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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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성취기준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
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

영광중앙초등학교
1. 학급(동아리) 현황
학교명

프로젝트

영광중앙초등학교

교사명

장민지

대상

3학년 1반 22명

주제

천년의 빛, 영광의 We’STORY

총차시

10차시

탐방 길

þ 영광역사길(1길 영광빛)
□ 학교 주변 마을 역사 장소(
□ 도내(전남) 역사관련 명소(

탐방일시

연락처

010.5092.9061

7-10

학습 내용 재구성
○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 영광 향교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로

낼 수 있다.

학습했던3ž1운동 장면 재현하기

[4사03-03]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
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

- ‘2022. 3ž1운동’ 재현 장면 편집하기
- ‘2022. 3ž1운동’ 재현 장면 상영 후

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상호평가로 피드백 주고받기

다. 프로젝트 수업 성과
○ 천년의 빛, We’STORY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활동으로 우리 고장 영광에
대한 관심 고취
○ 학생 중심 활동으로 계획․운영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고력․문제해결능력 향상
)
)

○ 내 고장 역사 찾기 활동으로 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
○ 지역사회의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 인식

2022. 5. 13.(금) 09:00~12:30
라. 프로젝트 수업 활용 자료(활동지 첨부)

2. 프로젝트 운영 내용

○ ‘영광향교 그리기’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가. 주제
○ 천년의 빛, 영광의 We’STORY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나. 프로젝트 수업 전개 내용
차시

교과 성취기준
[4사01-03]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
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

1-2

긍심을 기른다.
[4사03-04]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보고, 지역의 역사에 대
해 자부심을 갖는다.

[4사01-03]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
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
3-6

긍심을 기른다.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
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학습 내용 재구성
○ 영광스러운 영광 군민 이야기
- 위성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 영광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기
- 지역화 교재 ‘천년의 빛, 영광’ 및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로 우리 고장 알기
- 우리 고장에 대해 학습했던 내용 중
인상깊었던 부분 자유롭게 표현하기
○ 영광스러운 영광향교(feat. 3․1운동)
-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와 조사학습
을 통해 영광 향교 보드게임 활동하기
-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와 조사학
습을 통해 3․1운동 알아보기
- 영광 향교 내 다양한 구조 학습 후
향교 그리기 및 전시 활동하기

○ ‘영광향교 보드게임’ 프로젝트 수업 활동 장면

○ ‘대한독립만세’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2022. 천년의 영광역사! 그 빛의 길을 찾아서
영광역사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영광중앙초등학교
1. 학급(동아리) 현황
학교명

프로젝트

영광중앙초등학교

교사명

손기성

대상

3학년 4반 21명

주제

천년의 빛, 영광의 We’STORY

총차시

10차시

탐방 길

þ 영광역사길(1길 영광빛)
□ 학교 주변 마을 역사 장소(
□ 도내(전남) 역사관련 명소(

탐방일시

연락처

010.9555.6838

)
)

2022. 5. 13.(금) 09:00~12:30

2. 프로젝트 운영 내용
가. 주제
○ 천년의 빛, 영광의 We’STORY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나. 프로젝트 수업 전개 내용
차시

교과 성취기준
[4사01-03]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
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

1-2

긍심을 기른다.
[4사03-04]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보고, 지역의 역사에 대
해 자부심을 갖는다.
[4사01-03]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
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

3-6

긍심을 기른다.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
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

7-10

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학습 내용 재구성
○ 영광스러운 영광 군민 이야기
- 위성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 영광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기
- 지역화 교재 ‘천년의 빛, 영광’ 및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로 우리 고장 알기
- 우리 고장에 대해 학습했던 내용 중
인상깊었던 부분 자유롭게 표현하기
○ 영광스러운 영광향교(feat. 3․1운동)
-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와 조사학습
을 통해 영광 향교 보드게임 활동하기
- ‘영광 역사프로젝트’ 책자와 조사학
습을 통해 3․1운동 알아보기
- 영광 향교 내 다양한 구조 학습 후
향교 그리기 및 전시 활동하기
○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 영광 향교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로
학습했던3ž1운동 장면 재현하기

차시

교과 성취기준
[4사03-03]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

학습 내용 재구성

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

- ‘2022. 3ž1운동’ 재현 장면 편집하기
- ‘2022. 3ž1운동’ 재현 장면 상영 후

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상호평가로 피드백 주고받기

(배경은 뉴스룸.)
(뉴스 효과음) (앵커와 기자 같이 앉아 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사뉴스 앵커 ______입니다. 이 시간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1919년 영광 향교로 이동하
여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________기자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_______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그럼 제가 직접 그 곳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생생함과 감동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전환-영광향교(효과음: 신비로운 음악-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향교 한쪽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지금 이 곳에는 많은 조선인
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향교 중앙으로 전환, 조선인들 등장, 중앙에는 조선인들 5명이 모여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 프로젝트 수업 성과
○ 천년의 빛, We’STORY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활동으로 우리 고장 영광에
대한 관심 고취
○ 학생 중심 활동으로 계획․운영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고력․문제해결능력 향상
○ 내 고장 역사 찾기 활동으로 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
○ 지역사회의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 인식
○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 집중하여 산출물을 함께 만들고 제작하는 경험
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조선인1: 그거 들었소?
조선인 2: 뭘 말이요?
조선인 1: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인 3: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조선인 1,2,3,4,5: (다함께) 맞소!
조선인 4: 날을 잡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독립 만세 운동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조선인 5: 그럼 3월 14일에 영광향교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조선인 2: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만세 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일본군 몰래 잘 준비합시다.
조선인 4: 네, 알겠습니다. 그럼 3월 14일 향교에서 다들 뵙겠습니다.
(화면전환- ‘3월 14일 영광향교’.)
(조선인 대표 입장하여 조선인들 가운데 선다.)
(여러 조선인들이 모여 웅성거림을 보여준다.)

라. 프로젝트 수업 활용 자료(활동지 첨부)
○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조선인 대표: 모두들 준비되었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독립을 외칩시다!!!
조선인 1,2,3,4,5: (함성을 지르며) 와~!! 와~!!!(효과음 함성)
조선인 대표: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대한 독립 만세!
조선인 1,2,3,4,5: (큰 목소리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효과음 함성)
(화면전환- 일본 헌병 본부)
(일본 헌병 경찰 1 대기/ 일본 헌병경찰 1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급히 중앙에 있는 무대 책상에 앉아 있는 일본군 장교에게
달려간다.)
일본 헌병경찰1: 조선인들이 모여서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헌병대장: 뭐라!?? 감히 이 주제도 모르는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당장 헌병을 출동시켜 막아라!
일본 헌병경찰1: 네! 알겠습니다.
(화면전환- 영광향교)
조선인 대표, 1,2,3,4,5: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효과음 함성)
조선인 1: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일본 헌병대장: 이놈들! 그만두지 못할까? 이봐라! 처리해라!
일본 헌병경찰2: 네! (조선민 1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조선민 1은 쓰러져 괴로운 연기를 한다.)
조선인 대표 1,2,3,4,5: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효과음 함성)
○ 프로젝트 수업 활동지(역할극 대본)

대상학년: 3-4 참여 인원: 11명
(9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역할극, 앵커와 기자는 중복, 총 20명)
앵커 1명:

기자 1명:

조선인 1:

조선인 2:

조선인 3:

조선인 4:

조선인 5:

조선인 대표:

일본 헌병 대장:

일본 헌병경찰 1:

일본 헌병경찰 2:

일본 헌병경찰2: 말 안듣는 조선인들! 다들 총을 쏴라! (효과음: 총소리-총을 꺼내 탕! 탕! 탕! 조선인 2, 3 죽는 시늉을 내면서
쓰러진다.)
조선인 대표: 윽! 비겁한 놈들,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막다니…나는 죽어도 독립만세를 하며 죽으리라!
일본 헌병대장: 여기 있는 모두들 잡아가라! 어서!
일본 헌병경찰 1, 2: 넵!(헌병 2명이 대표과 나머지 조선인들을 잡아서 카메라 바깥으로 사라진다.)
(화면전환 - 영광향교 한쪽 구석, 기자)
기자: 영광 향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다 일본군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슬픈 상황입니다. 저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었
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광 향교의 독립운동을 취재한 ________ 기자였습니다. 본부 나와주세요.
(화면전환- 뉴스화면)
앵커: 네! _____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날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리 모두 독립을 위해 목숨바친 조상
을 잊지 말고 그 정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독립특별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
오.
(뉴스 효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