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시간에 부는 평화통일바람

(‘돌아오지 않는 대구상고 야구 선수들’영상 활용)

학교명 ○○○○고등학교 수업학년 1학년

수업인원 학급 평균 20명(남고) 관련교과 국어

1. 수업의 필요성

가. 통일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통일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약함. 

나. 국어과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수업에서 통일 주제가 자연스럽게 서로 통합 가능함.

다. 통일 교육의 대상에서 공고생들은 섬처럼 소외되어 있었던 면도 없지 않음.

  평화통일 바람(지속적 통일 교육)  

평화통일바람은 통일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업 중 관련 성취기준이 나올 때 마다 지속적으로 통일 수업을 곁

들이는 프로젝트이다. 잊을 만하면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학생들

이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국어교과의 한계로 통일교육이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잔잔하

면서도 계속되는 통일 바람에 학생들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수업의 절차

<대구상고 야구부 영상>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선배에 대한 이
야기로 전쟁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기

<카드뉴스 만들기>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 제작을 통해 통일
에 대한 관심을 유발, 통일
에 대한 진짜 생각을 시작

(학생들의 카드뉴스를 
가정통신문으로 제작>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학부모 통일 교육
가정통신문 제작 및 발급

성취기준

매체 자료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영상
매체

글쓴이의
관점

표현
방법

  국어과에서 통일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교과에서처럼 통일 수업이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

니라 국어과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갖는다. 국어과

의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수업에서 통일 주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서로 통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국어과에서의 통일 수업

 

통일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통일수업

이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약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대구상고 야구부 선배들의 6.25참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전쟁과 분

단,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최근 에듀테크의 발달과 온라인 Tool 활용의 증가로 교실 환경에서 이들을 활용한 수업이 강

조되고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게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과 경험

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Tool을 활용하여 국어 수업의 특징을 잘 활용한 통일 수업을 한다면 다양한 교

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1 - 1 6.25전쟁과 대구상고 야구부 영상을 통한 카드뉴스  

공문
활용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서 대구지방 보훈청의 
유튜브 ‘돌아오지 않는 
야구 소년들’을 공문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런 자료
들은 놓치지 않고 수업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라 

한국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자료
(유튜브)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

널이다. 청소년의 애국심 함양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제작한 우리지역의 
6.26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본교에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대구상고(현 상원고) 
야구부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구지방
보훈청

통일교육을 위해서
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대구보훈
청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과
대구상고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19개 학교에
서 2천여 명의 학도병이 징집되었으며, 
이 중 148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자신의 청춘을 내놓으면서,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선배들
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 편
히 야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
이다. 

 

With 최태성샘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리플릿

카드뉴스, 2단 리플릿, 뉴스레터 만들기를 통해 한국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구상고 야구부 선배

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온라인 Tool을 활용하여 

영상에 대한 내용을 복기하고 자신의 소감을 기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생각

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온라인 Tool

1 - 2 부모님 인터뷰하기 

‘전쟁’을 
매개로 소통

 전쟁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므로 학생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인터뷰해봄으로써, 통일과 전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장치이다. 부모님과 대화가 없는 현실에서 전쟁이나 통일에 대한 이야
기는 더욱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전쟁
과 통일’을 매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제가 1회성, 단편적, 
개인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자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부모님 
인터뷰

부모님 인터뷰 활동 사진

1. 대구상고 학도병 이야기를 아시나요?

  내 친구가 대구상고 출신인데 학도병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대구상고가 원래 야구부가 유명한

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2.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19개 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도병이 징집되었으며, 이 중 148명이 전

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학도병이 그렇게 많이 징집되었다니! 참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만약 전쟁에 나가야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

3.지금 아들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대구상고 학도병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고 있으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과 ‘통일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

는 것은 이 주제가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모님 인터뷰는 통일
과 전쟁에 대한 생각
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 - 3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 만들기

 부모님과 대구상고 학도병 인터뷰를 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인터넷 툴을 

활용하여 카스 뉴스, 뉴스 레터, 2단 리플릿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자신의 느낌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다.     

1. 카드뉴스로 살펴보다

        

2. 뉴스레터로 살펴보다

    



3. 2단리플릿으로 살펴보다

카드뉴스 제작 안내
(패들렛으로 안내)

학생들의 결과물을 
패들렛에 올려 공유

 학생들이 인근 학교의 이야기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에게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안내를 
패들렛으로 한다.

 제목, 내용, 사진, 느낀
점의 4단 구성과 저장 
방법, 그리고 완성작
을 패들렛에 올려 공
유한다. 

우리지역의

이야기

옆 학교 대구상고라고?

시사점  

 1.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나이이거나 한 살 더 많은 선배의 이야기에 놀라워했다. 더군

다나 그 학도병이 3분 거리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고, 더더군다나 참전한 야구부 선배

들이 전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확실히 우리 주변

의 이야기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전쟁에 대해 아주 가깝게 공감하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고, 감정이입하게 해 주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시사점  

 2. 학생들에게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의 3가지 온라인 Tool을 안내한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Tool을 사용할 때 더 많이 집중하고 몰입하기 때문이다. 시각적 자료에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다소 학생들이 등안시하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To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소감들
 
 •대구상고 야구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전

쟁에 많은 학생들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알았지

만 대구 상원고 야구부에서도 참전했다는 사실

이 놀라웠다. 그분들은 나이도 어려서 하지 못

하신 것도 많고 또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실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전쟁 때문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깝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분

들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러한 일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다. 앞으로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

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

하였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어쩌면 그분들 덕분

에 우리가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상고 야구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다.  

상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

론 매우 슬픈 것 같다. 

 •바로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의 선

배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내가 저때의 학생

이었다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고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웠다. 

 •나도 같은 상황에서 망설임도 없이 청춘을 버

리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

이 들었고, 그때 청춘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낸 학생들이 참 존경스럽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저희랑 같은 나이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 하는 모습이 한편

으로는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1 - 4 학생들의 카드뉴스를 지역사회와 공유

학교
홈페이
지

가정

통신문

교내

메신저

▸학생들의 작품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지역주민과 공유

▸학부모 통일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 활용)

▸교내 교사 메
신저를 이용한 
교사 통일교육
(학생들이 만든 
카드뉴스 활용)

활동에서 학생들의
소감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감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되
고 내면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학부모 통일교육 가정통신문

통일부의 카드 뉴스 (1쪽) 학생들이 만든 카드 뉴스 (2쪽)

  패들렛과 클래스123으로 블렌디드 포트폴리오 평가

블렌디드 포트폴리오     패들렛, 클래스123

패들렛에 올리는 통일수업 과정은 블렌디드 포트폴리오로 평가된다. 매 활동마다 학

생들은 결과물을 사진 찍어 올리고, 배운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 소감을 적으면서 

그날 수업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스123과 연계되어 모든 과정이 평가된다.  

패들렛
패들렛결과물 

및 소감
클래스123
학생별 점수

클래스123
으쓱카드 내역



  ‘평화통일바람’ 수업의 성과

▪대구상고 야구부 이야기’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함으

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부모님과 ‘대구상고 야구부’인터뷰를 진행하고 카드뉴스, 뉴스레터, 2단 리플릿을 만들

어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