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프로젝트 수업 성과 및 활용 자료(활동지 첨부)

2022. 천년의 영광역사! 그 빛의 길을 찾아서
영광역사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과정

차시

주제

준비
탐색

1

6·25 전쟁 바로 알기

수업 사진 및 성과

영광전자고등학교
1. 학급(동아리) 현황
학교명

프로젝트

영광전자고등학교

교사명

권사라

연락처

대상

1학년 1반 13명

주제

영광지역의 6․25 전쟁(한국전쟁)과 평화통일

총차시

10차시

탐방 길

þ 영광역사길(4길 염산빛/)
□ 학교 주변 마을 역사 장소(
□ 도내(전남) 역사관련 명소(

탐방일시

010-4660-0717

)
)

2022. 06. 10.(금) 오후 13:10~15:50

2. 프로젝트 운영 내용
가. 주제
○ 영광지역의 6․25 전쟁(한국전쟁)과 평화통일
- 부제: 8교시 내 고향, 평화로운 영광을 찾아서

• 프로젝트 의미와 활동 안내하기
• 6·25 전쟁 관련 내용으로 3개의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함.

나. 프로젝트 수업 전개 내용
과정

차시

주제

- 1모둠 소주제: 영광지역의 6・25 전쟁 상황
주요 활동 내용

비고

- 2모둠 소주제: 6·25 전쟁 관련 우리 지역 역사 유적 소개

• 프로젝트 의미와 활동 안내하기

- 3모둠 소주제: 영광지역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해결 방안

• 개별 및 팀별 소주제 선정 및 활동계획 세우기
준비
탐색

1

6·25 전쟁 바로 알기

- 염산면 소재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할 내용, 조사방법, 역할
분담 등

한국사

• 6·25 전쟁 배경, 전개 과정, 결과 알아보기
- 우리 지역 6·25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인물·사회상 중심
으로
• 6·25 전쟁 관련 연극 대본 작성하기

실행

2-4

6·25 전쟁의 아픔 이해

5~7

삶의 평안과 안녕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4길 염산빛)

8~9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 찾기

- 우리 지역 6·25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인물·사회상 중심
으로 대사 작성 및 대본 리딩
• 설매리 석조 불두상 ~ 야월교회
• 6․25 관련 유적 사진 자료 수집
• 개별 및 팀별 활동
• 개별 및 팀별 선택한 방법으로 홍보자료 만들기
- 우리 지역 6․25 전쟁 유적지를 알리는 카드뉴스 만들기

국어

2022.6.10.(금)

10

영광 6․25 전쟁 유적지
및 평화통일 홍보하기

• 개별 및 팀별 영광의 6․25전쟁 유적지 및 평화통일 홍보자
료 발표하기

2-4 6·25 전쟁의 아픔 이해

5~7교시 실시

한국사

-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의 방안 포함
정리

실행

•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6·25 전쟁 관련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대본을 리딩함.
한국사, 국어

- 당시 상황에 감정 이입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리딩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우리 지역민
의 고통에 공감함.

5~7

삶의 평안과 안녕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4길 염산빛)

• 설매리 석조 불두상, 염산교회, 야월교회 탐방
• 6․25 관련 유적 사진 자료 수집
• 개별 및 팀별 활동

8~9

정리

10

사후
활동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 찾기

영광 6․25 전쟁 유적지 • 모둠별 6․25전쟁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발표함.
및 평화통일 홍보하기 - 6・25 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6・25 전쟁 관련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카드뉴스 제작에 참여함.
나눔과 공유

- 직접 조사하고, 느껴보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6·25 전쟁과 더 나아가 평화의 중
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