러운 교육적 효과를 불 수 있다. 

본 지도방법은 각 학년별로 제시된 미술 단원을 비교 분석하여 한 학년당 통일교육과 접목시키기 

쉬운 한 개의 단원을 추출하였고 조사하기, 감상하기, 그리기, 만화로 그리기, 만들기 등의 방법을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특히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들은 심성적

으로는 남북한의 어린이들의 생활모습과 통일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도록 하고 그것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미술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을 분석, 재구성하면 다음 <표5>와 같다.



- 122 -

<표5> 미술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 단원분석 및 재구성

학년
단원

(쪽수)
제재명 교과내용 통일교육 관련내용으로의 재구성

3

9 . 문 자

와 초대

장

문 자 와 

초 대 장 

꾸미기

(1-2/2)

여러 가지 문자와 초

대장 감상하기

문자 꾸미기

초대장 꾸미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

기

북한의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 어린이를 자신의 생일에 초대하는 

초대장 만들기

초대장에 쓰여질 내용 만들기

만든 초대장 전시하기

가상체험

학습모형

4

12.우리

나라 미

술품

박물관이

나 미술

관을 찾

아 감상

하기

(1-2/2)

우리 나라 미술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감사의 느낌 표현하

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상

하기

북한의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이해

남북한 미술품의 종류 및 유래에 대해 알

기 

시대별(삼국, 고려, 조선), 지역별(남, 북) 

미술품의 종류를 조사하기

조사된 화보 및 내용을 스크랩하기

통일 미술관 꾸미기

ICT활용

학습모형

5
4 . 이 야

기 세상

이야기를 

애니메이

션 으 로 

표현하기

(1-2/2)

참고 작품보고 이야

기하기

이야기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

기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통일애니메이션 만들기

통일캐릭터 꾸미기

통일캐릭터가 등장하는 4컷짜리 통일만화 

만들기 또는 병풍식 만화집 만들기

애니메이션

활용

학습모형

6

9 . 알 리

는 것 

꾸미기

신문이나 

포스터를 

이용하여 

꾸미기

(1-2/2)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알리는 것 꾸미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

기

 평화적 통일의 염원 갖기

통일에 관한 표어 만들기

통일을 이루는 소망을 담은 조형물을 만

들어 통일 마을에 설치하기

가상체험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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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의 실제

초등학교 3-2 미술과

단  원  9. 문자와 초대장

본시주제  남북한 어린이들의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차  시 1~2/2(80‘) 교과서 34-37 교수학습모형 가상체험학습모형

학  습 

목  표

북한어린이를 자신의 생일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만들기를 통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한민족임을 

알게 한다.

자료 활용 계획 www.uniedu.go.kr / www.sesri.re.kr,도화지, 수채용구, 그림물감, 학습지, 통일 편지함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과정소개

자료배부 및 

조사

기초구상

가상체험

과정

익히기

가상체험결과

토의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북한 어린이들

의 생활모습 확

인하기

 남북한 어린이

들 의 생 활 모 습 

비교하기

 문자 꾸미기

 초대장

 꾸미기

 작 품 감 상 

및 반성

 초 대 장 전 달 

 하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부르기

 -손뼉치며 ‘사랑하는 ~북한친구 ~’

학습목표 제시

북한어린이들의 생활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확

인해 보기

 -북한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북한어린이들의 여가생활과 놀이 등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모습과 북한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서 말해보기

 -학교생활과 서로 즐겨하는 놀이 등

꾸밀 문자 구성하기

  -글자내용을 정하기

  -표현방법을 정하기

문자 꾸미기

초대장의 내용 구성하기

초대장의 모양과 표현방법 정하기

봉투 만들기

만든 초대장을 칠판에 게시하고 학급친구들을 

북한 어린이로 여기며 초대하는 글 발표하기

통일 편지함에 넣기

5‘

10‘

5‘

15‘

35‘

10‘

가상체험이므로 웃거

나 장난스럽게 분위기

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

한다

교사는 미리 보충 요

약 자료를 준비해 둔

다.

사전에 학습지를 배

부하고 과제로 해 오도

록 해도 좋다.

 -학습지 1,2

자세한 내용분석보다

는 일반적인 생활모습

에 중점을 둔다.

-도화지

-수채용구 등

-미적 감각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의식적으로 

통일과 연관된 생각을 

갖도록 한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북한의 어린이를 생각

하는 마음으로 발표하

도록 한다

-통일 편지함은 사전에 

제작하여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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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같은 민족입니다!  3학년 (  )반  이름: (          )

9.문자와 초대장 34~37쪽                   

               

(1) 인터넷자료와 선생님께서 보여준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다음의 질문에 써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모습

남한 어린이들의 

생활모습

(2) 1번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적어 봅시다. 



- 125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학년 (  )반  이름: (          )

9.문자와 초대장 34~37쪽                   

               

(1) 남북의 어린이가 더불어 살기 위해 같이 하고 싶은 일을 다음 순서대로 적어보자. 

질문 같이 할 수 있는 일

 같이 하고 싶은 놀이는 무엇인가?

 같이 하고 싶은 공부는?

 같이 하고 싶은 예술활동은?

 같이 하고 싶은 운동은?

 같이 소풍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

 정답데 서로 생활하기 위해 남북의 어린이가 나 

 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이 외에 남북의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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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2 미술과

단  원  12. 우리나라의 미술품

본시주제  북한의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이해

차  시 1~2/2(80‘) 교과서 46-48 교수학습모형 인터넷 활용학습모형

학  습 

목  표

남북한의 문화재를 비교, 조사해 보고 북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통일미술관을 구성하여 감상하

고 남북이 한민족임을 느낀다.

자료 활용 계획 www.uniedu.go.kr www.unikorea.go.kr www.multicorea.org.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과제의

방향제시

개인별

모듬별

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수행

연구내용

발표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활동1>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하기

(개인별)

<활동2>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 

분류하기

(모듬별)

 스크랩하기

 박물관

 만들기

 작품감상    

및 평가

참고작품을 보고 느낌 말하기

 -참고작품, 남한의 남대문, 북한의 평양대동문

두 작품을 보고 난 느낌을 말하기

학습목표 제시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조사하기

모듬별로 조사된 문화재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기

 -남한 :

 -북한 :

조사, 확보된 남북한 문화재 화보 및 출력물을 

이용하여 스크랩하기

 -8절 도화지 세로로 남북한의 문화재를 각각 붙

이고 이름, 소재지, 유래, 특기사항 등을 메모

해 적는다.

 -8절 하드보드지를 세로로 4장씩 이어 병풍으로 

만들기

 -단단히 접착한 판을 2매 만들기

모듬별로 스크랩한 8절 도화지를 하드보드판에 

붙이고 주변을 꾸미기

-모듬별 책상 위에 2층으로 쌓아두고 모두가 

 걸어다니며 감상하기

-감상후 남북 문화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

  껴보고 발표해 보기

5‘

10‘

10‘

30‘

15‘

10‘

정확한 명칭은 알리

지 않는다.

인터넷자료, 각종화

보

북한소재 문화재는 

사전에 과제로 제시해

도 됨

시대별로 조사할 때

부터 문화재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8절 도화지 150장

  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풀, 가위

  칼 등

앞, 뒤를 모두 사용

함

하드보드지 8절 64

장

간단한 메모와 꾸미

기를 한다.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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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제 찾기  4학년 (  )반  이름: (          )

12. 우리나라의 미술품   46~48쪽

♠ 남북한의 문화재를 찾아보고 다음의 통일한국 지도에 표시하여  간단한 설 명

을 적으세요.

♠남북한 문화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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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1 미술과

단원  4. 이야기 세상

본시주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차    시 1~2/2(80‘) 교과서 12-15 교수학습모형
애니메이션

활용학습모형

학   습 

목   표
남북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창작하여 통일을 주제로 한 만화를 그리기.

자료 활용 계획 www.uniedu.go.kr ‘통일꿈나무’  , 학습지1,2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사태

제시

주제선택

및

감정표현

문제사태

확인 및

해결

발표하기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통일캐릭터

  그리기

 통일캐릭터

  선정하기

 만화줄거리

  완성하기

 애니메이션

  만들기

 만화책으로

  엮어내기

작품감상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애니메이션 감상하기

북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느낌 말하기

학습목표 제시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캐릭터를 구

상하고 그려보기

개별적으로 완성한 캐릭터를 모듬별로 모아놓

고 자신의 모듬 상징캐릭터를 선출하기

  -각자 소견발표하기

  -통일의 희망이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을 선정한다.

모둠에서 선정한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고 기존

의 여러 동화, 이야기를 패러디 하여 통일줄거

리를 의논하고 적어보기

줄거리를 5-10개의 장면으로 구분하기

각각의 장면에 대하여 그릴 내용을 정하기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기

  -말풍선도 포함한다.

제목을 정한다

각각의 그림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다.

모둠별로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한다

  -극본을 낭독하듯이

10‘

5‘

15‘

5‘

20‘

20‘

5‘

캐릭터는 상상력을 십

분 발휘하도록 한다.

사전과제도 좋음

-학습지1(개인별)

-학습지2(모듬별)

패러디의 한계는 없으

나 남북한을 이분법적

으로 규정하는 흑백논

리의 내용은 지양한다.

통일관련아동서적

[논리로 떠나는 한반도 

통일여행], [백두산우체

국 한라산 우체부], [꽃

별이와 함께 보는 북한 

이야기]등

-감상의 기본은 작품의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

해하는 것임을 주지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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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함께 하는 통일 공부 1  5학년 (  )반  이름: (          )

4. 이야기 세상  12~15쪽

남과 북을 대표하는 통일캐릭터를 그려보고 예쁘게 색칠해 봅시다.

남  한 북  한

위의 캐릭터를 정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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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함께 하는 통일 공부 2  5학년 (  )반  이름: (          )

4. 이야기 세상  12~15쪽

 1. 남과 북을 대표하는 모둠별 통일캐릭터를 정당하게 정해 봅시다.

    <정해진 통일캐릭터를 오려 붙여도 좋습니다>

우리모둠의 통일캐릭터

2. 만화의 줄거리를 적어봅시다.

3.정해진 줄거리를 몇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만화로 표현할 준비를 합시다.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장면 7

장면 8

장면 9

장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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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 미술과

단원  9. 알리는 것 꾸미기

본시주제  평화적 통일의 염원 갖기

차    시 1~2/2(80‘) 교과서 36-37 교수학습모형 가상체험학습모형

학  습 

목  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 보고 이를 테마화하면서 통일의지를 

  기른다

자료 활용 계획 www.uniedu.go.kr ‘통일꿈나무’ 과제학습지, 학습지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과정

소개

모둠구성

및

자료배부

가상체험

계획수립

가상체험

과정완성

정리 및

반성

과제확인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알리는 것 

꾸미기의 방법 

알기

통일표어 짓기

통일조형물 

꾸미기

통일마을 

꾸미기

작품감상 및 

반성

‘희망’‘바램’을 담은 조형물에 대한 조사하기

KBS‘이산가족상봉’ 뉴스프로를 시청하기

  -시청후의 느낌을 말해보기

학습목표 제시

 

알리는 것 꾸미기의 일반적인 방법 알기

  -어떤 종류의 알리는 것인가?

  -쉽고 한눈에 보기 좋게 디자인되었는가?

  -표현이 독창적인가?

통일의 소망이 담긴 표어 짓기

  -표어의 내용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통일조형물의 조건 알아보기

  -통일의 마음이 드러날 것

  -내용이 쉽고 독창적일 것

인터넷을 활용하여 바램을 담은 각종 조형물을 

감상하기

자신의 통일조형물 설계하기

  -설계 및 구상이 끝나면 활동에 곧바로 들어 

  간다.

각자 만들어진 통일조형물을 갖고 모듬별로 모이

기

자기 모듬의 통일마을 꾸미기

  -마을이름 정하기

하드보드지에 개별적인 조형물을 전체적으로 짜

임새 있게 배치하기

모듬별로 통일마을 구상 이유와 만들면서 느낀

점,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

5‘

5‘

5‘

10‘

5‘

40‘

10‘

-사전과제 제시

-이산가족 상봉장면

-통일은 모두의 바램임

을 긍정적으로 암시하

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생각자의 창의적 표

현을 중시한다

-학습지

-통일표어가 통일조형

물에 반드시 첨가되도

록 지도한다

-학습지

-하드보드4절

-학습지



- 132 -

우리가 만드는 통일마을 1  6학년 (  )반  이름: (          )

9.알리는 것 꾸미기   36~37쪽

1. 통일을 바라는 표어짓기

2. 내가 만들 통일마을에 설치할 조형물 스케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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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통일마을 2  6학년 (  )반  이름: (          )

9.알리는 것 꾸미기  36~37쪽

1. 우리 모둠의 통일마을 설계도

2. 우리 모둠의 통일마을의 이름은?

이   름 :

그 이유는? :

3. 모둠활동을 마치고 난 소감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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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량활동을 통한 즐거운 통일교육의 실제

1. 재량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안점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교육을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를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통일 문제를 스스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탐색할 줄 아는 학생을 양성하는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특히 통일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더

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종자로서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 통일교육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교과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량활동 시간은 범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제 탐구활동에서도 통일 관련 주

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교육 활동으로서 현장 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학습 활동으로서 역사유적

지, 전쟁사적지, 통일 관련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있다. 예컨대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견

학, 전쟁기념관, 자매 군부대, 참전기념비, 북한관 등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영역을 몇 개 영역으로 통합

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현행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주당 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교육으로 1시간이 배정

되어 창의재량은 주당 1시간이 할당된다. 그러나 1차시 40분의 시간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

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격주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체험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연속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을 위한 재량활동

도 2시간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구성하고, 일부는 활동 주제에 따라 1시간 또는 4시간으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자신과 주변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도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 주변의 상황일 때 교수-학습의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어린이들은 북한의 체제나 제도보다는 북

한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 남한과 다른 여러 모습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 주변의 모습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ㅇ 교육 영역 :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방과후 활동 모습

ㅇ 사회 영역 :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 의식주, 언어 생활

ㅇ 문화 영역 : 북한의 명절과 민속 놀이, 북한의 결혼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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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 영역 : 북한의 식량난, 특산물, 교통과 통신

ㅇ 안보와 평화 영역 : 전쟁기념관, 판문점, 땅굴, 통일 전망대 견학 체험학습

ㅇ 정치 영역 : 북한의 전반적인 개관

ㅇ 통일 영역 : 북한의 자연환경과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 노력 이해

교수-학습 활동은 북한과 남한의 공통점을 찾아 한 민족임을 인식하고 공존 및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시

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제에 적합한 통일 교육 모형을 적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재량활동의 주제 및 학습내용, 학습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계획

영역 차
시

주 제 학 습  내 용 학 습  방 법

교육 2 우리처럼 국수사
자가 중요할까?

학교와 관련된 내용 - 수업시간, 
교육방법, 시험, 방학

[ICT] 인터넷평화학교에서 자료 조사하기

교육 2 보이스카웃과 걸
스카웃이 있을까?

학교 이외의 어린이 생활 - 소년
단, 소조활동

[벽신문만들기] 방과후 어린이 생활을 중심으
로 벽신문 만들기

사회 2
꼬부랑 국수 맛이 
좋아요

북한의 의식주 - 음식, 주택, 옷 
등 어린이 관련 중심

[비교분석모형]어린이의 시각에서 북한의 의
식주를 조사하기

사회 1 한이의 하루
북한 어린이 여가생활-만화 영화, 
컴퓨터 등 어린이들 관련 중심으
로

[시청각매채활용] 북한 어린이 만화영화 동영
상 시청하기

사회 2 땅보고 손가락 총
질하는 것은?

북한 언어 전반 - 수수께끼, 문
장, 낱말

[집단탐구모형] 북한말로 된 수수께끼 맞추
기, 북한말 찾아 퍼즐 만들기,스피드 퀴즈(남
한말로 설명, 북한말로 대답)

문화 3
“어 윷놀이도 똑
같네!“

명절과 민속놀이(윷놀이, 줄넘기 
놀이),
놀이활동하기

[문화체험학습] 명절과 민속놀이의 남북한 공
통점, 차이점 찾기[운동장] 노래 배우기, 놀이 
활동 하기

문화 2 삼촌의 결혼식
북한의 결혼- 남녀의 교제, 배우
자감, 결혼식과 혼수품, 자녀 출
산 등

[직소우] 북한의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모습 조사 발표하기

경제 2
향기골에서 온 감
자

북한 경제 - 식량난( 원인, 관련
기사 검색 또는 제시, 도와야하는 
까닭과 방법), 어린이 용돈

[VTR자료시청] 북한 만화영화 향기골에서 온 
감자 시청
[역할놀이] 식량문제와 경제 어려움, 북한 어
린이들의 용돈 등의 사례를 모둠별로

경제 2
내가 알게 된 북
녘 땅!

북한의 이해- 교통, 통신 화폐 가
치 등 

[전문가 수첩 만들기 ] 북한의 교통, 통신 모
습 조사 정리

안보
와

평화
4 누가 제일 피해를 

입을까?
[체험학습] 전쟁기념관 견학-전
쟁의 피해 확인

[체험학습]

안보
와

평화
4 끝나지 않는 전쟁 

[체험학습] 판문점, 땅굴, 통일전
망대 - 남북한 군사 대치상황 인
식

[체험학습]

정치 2 북한 퀴즈 한마당
북한 개관 - 국화, 국가명, 결혼, 
김일성부자 행사, 선거, 종교, 언
론

[OX퀴즈] 북한의 개관을 퀴즈로 학습
[마인트맵] 북한의 개관을 정리

통일 2 아버지 처음 뵙습
니다.

이산가족 상봉, 고통, 에피소드 [NIE 자료 수집, 수집 자료 활용]
감정이입 활동 (이산가족에 대한 신문만들기)

통일 2 금강산에 올라 북한의 자연환경 - 산야, 풍물
[윷 판놀이] 윷 판놀이를 통해 북한의 자연환
경에 대한 학습과제 해결하기

통일 2 우리는 하나
통일을 위한 노력 - 북한 동포들
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실천의지 갖기

[가치 경매게임] 통일을 위한 노력 찾기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한 
가치의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 136 -

2. 재량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우리처럼 국수사자가 중요할까?

영  역 교육 차시 1-2 / 34 교수-학습 모형 ICT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북한 어린이의 학교 생활을 알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 인터넷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ㅇ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ㅇ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main.htm)

ㅇ 통일에듀넷 (http://www.tongiledu.net/)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사태

제시

동기유발 동기유발하기

 북한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 우리들과 비슷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것 ....

  - 김일성에 대한 것만을 배울 것...

학습문제 확인하기

10‘ ▶자유롭게 상상

하여 발표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제약을 두지 않

는다. 

학습목표확인

소주제

선택

탐구문

제확인

학습문제해결 마인드맵이용하기

 ‘학교생활’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그물로 표현하게 

   한다. 

   - 주어진 학습지에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학교생활’하 

      면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한다. 

   - 시험, 방학, 교원, 현장학습 등

 아동들이 쓴 것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발표하 

  도록 한다. 

  - 아동들은 앞에 가지고 나와 실물화상기로 자신의 마 

    인드맵을 보여 주면서 설명한다. 

조사할 문제 확인

 자신과 다른 아동들이 발표한 것들을 바탕으로하여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중에 조사해할 것들을 정한 

   다. 

   - 학제, 교과목, 시험, 방학 등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한다. 

   - 조사할 것을 정하였으면 학습지에 적는다. 

20‘

10‘

♣학습지

▶생각나는 것들

을 모두 쓰게 한

다. 

♣실물화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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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탐구

문제

해결

발표

정리

정리

인터넷을 통한 조사

   - 필요한 사이트로 접속한다. 

   - 알맞은 정보를 찾아 학습지에 기록한다.  

   - 찾은 내용을 요약하여 필요한 내용만 적는다.

   - 내용을 많을 경우 종이를 덧대어 사용한다. 

발표하기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우리의 학교생활과 비교하여 그 느낌을 발표하게 한 

   다.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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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그물로 나타내 봅시다. 

학교생활

2. 북한어리이들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해 봅시다. 

조사항목 조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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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이 있을까?

영  역 교육 차시 3-4 / 34 교수-학습 모형 신문 만들기 활용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 활동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

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학습지, 어린이 신문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중앙일보 북한 네트(http://nk.joins.com/)

ㅇ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평화학교(http://tongil.moe.go.kr/)

ㅇ통일세상 (http://w241.contest21.com/~leelee/index.htm)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제시

 동기유발 -O. X 퀴즈 해결하기

  퀴즈문제를 제시한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

년단과 같은 학생 조직이 있다”

 정답을 제시한다.(O)

  - 자신이 어떤 단체에 참여하여 특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특별 활동을 하고 있을 

     까?

 

 학습 목표 확인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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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주제 제시

수업 방법의 

안내

모듬 편성 및 

신문 제작 

계획 수립

기사 구성

편집 

 주제 제시 - 남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비교 

  남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주

제를 찾아 발표해 보자 

  - 북한 어린이들의 단체활동, 특기적성 교육 활동 

  - 남북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 비교 

 신문 제작 방법 탐색

  조사한 내용을 어린이 신문으로 만들어 보자.

  신문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자.

   - 신문의 구성요소:  신문이름, 제작일, 발행일, 기사, 

     그림, 사진 만화, 광고 등

   - 정보 검색과 기사 구성법 안내  

   -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수업 방법을 안내한다.   

 신문 제작 계획 수립

  모둠별로 신문 제작 계획을 세워보자.

 기사 작성

  모둠별로 분담된 역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 보자.

    - 북한 어린이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편집 및 출력

  기사 작성과  편집을 끝낸 모둠에서는 프린터를 이용 

    하여 출력하거나 벽신문으로 제작한다.

 

50' ▶정보검색 및 

문서 편집용 컴

퓨터와 프린터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정리

 및 

평가

정리

평가

차시예고

 발표 및 정리

  제작된 신문 기사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해 보자.

  조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해보자.

 형성평가 실시

 남북한의 어린이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여 만든 신문

을 만들면서 느꼈던 소감을 기록해 보자.

 차시예고: 

  북한의 의식주 생활 모습에 대하여 조사해보자.

20‘

남북한 어린이의 

단체 활동 모습과 

생활 모습을 비교

해 봄으로써 차이

점을 이해하며 공

통점을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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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문 만들기

▣ 모둠별로 의논하여 어린이 신문 만들기 활동계획을 세워 봅시다.

 어린이 신문  만들기 활동 계획서

학년 반 모둠명

발행일 편집위원

신문 제목

신문 편집 계획

협의 내용

1.

2.

3.

4.

5.

◈1/4면 ◈2/4면

◈3/4면 ◈4/4면

☞신문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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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꼬부랑 국수 맛이 좋아요.

영  역 사회 차시 5-6 / 34 교수-학습 모형 비교분석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알 수 있다.

ㅇ남한과 북한의 의식주 생활문화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북한의 의식주 생활 관련 사진 자료, 관련 신문 기사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통일 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

ㅇ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평화학교(http://tongil.moe.go.kr/)

ㅇKBS 북한 리포트(http://www.kbs.co.kr/1tv/snwindow/)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확

인

 동기유발 : 남북한 의식주 생활상 제시

 관련자료(KBS 북한 리포트)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을 보여준다.

 우리의 생활 모습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해보자.

 학습 문제 확인

  살펴본 자료를 통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문제를 찾아보자.

  - 북한의 옷, 음식,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 남한의 의식주 모습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의 원인 

     을 찾아 본다.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8‘

♠KBS 북한 

리포트

♠컴퓨터

♠멀티스크린

전개

상황제시 

및탐구문제

선정

탐구 

계획의 

수립

 동기유발탐구 문제 및 방법 선정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 생활을 우리와는 달리 ‘식의주’라

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주민의 식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의식주 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

  - 인터넷, 비디오, 책과 사진을 찾아 조사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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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탐구활동의 

전개

탐구 결과 

정리 

발표

 토의 주제 제시

  남북한 의식주 생활을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토의 주

제를 찾아 발표해 보자 

  - 남북한의 의복 생활 비교, 식생활 문화 비교, 주거 

생활 비교등

  탐구활동이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제전달에 효과적일까?

  - 신문형식, 스크랩북 (실물화상기이용), 파워포인트 자

료등.

 

 모둠 편성 및 탐구활동

  모둠별로 주제와 방법을 정하여 탐구활동을 해 보자.

  

 모둠 토의

  탐구활동이 끝나면 탐색한 정보를 주제와의 관련성을 

살펴 발표자료로 재구성 해보자.

  - 모둠 토의하기

  - 모둠별로 조사 내용에 적합한 발표자료를 구성한다.

 모둠별 토의결과 발표 및 질의 응답

  의식주 문화를 비교하여 토의 주제별로 발표해 보자.

  - 탐구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 의식주모습을 통해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깨닫는다.

  - 지역, 기후 등에 따른 남북한 의식주의 차이와 분단

으로 인한 생활모습의 차이를 이해한다. 

7‘

35‘

15‘

▶정보검색용 컴

퓨터,비디오,T.V,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과 북

한관련서적이 충

분히 준비된  교

실이나 도서실에

서 수업을 진행

해야 한다.

정리

 및 

평가

정리

탐구활동평가

차시예고

 발표 내용 정리

  토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한다

 형성평가 실시

  남북한의 의식주 문화를 비교하고 탐구 결과를 통해 

생각한 점을 학습지에 기술하게 한다.

 차시예고: 차시 예고를 한다.

10‘ 남북한 의식주 

문화의 비교/원인 

분석/ 장단점 기술/

남북한 생활 문화

의 교류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정리 

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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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달라요!

▣ 남한과 북한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비교하여 알게 된 점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탐구주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남한의 (  )생활 모습 북한의 (  )생활 모습

공 통 점

원    인

차 이 점

원    인

장    점

단    점

남북한 의식주 문화 

교류 방안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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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북한 기사

◈ 여러분은 이제부터 북한을 취재하고 돌아 온 기자입니다. 오늘 탐구한 북한의 의 식

주 생활문화 중에서 인상깊은 것을 선택하여 사실적인 기사를 써 봅시다.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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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한이의 하루

영  역 사회 차시 7  / 34 교수-학습 모형 시청각 매체 활용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뷱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을 알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북한 만화영화사이트, 학습지, ‘북한어린이들의 하루일과’자료,○,×퀴즈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 http://www.bh1052.com.ne.kr/ : 북한 어린이 만화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목표와 

시청각 

자료 

안내

학습동기유발 돌발 ○,×퀴즈

 만화 영화를 좋아하나요?

 북한에도 만화 영화가 있을까?

    -북한에도 만화 영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화 영화 이외에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있을까?

5‘

학습목표확인

시 청 각 

자료 시

청 및 

학습 활

동 전개

시청 전 학습

시청각 자료 

안내하기

시청 중 학습

시청 후 학습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시청 전 유의사항

 조용히 시청한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며 시청한다.

 우리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시청한다.

시청각 자료 안내

 ‘환상 속의 세 친구’와 ‘소년장수’ 시청.

중심적 시청 내용 제시

  조용히 시청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공책에 메모한다

시청 후 느낌 이야기하기

   - 우리 만화와 다른점은 무엇인가?

   - 우리 만화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 남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느낀 점은 무엇인가?

   -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내가 북한 어린이라면 어떠하겠는가?  

나의 여가 생활 이야기하기

 나의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북한어린이들의 하루 일과 읽기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을 이야기하고 정리한다.

5‘

10‘

▶ 북한 만화 영화

는 대략 10분씩

으로 편성되어 

있다. 

▶여가 생활 중 

만화 시청에 관

련한 내용을 설

명하기 위한 것

이기에 편집하여 

일부분만 보여주

도록 한다. 

▶시청각자료

(북한 만화 영화)

▶‘북한어린이들

의 하루일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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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량
자료 및 유의점

   -영화 감상, 운동하기 등

나와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 비교해 보기

○,×퀴즈

 ○,×퀴즈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질문 : 북한 어린이들도 과외를 하는가?

   (설명) : 우리처럼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한가지의 특기를 개발하기 

위해 소조활동을 한다.

   -질문 : 북한에는 남한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 공원 

           이 있나?

   (설명) : 북한에는 만경대 유희장, 대성산 유원지, 

개선공원, 아동공원과 같은 놀이 공원이 있다.

   -질문 : 북한 어린이들도 컴퓨터를 즈기고 있다.

 ○,×퀴즈를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10‘ ▶나와 북한 어

린이들의 하루 

여가 활동을 다

르지만 이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

라 한민족의 어

린이로서 함께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활동임

을 알게 이끌어 

준다.

▶○,×퀴즈지

피드백 정리 학습

차시예고

정리활동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과 우리들의 여가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내가 그린 북한 만화 캐릭터로 4컷의 만화를 그려본

다.

   -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이 잘 나타나도록 그리기

 북한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알아본다.

10‘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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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

  

북한 어린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물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 대개 아침 

6시 30분쯤 일어나 아침을 먹고, 7시 30분쯤 학교로 간다. 도시지역에는 학교가 주거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등교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지만, 농촌지역 중에는 학교가 멀어서 1시간씩 걸어서 통

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7시 40분이 되면 담임선생님께 조회를 한다. 이 때는 출석을 부르고, ‘독보’라고 해서 김일성

과 김정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

  정식 수업은 8시부터 시작한다. 45분씩 수업을 하며, 쉬는 시간 10분은 대개 밖에 나가 제기

차기메깡치기(돌을 세워 놓고 먼 거리에서 맞추어 넘어뜨리기) 등 놀이도 하고 화장실에도 간다. 

오전 2시간이 끝나면 모두 운동장에 모이는 체조 시간. 수업과 수업 사이에 한다고 해서 업간체

조 라 불리는 운동 시간을 갖는데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소년 율동 체조 나 건강 태권도 가 

권장된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오전 3시간을 다 끝내면 12시반이나 1시로 점심 시간이 된

다. 북한은 급식이 없기 때문에 점심은 보통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1시30분경에 다시 학교로 온

다.

  이 때부터 오후 과외활동이 시작된다. 괴외활동은 매일 하는 일이 다르다. 어떤날은 오전에 배

운 것을 복습하고, 어떤 날은 과목 소조활동(특별활동)을 하기도 한다. 토요일은 소년단원의 날로 

사상학습이나 생활총화 등을 한다. 오후 과외활동을 마치게 되는 오후 4~5시가 되면 어린이들은 

축구도 하고 동네에서 숨박꼭질이나 ‘베어링 따먹기’ 등 요럿이  모여 게임을 하기도 한다. 특히 

공차기는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흔히 하는 운동으로 활기가 넘친다. 여자 아이들은 고무줄 뛰기나 

줄넘기를 놀이를 많이 한다.

  북한 어린이들도 TV보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북한 방송에도 우리처럼 어린이 시간이 있으며 매

일 10~20분 정도 만화 영화, 인형극, 문답풀이인 척척박사 , 학교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집에 와 농사 일을 돕거나 부모님과 

같이 풀을 캐러 가는 일도 잦아져 예전처럼 놀기는 어려워졌다고 한다.

※자료: [소년조선일보].(2001년 4월 16일), 사이버 통일교육원센타 북한 청소년 백과 내용

종합.



- 149 -

1 2

3 4

한이의 하루

1. 북한의 만화 캐릭털를 그려 봅시다.

2. 내가 그린 북한의 만화 캐릭터로 4컷의 만화를 그려봅시다. (단 ‘북한 어린이

들의 하루 생활’이라는 글을 참고하여 북한의 여가 생활이 잘 나타나도록 그

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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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땅보고 손가락 총질하는 것은?

영  역 사회 차시 8-9 / 34 교수-학습 모형 집단 탐구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남북한 언어사용의 차이를 알고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남북한 언어에 대해 자료 수집한 과제물, 수수께끼 카드, 스피드게임 낱말 카드, 학

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인터넷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량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마음 열기

남북한 

언어에 관한 

탐구문제

재미있는 북한 말 해석하기

 재미있는 북한 말을 해석해 본다.

    -북한말 :역시 방거두매를 해야 기분이 좋아져.

    -해석 : 역시 방청소를 해야 기분이 좋아져.

평소에 실생활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말하

는 것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 발표해 보기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을 말해 본다.

 우리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알아듣지 못한 단어는 없었는가?

10‘ ▶남북한 언어에 

대해 자료 수

집 과제를 미

리 제시하도록 

한다.

학습목표확인 학습목표 제시

전개 탐구계획 

세우기

역할분담

발표 및 논의

탐구내용 

논의하기

모둠별로 남북한의 달라진 언어 중에서 영역 선택하기

 생활용어, 외래어, 한자어, 체육용어, 문장부호, 적개심

을 고취할 용어 등을 선택한다.

문제를 탐구할 계획 세우기

 분야별로 각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의논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전체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

모둠별로 모둠원의 역할 정하기

 모둠별로 사회, 기록, 정리, 발표 등의 역할을 분담하

기

 탐구문제, 탐구방법, 역할분담 정하기

표준어와 문화어의 의미 알기

 표준어와 문화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한다.

40‘ ▶모둠별로 탐구 

문제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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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탐구 내용 

적용하기

북한말로 된 수수께끼 맞추기

   - 땅보고 손가락 총질하는 것은?(지팡이)

   - 날마다 광포만 떨고 서 있는 아바이는? (허수아비)

   - 지네가 고아대면서 천리를 가는 것은 ?(기차)

   - 한 달에 한번씩 몸 까는 밤손님은 ?(달)

   - 손도 발도 없이 나들문을 여는 것은? (바람) 

   - 만리를 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느슬느슬 가는 것 

     은 (강물)

   - 소리 없이 볼웃음 짓는 것은? (꽃)

   - 남새 중 가장 수줍어하는 것은?(홍당무)

   -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어김다리 놓는 것은? (무지개)

   - 솔밭 속에 거님길 하나 난 것은 ? (가리마)

스피드게임

 조별로 준비해 온 낱말 카드에 북한 말을 적고 다 적

은 낱말 카드를 제비 뽑아 우리말로 스피드 게임을 한다.

   - 예) 곽밥(도시락), 랭동기(냉장고), 사자고추(피망)

 조별로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맞춘 조가 이긴다.

20‘ ▶우리말과 북한

말이 다르지

만 언어 소통

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민

족간의 이질

감을 갖는 것

이 아니라 존

중하고 이해

해야 할 부분

임을 이해시

킨다.

▶수수께끼, 스피

드 게임 낱말 

카드

정리 정리 학습

차시예고

느낀 점 말해보기

 우리말과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본다.

 우리말과 북한 말의 사용에 있어서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해 본다.

 우리말과 북한 말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활동

 북한말로 짧은 글짓기를 한다.

   -제시해 주는 북한 말을 3개 골라 짧은 글짓기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과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을 

찾아 표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에는 ○를, 북한에서 사용 

하는 말에는 △표하기

 북한의 명절과 민속놀이 알기

10‘ ▶북한말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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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처녀    투수                                              야간경기

치약                                     늦가을 

멸균                       날총각               납작못

              센터링                    닭공장                 등불경기

건달                        손자                      

        도시락                    양계장                나리옷

우리말과 북한말을 알아보기

♠다음은 우리말과 북한 말입니다. 

  1. 다음 예에서 3개의 북한말을 골라 짧은 글짓기를 해 보세요.

예>(곽밥, 빼람(서랍), 송아지동무)

 - 민수는 빼람에서 곽밥을 꺼내어 송아지동무와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말 북한말 우리말 북한말
해조류 바다나물 잔돈 사슬돈
양계장 닭공장 누룽지 가미치
탈의실 옷벗는 칸 처녀 에미나이
압정 납작못 연기 내굴
치약 이닦기약 코너킥 구석차기

건반악기 누르개악기 도너츠 가락지빵
헬리콥터 직승비행기 샤워실 물맞이칸

주스 과일단물 로터리 도는 네거리
노크 손기척 커튼 창문 주름막

1. (             ,             ,            )

2. (             ,             ,            )

3. (             ,             ,            )

2. 다음 단어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에는 ○를, 북한에서 사용 하는

말에는 △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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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래어 정책

1. 같은 뜻의 낱말이 ‘토박이말’과 ‘한자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토박이말을 쓰

도록 한다.

  (예) ‘가발’은 한자어인데 ‘덧머리’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2. 우리말로 굳어버린 한자어는 그냥 그대로 쓰고, 한자어와 외래어는 더 이상 만들

지 않도록 한다.

 (예)‘학교’라는 단어는 한자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단어는 한자임에도 불구하

고 오랜 세월동안 우리말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배움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보다는 ‘학교’라는 단어 그대로 사

용하고 있다.

3. 토박이말에 다른 토박이말을 덧붙여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사용한다.

  (예) ‘러닝 셔츠’는 ‘땀을 받아 내는’의미에다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이’라는 말꼬리를 붙여 ‘땀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인민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쓴다.

  문화어를 정할 때는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방언)를 살펴보고, 그 가 운 데

서 순우리말이거나 느낌이 밝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문화어를 삼는다.

* 출처 :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2001), [남북한 평화적 통합의 비전, 

평화교육],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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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어 윷놀이도 똑같네!"

영  역 문화 차시 10-12 / 34 교수-학습 모형 문화체험학습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남북한의 명절과 민속놀이를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ㅇ 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를 해보고 남북한이 한 민족임을 느낄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학습지, 비디오자료,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www.uniedu.go.kr : 동영상자료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학습동기 유발하기

 ㅇ우리의 전통명절에는 어떤 날이 있는가?

  - 설, 한식, 단오, 추석

 ㅇ‘까치 까치 설날은’ 노래 부르며 설날의 경험 떠올려 

보기

- 세배드리기, 떡국먹기, 윷놀이하기 등 

ㅇ북한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보기

5‘

학습목표확

인

학습목표 제시

추석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감상하고 느낌 이야기하기

ㅇ북한 사람들의 추석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북한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ㅇ북한의 명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경일 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이 있다.

 ㅇ북한에서는 민속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기

 ㅇ북한의 명절은 우리와 어떤 것이 다르며 그 이유는 무

엇인가?

 ㅇ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다르게 지내는 명절에

서 비롯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ㅇ명절을 보내는 모습에서 남북이 같은점은 무엇인가요?

- 성묘하기, 차례모시기 등을 하는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

다.

전개 비디오 감상

북한의 명절

10‘

20‘ ▶과제학습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

록 한다.

▶달력 제작의 

의의를 설명한다. 



- 155 -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정리

명절 달력 

만들기

퀴즈대항

남한과 

북한의 명절 

비교 

민속놀이

알아보기

윷놀이 하기

소감문 작성

차시예고

 명절 달력 만들기

 ㅇ북한의 명절 및 휴일을 달력에 표시하여 보자.

 북한 명절 퀴즈 풀기

 ㅇ 퀴즈대회 진행 방법을 설명한다.

 ㅇ자리에서 모두 일어서게 하여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틀린 학생은 자리에 앉는다.

 ㅇ서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문제를 경청한 후 하나, 둘, 

셋의 신호와 함께 OX 카드를 들도록 한다.

 남한과 북한의 명절을 비교해 봄으로 알게 된 점 발표

하기

 -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고 효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와 

같다. 우리는 역시 한 민족이다.

 민속놀이에 대해 알아보기

ㅇ민속놀이란 무엇일까요?

ㅇ설날에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어떤 놀이를 하나요?

ㅇ북한의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윷놀이, 널뛰기, 그네뛰기 등

ㅇ우리의 민속놀이 중 놀이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있나

요?

ㅇ 놀이 규칙 알기 

 통일 윷놀이 대회 실시

 놀이 순서

- 한반도 지도에 주요 지명을 표시해 놓기

- 6개의 모둠으로 구성하여 게임 상대 선정하기

- 윷놀이의 방식과 같으나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남쪽

북쪽으로 진행하도록 말을 놓기

- 우승한 모둠에게 시상하기

 소감문 작성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말판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면서 느낀점을 소감문에 적고 

발표해 봅시다.

 차시예고

15‘

10‘

10‘

35‘

10‘

(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북한 주민의 

생활 이해)

♣ 윷놀이 말판, 

윷

 ♣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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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명절에 대한 퀴즈

<○,× 문제>

1. 북한은 민족 명절의 경우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에 보ㅈ충 노동을 해야 한다. 

이것을 ‘대휴’라고 한다.       (○)

2. 북한이 정책적으로 민족 고유 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한 것은 1980년대 후 반부터이다. (○)

3. 북한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 명절이 없다.            (×)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봉건적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봉건적 잔재라 비판하는 성묘나 제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추석, 음력설, 단오 등의 명절이 부활되었다. 이날은 휴일이며,텔레비젼에도 명절 

분위기를 띄운다. 결국 우리처럼 민족의 대이동은 없으나 민족명절은 지켜지고 있다.

4.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단오날을 추석과 함께 민속명적 휴식일로 정해 쉬고 있다.  (○)

5. 북한에서는 제사라는 적을 지내지 않는다.             (×)

북한은 제사를 봉건잔재라고 공식적으로는 비판하지만, 탈상때까지 또는 노인이 있을 때 등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그나마 조상과 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가 

제사인 것이다.

6.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며,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주관식>

7. 북한은 이 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 이라 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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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절, 민속명절

명  칭 국가명절 민족명절 비  고

설  날 1.1 2일 연휴

음 력 설 날 1.1(음)

김정일 생일 2.16 2일 연휴

국 제 부 녀 절 3.8

김일성 생일 4.15 2일 연휴

조선인민군 창건일 4.25

국제 노동자절 5.1

단오 5.5(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

념일
7.27

해방기념일 8.15

추석 8.15(음) 2일 연휴

정권창건일 9.9

노동당창건일 10.10

헌법절 12.27

계 10회 4회 총14회,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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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윷놀이 소감문 

1. 통일 윷놀이 말판을 만들면서 느낀점은?

2. 통일 윷놀이를 하면서 느낀점은?

3. 통일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이상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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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삼촌의 결혼식

영  역 문화 차시 13-14  / 34 교수-학습 모형 직소우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북한 주민의 결혼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ㅇ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학습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http://www.geumyang.ms.kr/(북한의 가정생활)

ㅇhttp://twomind.com.ne.kr/(결혼과 이혼)

ㅇhttp://nk.joins.com/media/pic_list.asp?part=200&class1=190&class2=192 (데이트

족)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학습상기

학습동기유발

 퀴즈풀기

ㅇ북한에서는 자유연예를 할 수 있을까요?   

  - 있다 

ㅇ 북한에서는 데이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 산보 

 북한의 결혼식 장면 동영상 보기

ㅇ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나 비디오자료를 본적이 있나요?

ㅇ 북한의 결혼식 장면을 보니 우리의 결혼식과 비교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습목표를 제시

5‘‘

학습목표확인

전개

홈팀구성

소주제 선정

 6명을 단위로 홈팀을 구성한다.

- 6명을 1개조로 홈팀을 구성한다.

 결혼생활을 통해 본 북한 주민들의 삶 이해

ㅇ청춘남녀들의 연애와 교제

ㅇ인기있는 배우자

ㅇ결혼식과 혼수품

ㅇ자녀 출산과 양육

ㅇ신혼부부와 신혼방

ㅇ이혼

- 제시된 6개의 소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모둠별로 학생

들이 선택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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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량

자료 및 유의점

전개

정리

주제별 탐구

전문가팀활동

홈팀활동

발표 및 정리

차시예고

 각자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 탐구활동을 전개한다.

 전문가 팀으로 모여 탐구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홈팀으로 복귀하여 홈팀활동을 전개한다.

ㅇ 소주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해 준다.

ㅇ 학습지에 친구들의 내용을 기록한다.

 홈팀별로 발표시킨다.

ㅇ 홈팀 대표자가 발표한다.

25‘

15‘

15‘

15‘

▶각종 자료를 

통해 소주제에 

대한 관련정보

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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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결혼식

※ 북한 주민의 결혼과 결혼식에 대해 친구들이 조사해 온 내용을 간단히 적어 

봅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알아온 내용

1)

2)

3)

4)

5)

※ 북한에서의 연애, 결혼 관련 사진입니다. 느낌 점을 간단하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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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젊은이들의 결혼관

 

  북한의 가족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만혼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결혼연령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악화 이후 여성들이 많은 방지 공장에는 30세를 넘긴 노처녀가 드물지 않으며, 

남편 없는 여성을 천시하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은 매우 현실적이다. 남자들은 배우자의 출신성분과 부

모의 권력 배경 및 경제력 등 가정환경을 우선 고려하며, 배우자의 마음씨와 전통적인 여성스러

움, 그리고 외모를 중시한다. 또한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생필품 판매상점백화점호텔식당 등의 판

매원이나 요리사, 재단사 등을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는 장

마당 등지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는 여성이라고도 한다.

  여자들은 당적 배경이 있는 사람, 당의 권력자이거나 물품 공급이 잘 되는 부서의 간부 자제, 

해외여행 기회가 비교적 많으며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외교부 및 무역부 직원, 군관, 도시 거주자 

등을 배우자로 원하며, 특히 직업이나 외모에 관계업이 평양 총각을 가장 원한다. 그러나 최근 식

량난이 심화된 이후로 평양주민들조차 지방 거주르 희망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 처녀들이 농촌 총

각과 결혼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예식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랑집이나 신부집에서 결혼

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양의 대형음식점인 경흥관이 전문 예식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축의금이 있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인근혁명유적지나 공원 드을 

찾는 정도이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4.15)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2.16)에는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 , (2001), 344~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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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향기골에서 온 감자

영  역 경제 차시 15-16 / 34 교수-학습 모형 역할놀이 모형

교수-학습

목표
ㅇ 역할놀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과 도와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최근북한소식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http://www.imbc.com/tv/culture/unity/script.html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설정

 동기유발 전시 학습 상기

 북한의 결혼식때 혼수품은 뭘로 할까요?

‘옥수수박사 김순권’ 이야기에서 나타난 북한의 경제상

황 이야기하기

5‘

학습목표확인  학습목표 제시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역할놀

이 설정

참가자,관찰자

설정

역할놀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 시청

 북한 만화영화 ‘향기골에서 온 감자’ 시청

 ㅇ자료 내용 이해가기

  - 주인공, 사건, 배경

 ㅇ북한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

까?

  -북한아동의 하루를 역할극으로 꾸미기

  -북한노동자의 일과를 역할극으로 꾸미기

  -우리나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모습 꾸미기

  -평양에사는 고위 당원을 생활 모습 꾸미기

역할놀이 상황 정하기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역할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으로 배역구성

관찰자가 관찰해야할 점과 유의점 설명해주기

역할놀이 준비하기 

조별로 어울리는 상황을 간단하게 꾸미기

역할극을 위한 간단한 연습하기 

10‘

15‘ ▶경제적 상황이 

드러나는 한 장

면만 연출한다.

역 할 놀

이시연

역할놀이시연 역할놀이하기

역할놀이 시연하기

관찰자는 역할극을 보며 학습지 해결하기

관찰자는 배역 맡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기

15‘ ▶역할놀이는 대

본을 보면서 

하되 관찰자

들을 보면서 

자 신 감 있 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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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평가 토의 및 평가 역할놀이 후 느낌 말하기

관찰자가 본 소감 말하기

참가자가 해본 소감 말하기

5‘

경험의 

일반화

의견 대립을 

통한 원리의 

일반화

학습지에 있는 내용에 관해 토의하기

가장 인상깊은 장면이나 대사 찾아보기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지 말해보기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토의해 보기

북한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방법 말해보기

북한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과 돕기 위한 방법, 태도 생

각해보기

차시예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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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놀이를 마치고

※ 혼자서 해결해 보세요.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행동과 말

가장 이상 깊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 친구들과 토의 해 보세요.

1.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2.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와 동포를 돕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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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내가 알게 된 북녘 땅!

영  역 경제 차시 17-18 / 34 교수-학습 모형 직소우학습

교수-학습

목표
ㅇ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통, 통신, 화폐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자료 ㅇ 교사:북한 경제관련 비디오 ㅇ 아동:주제별조사자료, 풀, 가위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전시 학습 상기

 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비디오 자료나 사진 자료를 보고 

느낌 이야기하기

 북한의 교통발달 모습

 북한 화폐의 가치

 북한의 통신 발달모습

5‘

학습목표확인    학습목표 제시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탐구주제 

정하기

탐구주제 정하기

 북한의 교통발달 수준

 북한 화폐의 가치

 북한의 통신 모습

 북한의 물가 

 ㅇ북한의 에너지 사용정도 

 ㅇ북한의 생활용품

학습방법 안내 

 6명 정도를 한 모둠으로 6개 모둠으로 구성

 모집단 별로 각 주제별로 전문가 정하기

 전문가 모둠으로 이동하여 주제 탐구하기

 모집단으로 돌아와 가르치고 배우기

5‘ ▶전문가 집단 

토의 시간 절

약을 위하여 

발표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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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 주제별 

조사활동하기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학습내용정리

학습결과 

평가

탐구의 유의점 안내 

목소리 조절하기

자기가 맡은 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정리 정돈 잘하기

모둠별 학습하기(전문가집단)

ㅇ전문가 수첩 만들기

모집단으로 돌아와 가르치기

전문가 수첩 활용하기

학습결과 발표, 부족한 학습 보충하기

학습결과에 대해 발표하기

6개 모둠의 학습을 정리하여 마인드 맵, 역할극 등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게 한다.

학습정리하기

학습결과 평가하기 및 차시예고하기

체험학습 안내하기

5‘

20‘

25‘

15‘

5‘

☞학습지

   (전문가 수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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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전문가 수첩

※북한의 모습에 관한 여러 가지 모양의 전문가 수첩을 만들어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채워 봅시다.

1. 내용 구성 (예시)

  

▶앞표지 ▶뒷표지

▶북한의 교통 ▶북한의 통신

▶북한의 화폐 ▶북한의 물가

▶북한의 에너지 이용 ▶북한의 생활용품

2. 만드는 방법 (예시)

▶ 둥근 책 만들기

도화지를 둥글게 오린 후 세 번 또는 네 번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의 부채꼴을 잘라내면 그림과 

같은 둥근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색상지로 책 만들기

두 가지의 색상지를 각각 두장씩 장 준비하여, 서로 다른 

색지를 번갈아 배치합니다. 덧댈 때 앞에 올려놓은 색상지

는 조금씩 위치를 아래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반을 

접고, 스테플러로 찍으면 사진과 같이 완성됩니다.

( 출처 http://picture.new21.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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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누가 제일 피해를 입었을까?

영  역 안보와 평화 차시 19-22 / 34 교수-학습 모형 체험학습

교수-학습

목표
ㅇ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알고, 안보와 평화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준비물 ㅇ 사진기, 캠코더, 필기도구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warmemo.co.kr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사전

활동

견학전

 준비활동

 견학전 사전답사 

 ㅇ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 전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 

    해 사전답사를 실시

    

 관람시 주의해야할 사항

 ㅇ 전쟁기념관 안에서 관람을 할 때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 관람태도

    - 관람실 이동시 등 ......    

30‘

▶견학활동이 소

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학습목표확인  학습목표 제시

견학

활동

사후

활동

전시실 

관람하기

견학 후

 느낌 나누기

 전쟁기념관에서

  ㅇ 각 전시실 관람

    - 호국추모실 - 전쟁역사실 - 6.25전쟁실

    - 해외파병실 - 국군발전실 - 방산장비실

    - 대형장비실 - 옥외전시장

  ㅇ 체험학습지 해결

    - 전시실을 다 관람한 아동들은 체험학습지를 

해결하면서 전쟁기념관을 견학한 느낌 및 소감을 

정리한다.   

 전쟁기념관을 다녀와서

  ㅇ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ㅇ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0

‘

30‘

▶각 전시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점을 

생각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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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비극

※ 다음은 625 전쟁의 피해로 인한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 사진 속의 주 인

공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이 사진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말주머니를 채어보세요.   

                   

                   

                  

                  

누가 그 아픔을 알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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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하근찬님의 “수난이대”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로서 태평양전쟁과 6

25전쟁에 각각 참가한 부자(父子)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

고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써 봅시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박만도는 삼

대 독자인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마음이 들떠서 아침부터 서둘러 정거장으로 나

간다. 왼쪽 팔이 없는 만도는 오른 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나온

다는 아들의 상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이라 하니 많

이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팔이 없어서 늘 주머니에 한쪽 소맷자락을 꽂고 다

닌다. 아들의 귀향 생각에 휩싸여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린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언젠가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옷을 널어 말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 속으로 들어가 얼굴만 내놓던 일

을 생각한다. 정거장 가는 길, 용머리재를 넘고 개천의 외나무다리를 건너 읍내에 들어가 진수에

게 주려고 고등어 두 마리를 산다.  만도는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 선다.  

  아들이 도착하려면 아직도 한 시간이나 남았다. 만도는 대합실에 앉아 있노라면 곧잘 십이삼 

년 전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 일제 강제 징용에 의해 남양의 어떤 섬에 끌려갔었다. 비행장을 닦

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굴을 파려고 산허리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여 불을 당기고 나서려는 순

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당황한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했던 굴로 들어가 엎드렸다가 

왼쪽 팔을 잃었던 것이다.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만도는 초조해

진다. "아부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로 돌아선 만도는 다리를 하나 잃은 채 목발을 짚고 서 있

는 아들을 보고 눈앞이 아찔해진다. '만도'는 분노를 씹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다가 주막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부정(父情)을 나타낸다. 술기운이 돈 '만도'는 '진수'에게 자초 지종을 묻는

다. 수류탄에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냐는 아들의 하소연에 아들을 

위로한다. 

  외나무다리에 이르러 '만도'는 머뭇거리는 '진수'에게 등에 업히라고 한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

등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아버지의 등에 슬그머니 업힌다. 만도는 용케 몸을 가누며 조심조심 

걸어간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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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끝나지 않는 전쟁

영  역 안보와 평화 차시 23-26 / 34 교수-학습 모형 체험학습

교수-학습

목표
ㅇ 판문점, 땅굴, 통일 전망대를 견학한 후, 전쟁 후 남북한 대치상황을 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준비물 ㅇ 사진기, 캠코더, 필기도구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ㅇ 판문점 트래블 센터 홈페이지 ( http://www.koreadmztour.com )

단계
학습의 흐름

( 학습 요소 )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사전

활동

견학전

 준비활동

 관련 영화 감상

 ㅇ 판문점, 땅굴, 통일전망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 감상  

   - 영화 ‘공동경비구역(JSA)’ 관람

 미리 가 본 판문점, 땅굴, 통일전망대  

 ㅇ 판문점 트래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할 장소의 

    모습을 알아보기

60‘

30‘

▶영화공동경비

구역(JSA)비디오

자료

학습목표확인 학습목표 제시

 판문점에서 및 비무장 지대에서

 ㅇ 판문점의 위치, 유래와 시설물

  - 자유의 집, 평화의 집, 북한의 판문각, 통일각, 돌아

오지 않는 다리

 ㅇ 비무장지대 마을

  - 대성동 자유 마을, 기정동 선전 마을 

 남침용 땅굴에서

 ㅇ 위치 및 규모

 ㅇ 제 1,2,3,4 땅굴

 학습지해결

 ㅇ 본 것을 상기하며 6 25 전쟁 후의 남북한 대치상황 

   을 이해하기  

견학

활동

사후

활동

관람하기

견학 후

알게된 점, 

느낌 나누기

60‘

 

60‘

 

30‘

▶ 각 장소를 견  

 학할 때 그곳

의특징적인 

면을생각도록 

하게한다.   

▶ 남북한 대치

상황을 이해시켜 

전쟁이 끝난 것

이 아니라 휴전

상태임을 경각시

킨다. 



- 173 -

판문점을 둘러보고 나서

※ 자신이 견학한 곳에서 본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1. 판문점에서

2. 비무장지대에서

3. 땅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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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자유의 땅

※ 판문점과 통일전망대 그리고 남침용 땅굴 등을 돌아보면서 1950년 6월 한국

에서 발생한 20세기 첫 동서진영간의 이념대립의 어제와 오늘을 느낄 수 있 었 습

니다. 만약, 여러분이 20세가 되는 그 날, 통일이 된다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일대를 

어떤 장소로 바꾸면 좋을까요? 새롭게 탄생한 그 곳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설명도 해 

봅시다.

     

 

     

                            < 그  림 >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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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북한 퀴즈 한 마당

영  역 정치 차  시 27-28 / 34 교수학습 모형
마인드 맵 학습

O,×퀴즈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하여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통일의 의지를 갖는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퍼즐 학습지, 마인드 맵 학습지, 북한에 대한 퀴즈 문제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uniedu.go.kr/school/index.jsp?send=main_08.html(O,×퀴즈게임)

http://heoju.new21.org/quiz/quiz.cgi?d=one&m=1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퍼즐 놀이’ 하기

  펴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학습목표 제시

 ‘북한’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마인드 맵

    으로 나타내기

 마인드 맵으로 나타낸 문장이나 낱말을 이용하여 발표하기

 북한에 대한 ㅇ,×퀴즈 게임 하기

 게임하기 전 활동

  운동장에 나가 ㅇ,×게임을 하기 전에 인터넷을 활용한

    게임으로 학습흥미를 북돋는다. 

 운동장으로 나가 ㅇ,×게임하기

  학생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은 한 팀의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진행한다.

  첫번째 게임이 끝나면 게임을 다시 진행한다. 

 이긴 팀에게는 보상을 하여 ㅇ,×퀴즈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

킨다.

    

 퀴즈가 끝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학습한 내용이 어떤 생각을 갖게 했나요?  

10′

15′

10'

40‘

15‘

♣퍼즐학습지

▶퀴즈문제지

▶ ㅇ , × 퀴 즈 

여러 분야에서 

고루 문제를 

출제한다.

▶ 줄, 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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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퍼즐 놀이 Ⅰ】

  

  ( 가로 )

 1. 노크의 북한말

  2. 얼간이의 북한말

  3. 치약의 북한말

  4. 양갱의 북한말

  5. 식당의 북한말

  6. 방고래의 북한말

  7. 골키퍼의 북한말

  8. 아이스크림의 북한말

  9. 도시락의 북한말

  ( 세 로 )

  1. 포크레인의 북한말

  2. 음정의 북한말

  3. 시럽의 북한말

  4. 볶음밥의 북한말

  5. 코너킥의 북한말

  6. 코치의 북한말

  7. 꽁보리밥의 북한말

 

 ( 정 답 )

구분 1 2 3 4 5 6 7 8 9

가로 손기척 미시리
이닦기

약
단묵 밥공장 구들골 문지기

얼음

보숭이
곽밥

세로 기계삽
소리

사이
단물약 기름밥

구석

차기
지도원 강보리밥   

  



- 177 -

재미있는 퍼즐 놀이 2

※ 재미있는 퍼즐 놀이를 통해 북한 말을 알아 봅시다.

1 3

2 1 2

5

3

6 7

4

6

4

( 가로 )

1. 파마머리의 북한말

2. 국회의원의 북한명칭

3. 북한의 국보1호

4. 제일북송동포를 지칭

5. 꾀병

6. 1994년 미국과 북한이 맺은 협정

   

( 세로 )

1. 남북을 통틀어 일컫는 말

2. 장농

3. 평양8경의 하나로 ‘사허정’이라고 

함

4. 멋 부리기

5. 반찬

6. 북한의 칼라TV

7.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 해 설 )

구분 1 2 3 4 5 6 7

가로 볶음머리
최고인민회

의대의원
대동문 갈매기패 건병 제네바 협정

세로
민족

공동체
외농 을 대 식내기 건건이 일본제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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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그물 그려내기         

     

▶‘북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낱말이나 문장이 떠오르나요?

         내 생각을 빠르게 적어 봅시다.

                                           북 한



- 179 -

북한 이해를 위한 O, X퀴즈

【 O, X 퀴즈 문제 】

1.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어린이 날이 있다. (O) 

2. 북한에도 결혼식장이 있다. (O) 

3. 북한의 소학교는 6년을 다닌다. (X) 

4. 북한에서는 연예 결혼을 할 수 있다. (O)

5. 북한에서는 데이트를 산보라고 한다. (O) 

6. 북한의 장례에는 부조금이 없다.(X)  

7. 북한에서는 제사를 권장한다. (X)

8. 1원짜리 화폐에는 가수가 새겨져 있다. (X)

9.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 (O)

10. 북한이 지정한 국보 1호는 평양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다. (X) 

11. 북한은 유치원높은 반에서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다. (O) 

12. 북한에는 과외가 보편화되어있다. (X) 

13. 북한은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된다. (X) : 4월

14. 북한에서는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X) 

15. 북한은 현재 대학에서 영어는 배우지 않는다. (X) 

16.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하며, 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O)

17. 북한에도 족보나 가계가 없다. (O)

18.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복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X)

19.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점집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O)

20.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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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영  역 통일 차  시 29-30 / 34 교수학습 모형 신문 만들기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이산가족의 고통을 알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통일의 의지를 갖는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이산 가족에 대한 신문, 잡지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myhome.bbi.co.kr/fancy12/

http://www.hankooki.com/people/sn_meeting.htm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량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이산 가족 동영상 시청하기

 학습목표 제시

 이산 가족에 대한  신문 만들 준비하기

 이산 가족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다.

 신문 만들기 방법을 이해하기

   모둠별 신문 이름 정하기

   신문 면에 따른 편집 구상 및 역할 분담

 신문 만들기

 모둠 활동 계획서에 구상한 내용을 토의하여 정하기

  모둠신문 제목, 면 구성, 기사 등

 역할에 따라 신문 제작하기

 

 만든 신문 발표하기

 모둠 전체가 발표에 참여하기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발표하기

 소감문 작성하기

  신문을 만들고 나서의 느낌 정리하여 발표하기

10′

15′

40‘

15‘

♣ 학습지

♣2절 도화지, 

 색연필, 싸인 

 펜, 색종이, 

 가위, 풀, 스 

 크렙 기사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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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가족 상봉 기사 1

“우리 절대 울지 말자”

  "영덕아！ 우리 절대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이산가족 상봉의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방문단을 따라 나선 소설가 이호철

(68)씨가 마침내 여동생 영덕(58)씨를 만났다. 

   이씨는 "8살 때 헤어진 동생이 이미 환갑을 눈앞에 둔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곱게 잘 늙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생과 꼭 껴 앉은 채 "울지 말자, 울지 말자"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

서 애써 눈물을 참았다고 했다. <중략>

  이씨는 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일을 동생이 기억하지 못해 안

타깝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75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72

살까지 사셨다니 다행"이라며 동생을 위로했다. 

  이씨는 여동생을 만나긴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다. 

  바로 아래 남동생 호열(64)씨가 평남 북창군에 살고 있는데 이날 함께 만나지 

못했다. 중풍으로 쓰러져 투병하고 있다는 남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는 이씨.형 된 도리로서 바로 달려가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씨는 동생이 헤어지기에 앞서 "오빠,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애써 주세요"

라고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동생을 만날 수 있다니 남북한 두 정상이 새

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함께 지원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왔다가 뜻밖에 가족을 

만나게 된 고 장기려 박사의 아들 장가용(65) 박사와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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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가족 상봉 기사 2

오빠가 죽었대요, 오빠가…  

 오빠가 죽었대요. 오빠가….  팔순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7일 오전 남쪽 이산가족 방문단이 방문한 서울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방문

단을 뒤쫓으면서 해방 직후 소식이 끊긴 오빠 신구현(89 전 김일성대 교수)씨의 

소식을 묻던 정현(86) 할머니가 갑자기 한스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방남단의 일원인 북의 계관시인 오영재(64)씨로부터 신구현씨는 지난해 작

고했다 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오빠는 경성제대를 졸업한 수재였어요. 하지만 해방 전 창씨개명을 하지 않  

 아 동대문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지요. 6남매 중 다섯째와 막내였던  

 오빠와 나는 유난히 우애가 두터웠는데…  
  신 할머니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창덕궁 주변에 나왔다. 몇 해전 <한겨레> 지

면을 통해 지난 46년 서울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평양으로 떠난 오빠가 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교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날 방남 이산가족들에게 오

빠의 생사를 확인해보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씨가 전한 비보는 50년을 간직해온 실낱같은 희망을 산산 조각

내고 말았다. 

  한참을 울고도 믿기지 않는 듯 자리를 뜨지 못한 조 할머니는 다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오후 조로 창덕궁 관람에 나선 조주경(68 김일성대 교수)씨를 만나  

오빠의 딸은 평양에 살고 있다 는 소식을 들었다. 조카가 살고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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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금강산에 올라

영  역 통일 차  시 31-32 / 34 교수학습 모형 윷 판놀이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북한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의 국토임을 이해하고 통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윷, 대형윷판, 말, 학습과제 카드,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eb.edunet4u.net/~75802580/
http://www.korlove.net/
http://www.user.chollia.net/~lion386/cf/tradition.htm(금강산전설)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금강산’ 노래 부르기

 학습목표 제시

 금강산에 대해 알아보기

 계절에 따른 금강산의 이름

 금강산에 대한 설명듣기(인터넷 활용)

 금강산 관광코스와 명소 알아보기

 

 윷판놀이 하기

  ※게임 규칙 알아보기

    -윷을 던져 말이 학습과제 위에 가게 되면 윷을 던진 사람

이 학습과제를 해결한다.

    -일정한 시간동안 학습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던 말을 처음으로 돌아오게 한다. 

 게임을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내용은 학습지에 기록한다.

 윷 판놀이 하기

  학습과제는 윷이 한판 끝날 때마다 바꾸어 제시한다

 윷 판놀이가 끝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5′

15‘

5'

45‘

10‘

♣윷, 대형 윷 

 판, 말, 학습 

 과제 카드

♣학습지

♣학습과제는 

 금강산에 대

 한 책이나 

 인터넷을 활

 용하여 해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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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산 알아보기

※ 금강산의 이름, 전설, 관광코스 등을 조사, 발표하고,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내가 발표한 학습과제

학습 과제 발 표 내 용

▶ 금강산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내용

학습 과제 새로이 알게 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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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산 상식퀴즈

▶북한에 있는 2000년 이상되는 산 이

름 세 개만 말해 보시오.
   

▶내가 북한을 여행한다고 한다면 꼭 

가고 싶은 곳 두 곳을 꼽는다면 어

디 일까요?

▶금상산 관광은 남북관계 발전 산이라

고 불리는 세 개의 산은 어디일까요?
   

▶금강산 관광코스는 대개 세가지가 있

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삼신 산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산은 어디일까요?
   

▶금강산 기후의 특징을 두 가지만 말해 

보시오.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 중 제일 높은 

곳은 무엇인가요?
   

▶금강산의 천연기념물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들어 보세요.

▶만물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3대 폭포는 무엇인지 말

해 보시오.

▶만폭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 해보시

오.
   

▶임진왜란 때 금강산의 승병대장으로 

우명한 스님 두 분을 아시나요?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해 봅시다.
   

▶행정구역상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시오. (    )도 (    )군

▶금강산 가는 길과 방법을 알아 봅시

다.
   

▶금강산에 있는 문화재를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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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가는 길, 관광코스

▶ 금강산 가는 길 (육로)

▶ 금강산 관광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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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량활동

주  제  우리는 하나

영 역 통일 차  시 33-34 / 34 교수학습 모형 가치 경매 게임 

교  수 

학  습 

목  표

통일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경매지(개인, 모둠, 학급), 가치 아이템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ksm.or.kr/
http://www.koreaisone.co.kr/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북한의 모습을 담은 VTR 시청하기

  오늘날 북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학습목표 제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아이템 선정하기

  ①쌀 지원  ②공장 건설  ③원자력 건설  ④통일 소 보내기

  ⑤생필품 지원  ⑥비료 지원  ⑦농업기술 제공 ⑧현금 지원

  ⑨북한이탈주민 생활 지원  ⑩관광지 개발 지원  ⑪농토개발

  ⑫도로, 철도 건설  ⑬북한 자연환경 보존  ⑭난방 연료 지원

  ⑮의약품 지원

 개인별 선호 결정하기

 개인별 가치 아이템 목록 배부

 1000원의 사이버 머니 지급

 명령 : 사이버 머니 통일 예산 1000억 원으로 5개의 아이템

         을 갖도록 투자하라.

 소집단 편성하기

 소집단내 가치 경매하기

 각 소집단 내에서 주어진 가치 아이템 목록 내에서 가치

   경매 실시

 모든 모둠원들은 5번까지만 응찰할 수 있음.

 각자 확보한 아이템과 실제 투자비용과 확보 못한 아이템과 

   팔린 실제 가격 기록하기

 개인 선호와 비교하기  

 내가 확보한 것과 잃은 것 정리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모둠의 베스트 5 정하기

 모둠간 가치 경매 실시

 모둠에서 실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학급 전제에서 실시

 가치 선호 토론

 우리 모둠과 학급의 베스트 5를 비교하기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15′

10′

50‘

5‘

♣ 가치 아이 

   템 목록

♣ 개인별 

   경매지

♣ 소집단 

   경매지

♣ 학급 

   경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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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나 1

▶ 북한 돕기 가치 아이템 목록

1) 쌀 지원 2) 공장건설 3) 원자력건설 4)통일소 보내기

5) 생필품 지원 6) 비료지원 7) 농업기술 제공 8) 현금 지원

9) 북한 이탈주민 생활지원 10) 관광지 개발 지원 11) 농토 개발 12) 도로, 철도 건설

13) 북한 자연환경 보존 14)난방 연료지원 15) 의약품 지원

▶ 개인별 가치 경매지

순 위 아이템
입찰

가격
나의 투자 이유

실제낙찰

가격

확보성

공여부

1

2

3

4

5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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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나 2

▶ 모둠 베스트 5가치 경매지

순 위 아이템

실제

낙찰

가격

투자 이유
내가썼던
낙찰가격

확보

1

2

3

4

5

여분

▶ 학습 베스트 5가치 경매지

순 위 아이템

실제

입찰

가격

낙찰 조의 투자 이유
우리 조 응찰

낙찰가격
확보

1

2

3

4

5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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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즐거운 계기별 통일교육의 실제

1. 계기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안점

남북한 관계는 공존과 경쟁이라는 이중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부정

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공존과 화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난 등의 위

기 요소는 남북의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을 넘어서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지켜나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해 내는 원동력로서의 통일교육은 중요한 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시에는 자료와 시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바,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계기교육의 실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6.15, 6.25, 8.15, 10.3(개천절, 독일통일일) 운동회, 현장학습 등 북한 통일문제

와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교내 외의 계기적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축제, 참관, 전시회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통일교육에서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는 통일 백일장이나 통일웅변대회, 

이야기하기, 통일표어짓기 및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이 주종을 이루어지고 있다.

계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위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하며, 주입식 위주인 기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

업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계기교육을 포함한 통일관련 행사는 그리기, 글짓기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내실 있는 통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 방법 및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한다. 3 1절, 현충일, 6 25, 호국보훈의 달 등에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 등을 열 수 있

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일이 적극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학교는 지역 단위로 묶어 일방

적인 강연회가 아니라 활발한 질문이 전개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타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능

한 활동을 제시해 보면 통일관련 스크랩제작, 그림그리기 또는 만화그리기, 미완성 이야기 뒷부분 꾸미기, 

현장견학활동, 북한 영화감상, 북한과 남한의 다른점 탐구하기(언어, 생활습관, 의식주 등), 비디오 시청, 

북한의 어린이에게 편지 쓰기 활동 등을 행사활동 프로그램속에 포함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계기별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가 왜 분단된 국가가 되었으며,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로 학생들에게 북한 어린이의 모습과 북한의 문화, 생활

모습, 경제를 바르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

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주입이나 교화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여 내면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계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위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 기회의 장이 되어

야 하며, 주입식 위주의 기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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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계기별 통일교육 계획

기념일 주  제 학습 내용 학습 방법

5. 5 

(어린이날)

한이가 좋아

하는 것은?

남북한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 

알아보고 비교하기 

-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장래

희망, 좋아하는 것들을 비교하기

설문조사 인터넷 활용

남한 어린이들에게 설문 조사 및 북

한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 인터넷 활

용 조사하기 

6. 25 

(6.25전쟁일

)

DMZ를 평화

의 공원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평화로 생

각 전환하기

가상체험 협동학습

전쟁의 유산인 DMZ를 통일 평화공

원으로 만들기

7. 17 

(제헌절)

통일은 꼭 해

야 되나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

기

이슈중심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 주장을 듣고 

내 생각 정리하기

8.15

(광복절)

왜 우리는 허리

가 잘렸을까요?

국토 분단의 원인을 조사하고 

통일의 참뜻 탐구하기

역할놀이

통일의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고 우

리의 할 일을 알아보기

8. 15(음) 

(추석)

우리도 명절

은 즐거워요!
남북한 명절을 비교하기

ICT활용

남북한 명절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내 생각 말하기 

10. 9 

(한글날)

훈 민 정 음 과 

북한 언어 

북한말 중계 방송하기 

- 스포츠 한 종목을 선정하여 

중계방송하기

가상체험

축구, 야구 등 한 종목을  선정하여 

북한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하기

11. 30 

(무역의 날) 

남북한 경제

와 남북교역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고, 남북경

제 협력의 의의 이해하기

만화로 나타내기 

남북한 경제 생활모습을 만화로 재

미있게 나타내기

12. 10 

(세계 

인권의 날)

우리 동포들

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이해 하

기

독서활동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북한이탈주

민의 수기를 통하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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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초등학교 어린이날 (55)

주  제  한이가 좋아하는 것은?

영 역

남한 : 어린이날(5.5)

북한 : 국제아동절

(6.1)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설문조사 학습

인터넷활용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장래희망, 좋아하는 물건들을 알 수 있다. 

남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좋아하는 물건, 하고싶은 일을 조사하여 북한 어린이들과 

  비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조사 학습지,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hankooki.com/entertain/book/200104/en20010427183513E7010.htm

http://www.okedongmu.or.kr/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어린이 날 노래 부르기

 어린이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말하기

학습목표 제시

 남한의 어린이날과 북한의 국제아동절에 대해 조사하기

 어린이 날 모습을 알아봅시다.

 북한의 국제아동절(6.1)모습을 알아봅시다.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 조사하기

   (북한에서 온 친구와 대화)

 (http://nk.chosun.com/board/list.php3?table=friend1)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북한 어린이들이 장래희망은 무엇일까요?

 북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조사해봅시다.

  음식, 만화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과목 등

 남한 어린이들에 대해 조사하기(친구들에게 설문조사하기)

 우리 반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장래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조사해봅시다. 

  음식, 만화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과목 등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

각 발표하기

 북한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통일이 되면 북한 어린이들과 무엇을 함께 하고 싶나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5‘

8‘

10‘

10‘

7‘

인터넷을 활 

용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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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 이해하기  학년 (  )반  이름: (          )

9.알리는 것 꾸미기  36~37쪽

※ 우리의 어린이날 북한의 국제아동절에 대한 생각이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1 

◇ 여러분은 어린이 날 어떤 선물을 받았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북한의 국제아동절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북한 어린이들에 대해 조사한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봅시다. (인터넷활용)

   ① 즐겨하는 놀이 :
    -------------------------------------------------------
   ② 장래 희망 :
    -------------------------------------------------------
   ③ 좋아 하는 것(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화영화, 교과 과목등) : 
    -------------------------------------------------------

    -------------------------------------------------------

▶기본활동 3 (설문조사)

◇ 우리 반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사해봅시다. (설문조사)

   ① 즐겨하는 놀이 :
    -------------------------------------------------------
   ② 장래 희망 :
    -------------------------------------------------------
   ③ 좋아하는 것(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화영화, 교과 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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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북한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과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북한에서는 김일성부자를 우상화하면서 충성을 고취하는 내용을 보육원(탁아소 교사), 

교양원 (유치원 교사)들이 식사 때나 교육 시간에 반복하여 이야기 해주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라난 어린이들의 머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인민군 등이 되어 

김부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꿈을 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양원(유치원 선생님), 당 간부 등으로 남자 어린이가 가장 선망하는 것은 인민군, 안

전원이며, 여자 어린이의 희망은 교양원이나 교원 또는 예술인 등 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위인, 우상, 연예인이 있나요?

북한 교육은 김부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모든 영역에서 최고 성역으로 신성불가침으

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명한 가수 등 연예인들도 단순히 목소리

가 좋다거나 얼굴이 예쁘다고만 생각할 뿐 우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의 장래 희망은 운동선수가 많다고 하는데,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운동선수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청소년 체육학교에 가입하여 

오전은 학과 공부, 오후에는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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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로 보는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며 지낼까?

텔레비전을 통해 어린이들의 모습을 간간이 보아 온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디지몬이나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밖에서 힘차게 몸을 놀리고 뛰어 놀아야 합니다.

남과 북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는 자라온 생활 환경의 차이만큼 다르

겠지만 우리의 전래놀이를 즐길 줄 아는 공통적인 정서는 하나일 것입니다. 놀이를 통

해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놀이를 소재로 한 몇 편의 동화를 소개해 보면, ‘맹맹절사 무엇하

러 왔나’는 사계절에 모두 할 수 있는 수박따기 놀이를 소재로 한 동화입니다. 노래로 

사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흥을 돋우며 수박씨가 싹이 트고 익을 때까지의 단계를 재미

있게 꾸민 놀이입니다. ‘빙빙, 안녕하세요’는 고무줄이나 새끼줄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줄넘기 놀이를 소재로 자라는 소녀들의 율동적인 몸놀림을 길러

주고 체력을 단련시켜 주는 좋은 운동이자 놀이입니다. ‘어린 척석군들’은 양편으로 편

을 갈라 누가 돌을 가장 멀리 던지나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계레

의 민족 정신과 슬기로움이 살아 있는 전래놀이를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조 : 이상배, 최진이,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파랑새 어린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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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25 전쟁일 (6 25

본시주제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영 역
6.25사변일( 6. 25)

  (현충일 6. 6)
차  시 1-2 / 2 교수학습 모형

가상체험학습

협동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6. 25사변으로 인한 피해를 알 수 있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평화로 승화시켜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dmz에 대한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korea-dmz.com/

http://www.dmzkorea.com/home.html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기본활동 4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6. 25 노래 부르기

 dmz 모습 살펴보기(멀티미디어 활용) 

학습목표 제시

 6.25 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발표하기

 dmz에 대해 알아보기

 dmz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dmz를 가상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평화공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하기

 dmz를 가상 평화공원으로 만들 계획 세우기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을지 학습지에 기록하기 

  (예)남북한 어리니들의 만남의 광장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전 할 일을 알려준다. 

 dmz를 가상 평화공원 꾸미기

  계획에 따라 하드보드지에 꾸미기

    

 모둠별 dmz 가상 평화공원 발표하기

 모둠장이 나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발표한다.

 소감문 작성하기

 소감문 발표하기

5‘

5‘

10‘

45‘

10‘

5‘

인터넷을 활 

용하여 조사

▶참고자료

   활용

▶평화공원꾸

미기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하드보드지, 

색종이, 수수

깡, 색도화지, 

자연재료

▶분단대치로 

  인한 지뢰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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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학년 (  )반  이름: (          )

   ▶기본활동 3-1 : 비무장 지대를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기본활동 3-2 :  만들고 싶은 평화공원의 모습을 스케치하여 봅시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원으로 꾸민 후 느낌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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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된 상징,비무장지대 (DMZ)  계 기 교 육

     

비무장지대(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

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

하천 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

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고, 인도차이나 휴전협정

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선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의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

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동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

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 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 과 북

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 이 생겼다.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의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 금강산 길이 트이고 경의선 연

결이 구체화되면서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에의 희망으로 그 인식이 바뀌오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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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제헌절 (717)

본시주제  통일은 해야 되나요?

영  역 제헌절 (7. 17)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이슈중심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지,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uniedu.go.kr/school/index.jsp?send=main_01.html

http://baeoori.pe.kr/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뚱이의 통일 이야기 시청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시청하기

학습목표 제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지 살펴보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하기

 찬성과 반대의 모둠으로 나누기

 학습지에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근거를 제시하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하기

 모둠별로 토론하기

  통일의 필요성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번갈아 가면서 

주장하기

  역할을 바꾸어서 토론을 하기

 모둠별로 토론하여 얻은 결론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전체학습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각 모둠별로 얻은 결론을 발표하기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내 생각은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나’는 무엇을 해야될까요?

5‘

5‘

20‘

5‘

5‘

▶통일이 되

어야 하는 까

닭을 강요하

지 않는다.

▶의견이 한 

 쪽으로 몰리 

 지 않게 적 

 절한 분배

▶토론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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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루어야 하는 이유 학년 (  )반  이름: (          )

★ 찬성지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시대부터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

며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 국가로 다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것이며, 역사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남북으로 갈린채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덜어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 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현상은 남북한 양쪽에 모두, 발전에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

어 왔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위협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 위의 글을 읽고 나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써 봅시다.

주장,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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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학년 (  )반  이름: (          )

★ 반대지 (나는 통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통일시대의 한국'이란 제목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무엇을 하기 원하느

      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를 비롯하여 우리 학생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얼마나 이 땅에 비극의 씨앗을 뿌렸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이산가족이 있다면 몰라도 남쪽에 고향을 둔 가정에서는 

      상처의 쓰라림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가  통일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어려운 북한경제를

      떠맡게 되어 같이 가난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된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는 50년이 넘는 시간을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러한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고, 마음을 

      함께 하려면 무척이나 많은 힘이 들것 같다.

        

★ 위의 글을 읽고 나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써 봅시다.

주장,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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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꿈꾸는 어린이들   계 기 교 육

▶통일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글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 삼성초등학교 5학년, 하홍렬

  나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세계에서도 분단국가가   우

리나라 밖에 없어서 창피하다.

  독일도 옛날에는 서독, 동독으로 나뉘었는데 통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

한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도망쳐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금강산, 백두산 등의 경치 좋은 곳으로   놀

러를 가 봤으면 좋겠다. 

▶ 삼성초등학교 5학년, 권경택

  정말 우리는 반쪼가리로 살고 있었던 것일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어째서 같은 민족끼리 지뢰를 땅에 묻고 한반도에 금을 긋고 총칼을 들이 

되는 것인가? 하루라도 어서 통일이 되어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고 싶겠지.... 통일해서 만나자!!! 

▶ 삼성초등학교 5학년, 서재영

  통일을 하면 이산가족들이 모두 만나게 되고 철조망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던 동물, 기차가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고, 

월드컵도 더 열심히 응원해서 우승까지 할 것 같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서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어땠는지도, 북한의 여러 가지 말도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삼성초등학교 5학년, 김 진

    통일은 친구들과 싸워서 사과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싸우게 되면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살면서 필요한 물

건들을 다른 이웃에서 빌려오고 또 한 친구가 없으면 놀지도 못 하니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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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광복절 (8.15)

본시주제 분단과 통일의 의미

영  역 광복절( 8. 15) 차  시 1-2 / 2 교수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역할놀이)

교   수 

학   습 

목   표

남북한이 분단된 까닭을 알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청문회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school.kerinet.re.kr/union/unihistory.htm

http://210.119.114.5/union/

    

 

  ▶기본활동 2 역할극(청문회)을 보면서 중심 생각을 써 봅시다.

        

      ◆ 카이로 회담의 내용(루즈벨트)

            ---------------------------------------------------------

          

-------------------------------------------------------------

      ◆ 포츠담 회담의 내용(트루먼)

       -----------------------------------------------------------

      -------------------------------------------------------------

     ◆ 소련의 참여(스탈린)

      ---------------------------------------------------------------

      

-----------------------------------------------------------------

-

   ◆해방 직후의 한반도 상황(한국 국민들)

      ---------------------------------------------------------------

     

----------------------------------------------------------------

     ◆ 38선 설정(트루먼)

    -------------------------------------------------------

      --------------------------------------------------

     ◆ 38선 설정의 배경(맥아더, 하지, 스탈린, 트루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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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3 남북한의 가장 큰 분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써 봅시다.

역할놀이 대본 계 기 교 육

★ 자기 역할을 열심히 연습해 봐요

1. 통일,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남기 : 영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질까?

영희 :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남기 : 어떤방법들이 있는데?

영희 : 응, 첫째는 전쟁이 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이루어 지는 것이...

남기 : 영수야! 그건 안되지,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어놓은 집과 공장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지.

영희 : 맞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남기 : 그럼 다른 방법은 뭐야?

영희 : 그건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거지.

남기 :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텐데...

2. 통일, 그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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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 지영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지영 : 그거야! 통일이 되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평화를 만끽할  

       수도 있을 테고.

철수 : 또 뭐가 있을까? 맞아, 헤어진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즐거울거야.

지영 : 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북한의 여러 곳을 구경할 수 있잖아!

철수 :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땅이 합해지면 나라가 커져서 더 잘 살 수 있을거야.

지영 : 그래,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3. 그럼, 지금 무엇을 할까?

성현 :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샛별 : 난, 제일 먼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성현 : 맞아, 서로 이해하려면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샛별 : 응, 서로 알지 못하면 친해 질 수 없잖아? 가까운 친척도 자주 보지 못하면 남처럼 정이 들지 않거든.

성현 : 그럼 북한 어린이들과 친해질려면 북한에 가야 되는데 이를 어쩌나!

샛별 : 우리, 부모님께 북한으로 여행 가자고 말씀 드려보자.

성현 : 북한으로 여행을 간다고?

샛별 : 그래,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서 북한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면 얼른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성현 : 좋아! 좋아! 올해 여름방학에는 금강산이다!

초등학교 추석 (음 8.15)

본시주제  우리도 명절은 즐거워요!

영  역 추 석(음력 8. 15)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ICT활용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남북한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남북한 명절과 기념일을 비교하여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data.edunet:net:9000/ICTDATA'A4/IL09/0000/U04/S011/18012002_112942.ppt

http://www.edunet4u.net/edunetWebApp/MKEDAIA10.action?event=initialize&stat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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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명절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말하기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명절이 있을까요? 

학습목표 제시

 우리 나라 중요한 명절과 기념일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전체학습에서 우리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을 찾기 

 모둠별로 명절이나 기념일을 한 가지씩 조사하여 발표하기

 북한의 중요한 명절과 기념일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전체학습에서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을 찾기 

 모둠별로 명절이나 기념일을 두 가지씩 조사하여 발표하기

 

 남북한의 중요한 명절과 기념일을 비교하여 발표하기

  모둠에서 조사한 남한과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발표하기

  각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나의 생각 말하기   

 북한의 명절은 통해서 북한 사회의 어떤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북한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까요?

  왜 북한의 명절이나 기념일은 우리와 다를까요?    

5‘

10‘

10‘

10‘

5‘

*인터넷 자

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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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명절과 기념일  학년 (  )반  이름: (          )

▶기본활동 1 우리나라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순서 명절과 기념일 조사한 내용 

1

2

3

4

5

6

▶기본활동 2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적어 봅시다.

순서 명절과 기념일 조사한 내용 

1

2

3

4

5

6

▶기본활동 3 남북한의 명절과 기념일을 비교하고 나서 느낌을 써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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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한글날 (10.9)

본시주제  훈민정음과 북한 언어 

영  역 한글날(10. 9)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가상체험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북한의 언어 조사하여 남한의 언어와 비교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북한 말 놀이 글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uniedu.go.kr/dataroom/index.jsp?send=/servlet/board.pub.GetListServlet?cate=comm

on

http://www.edunet4u.net/edunetWebApp/MKEDAIA10.action?event=initialize&state=load

http://my.dreamwiz.com/choi3131/puchunmal.htm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축구응원 시청하기

   왜 혁철이는 기분이 상했을까요? 

 왜 남한과 북한 말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학습목표 제시

 운동 경기를 중계할 방송 원고 쓰기

 가장 관심 있는 경기 중계방송 원고 쓰기 

     (축구, 탁구, 권투, 야구, 농구)

 북한 말 원고 쓰기

 우리말로 쓴 중계방송 글을 북한 말로 바꾸기

 모둠별로 읽어보고 친구들의 생각도 덧붙여 수정한다.

 

 북한 말 중계 방송 하기

  쓴 원고를 보고 중계방송하기

    중계 방송을 듣고 모르는 말은 적어 가면서 듣는다.

  각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나의 생각 말하기   

 북한 말 중계 방송을 듣고 무엇을 느꼈나요?

  얼른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말이 더 이상 바뀌지 않았음 

   좋겠다.

5‘

10‘

10‘

10‘

5‘

☞

http://www.uni

edu.go.kr/data

room/index.jsp

?send=/servlet

/board.pub.Get

ListServlet?cat

e=common

 (축구응원

     동영상)

▶원고를 쓸 

때는 운동경

기 용어를 많

이 사용한다.

 



- 209 -

북한말 중계방송  학년 (  )반  이름: (          )

※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북한 말로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보세요 

★ 어떤 경기를 중계 방송 하고 싶나요?

    

▶ 기본활동 1 내가 정한 운동 경기를 우리말로 중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로 중계 방송을 할지 원고를 써 봅시다.

▶ 기본활동 2 우리말로 쓴 원고를 북한말로 바꾸어 써 봅시다. 

                           (책이나 인터넷 자료 활용)

▶ 활동 후 느낀 점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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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의 ‘북한말 놀이’ 계 기 교 육

  우리 반 쉬는 시간은 언제나 시끄럽다. 왜냐 하면 며칠 전부터 우리 반 유행 

놀이가 된 '북한말 놀이'를 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북한말 놀이' 의 인기가 하

늘을 찌르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데 

바빴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질려서 친구

와 함께 놀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무슨 주제가 좋을까?"

 순간 내 머리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얘들아, 북한말 어때? 이번 기회에 북한말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아이들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바로 놀이를 시작하자고 했다. 놀이를 시작하

자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얼음 보숭이. 얼음 보숭이

는 아이스 크림을 뜻한다고 한다. 우리는 쉬는 시간 내내 그 놀이를 즐겼다. 그 

놀이는 계속 번져 나가 우리 반 어린이 모두가 즐기게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수

업 시간에도 우리가 선생님께 이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선생님도 기꺼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의'북한말 

놀이'는 유행을 타게 되었다.

  난 이 놀이를 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다. 바로 내가 제일 존경했던 한기현 선

생님이다. 내가 한기현 선생님을 만난 것은 3학년 재량 통일 시간이었다. 선생

님은 항상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셨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가 많았다.

  생각해 보면 한기현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선생님이 정말로 

존경스러웠다.

*글 : 김보윤 (서울 명원 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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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묵역의 날 (11.30)

본시주제 남북한 경제와 남북경제 협력의 의의

영  역 무역의 날(11. 30)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만화활용 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비교하여 내 생각을 만화로 나타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학습자료, 꽃제비 사진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monthly.chosun.com/html/199912/199912310084_1.html

http://www.durihana.com/main.htm

http://nk.chosun.com/economy/economy.html?ACT=EcoStat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꽃제비’의 뜻 알아보기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일들은 또 무엇이 있나요?

  

학습목표 제시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하기

 남북한의 무역, 국민소득 등 비교하기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만화로 나타내기

 남북한의 경제를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만화로 나

타내기

   남한과 북한의 경제 모습 나타내기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나타내기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낸 상품 광고 하기

   통일이 된 후 발전된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나타내기

 모둠별 읽기 활동

 만화로 나타낸 내용을 모둠별로 돌려읽기

   왜 이런 만화를 그렸는지?

   가장 재미있고 잘 나타낸 만화 선정하기

 선정된 만화를 발표하기

   만화 내용을 모니터로 비춰주고 칭찬하기

   만약 ‘나’라면 어떻게 만화를 고칠 수 있을까?  

 만화로 나타낸 내용 중에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5‘

5‘

20‘

5‘

5‘

▶북한의 낙

후된 생활 모

습을 너무 강

조하지 않는

다.

▶우리 생활을 

반성하고 북한

어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을 알고 실천

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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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의 모습  학년 (  )반  이름: (          )

▶아래의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재미있게 만화로 나타내고 설명하여 봅시다.

   ◆ 주제 예시

      남북한의 경제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만화로 나타내기

       남한과 북한의 경제 모습,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나타내기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낸 상품 광고 하기

       통일이 된 후 발전된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나타내기

                               만화 그리기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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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  계 기 교 육

남북한의 교류 협력은 분단 5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남북간에는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

서’를 채택하여 교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으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그 실효성을 충분히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

년 이루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

래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 또한 당면한 경제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개성 금강산 특구 지정 등 변화를 모색

하고 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남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당면한 경재난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의 기업과 산업에도 실익을 가져다 준다. 남북한간의

수송 및 산업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북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연결은 납북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확대는 다른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 될 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 만큼 더 줄어들

며,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 (2001), 10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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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서로 돕기의 모습  계 기 교 육

■ 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심화된 이후 여러 갈래의 우리 민족 서로 돕기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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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권의 날 (12.10)

본시주제  우리 동포들은 지금?

영 역 세계인권의 날(12. 10) 차  시 1 / 1 교수학습 모형 독서활동학습

교  수 

학  습 

목  표

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학습 자료 학습지, 탈북자 수기 자료

멀티미디어 

활용 자료

http://www.nkhumanrights.or.kr/
http://nk.chosun.com/north/north.html?
http://www.durihana.com/main.htm

단계
학습의 흐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정리

활동

동기유발

학습 목표

기본활동 1

기본활동2

기본활동3

정리 학습

 학습동기 유발

 북한 가요 ‘휘파람’ 노래 부르기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습목표 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온 까닭 생각하기

 탈북자들은 왜 남한으로 왔을까요?

  남한으로 온 까닭을 의식주 생활, 자유 기타 이유 등 의 측

면에서 생각하고 발표한다.

 탈북자 수기 읽기

 탈북자들이 쓴 수기의 책을 읽기 (방법 선택)

   북한 이탈주민 수기를 교사가 읽어 주기

   북한 이탈주민 수기 인쇄하여 아동에게 나누어주기

   북한 이탈주민 수기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개인별 읽기

   북한 이탈주민이 쓴 책을 가지고 학습하기 

   

 탈북자 수기 읽고 나서 학습지에 생각 정리하기

 탈북자 수기를 읽고 나서 느낀 점 발표하기

 해결한 학습지를 정리하여 발표하기

   알게된 사실, 생활 반성, 느낌, 실천 할 일 등  

   북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갖기 지도     

5‘

5‘

15‘

8‘

7‘

▶북한의 낙후된 

생활 모습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 생활을 반

성하고 북한어린

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하게 한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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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온 우리동포  학년 (  )반  이름 : (          )

▶기본활동 1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

---------------------------------------------------------------  

---------------------------------------------------------------  

---------------------------------------------------------------

▶기본활동 2 : 북한이탈 주민들의 수기나 책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 우리 생활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이들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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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계 기 교 육

남한에 첫발을 내디딘후 지금까지 온몸으로 체험하며 배운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자유뒤에는 항

상 책임이 뒤따르며 인생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평등의식은 

능력위주의 냉정한 남한사회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략)

한편 남한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도 나를 힘들게 했다. 화장품 외판을 할 때의 일이

다. 시골읍 관공서로가서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관공서 사람들이 내 말투가 이상했는

지 북한이탈주민인지를 묻더니 내뜸 “한번 변절한 사람이 또 다시 변절할 수 있다”며 정면에서 

비난하는게 아닌가! 나는 그 일을 겪은 후 외판원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후 현재의 직장에 취업한 후 지금까지는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북한에서 온 관계로 인해 현 직장에서 겪었던 몇가지 실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뒤의 에피소드다. 옆에 앉은 여직원에게 무심코 박동무 이렇게 처리하

면 되겠습니까라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물었는데 그 역직원은 대답을 못하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사무실안에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는 나에게 

동료직원이 ‘정동무’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중략)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힘든일도 많았다. 일을 배울 때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고 항의한 적도 있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직장에 동화되는 것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

는 길이며 성공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어느정도 직장생활에 적응되고 보니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직장생활이 무료한 때

도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아직 너무 모르고 또 알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 다른 동료들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최근 남한사회 정착이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은 것에 대해 스스로 안주하려는 나 자

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통일의 그날 북한에 계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눈 팔 겨를이 없더고 다짐하면서......

       

  * 출처 : http://www. dongposar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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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 내용과 방법론이 풍부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아직도 목적 지향적, 가치 규범적, 당위론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보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균형있게 함양시키는 데 일정

한 한계를 보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건전한 이해를 도모하고 통일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통

일교육은 통일을 성취해 나갈 후계세대를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

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에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행동 특성을 감안한, 성인이나 중고교생

과는 차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

장에서의 교육 여건과 어린이들의 발달단계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각 교과에 산재한 통일관련 내용을 창의적인 

수업모형을 통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국어도덕 사회 음악미술과 등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지

도안과 함께 매 차시별로 첨부하였고, 재량활동과 계기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안과 학습자료

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

여 속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따뜻한 조언과 적극

적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4월

                                                       연구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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