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독도학교 초등단체 교육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온라인(교구재 보급) 활용 안내

교육 영상 및 교구재는 2020년 독도학교 초등단체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온라인
(교구재 보급) 학습으로 변경한 참가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교육 영상 및 교구재 구성
구분

교육 영상

교육 내용

러닝 타임

교구재

- 오리엔테이션
-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강의
1. 세종실록지리지
2. 팔도총도
3. 동국대전도
1

4. 삼국접양지도
5. 태정관지령 및 기죽도약도

46:50

6.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가
실린 관보 1716호
7. 대한매일신보
8.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부속지도
- 독도의 지리적 위치 확인
- 독도의 모습 확인
1. 독도의 바위
2

2. 독도의 새
3. 독도의 식물

38:35

4. 독도의 해양자원
- 독도의 가치 확인
- 슬라이드 활용 안내

3

4

- 독도의 자연 팝업 북
만들기 순서 안내

- 독도 식물 해국 키트
만들기 순서 안내

1:42

2:35

* 교구재는 참가 학교에 제공, 교육 영상은 누구나 시청 가능. (단,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및 유포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음)

2. 교육 영상 및 교구재 활용 안내
◆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홈페이지 접속 및 교육 영상 시청
① 주소창에 독도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dokdo.i815.or.kr 를 입력하여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검색 후 접속
② 독도 지키기 활동 참여에 ‘YES’ 클릭
③ 게시판의 ‘독도학교는’ < ‘교육자료’ < ‘어린이 및 가족’ < ‘독도 초등 교육 영상’ 클릭하여 시청

◆ 교육 영상 및 교구재 활용 유의사항
◌ 학습 순서
독도의 역사 → 독도의 자연 → 독도의 자연 팝업 북 만들기 → 독도 식물 해국 만들기 → 마무리(수료증 및 기념품 배부)

◌ 학습 과정별 유의사항
① 독도의 역사 (준비물: 교재, 셀로판 돋보기)
- 교재 1인 1개 제공, 독도 역사 영상 시청 전 교재를 나눠주고 책상에 개별 세팅.
- 독도역사 러닝 타임 46분, 수업 시간보다 긴 편. 담임교사 재량으로 학생 집중력에 따라 나눠서 시청하는 것을 추천.
-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찾기에서 돋보기 활용, 돋보기는 교재 표지 한 장 넘겨서 안쪽 페이지에 위치.
독도 역사 자료의 제목 및 중요 부분 파란색(우리나라 자료) 또는 빨간색(일본 자료)으로 덧칠하여 돋보기를
활용해 확인 가능. *돋보기로 장난칠 수 있음

② 독도의 자연 (준비물: 독도 지도, 독도 바위, 새, 식물, 해양자원 아이콘, 교재, 슬라이드)
- 독도 자연 교구는 ‘독도 지도’와 ‘독도 바위, 새, 식물, 해양자원 스티커’를 1인 1개로 제공, 독도 자연 영상 시청 전
책상에 개별 세팅. *바위 스티커 8개와 새, 식물, 해양자원 스티커 10개
- 개별로 독도 지도 판에 알맞은 독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지도.
- 독도 자연 영상 시청 후 독도 슬라이드 배부, 각자 슬라이드 끼워볼 수 있게 지도.

③ 독도의 자연 팝업 북 만들기 (준비물: 교재, 자연물 종이)
- 준비물 나눠주기 전, 독도의 자연 팝업 북 만들기 영상 먼저 시청 추천.
- 자연물 종이는 1인 2부(새, 식물, 해양자원) 제공, 만들기 순서 이해 후 자연물 종이 배부.
- 양면테이프 제거 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만들기 활동 시 휴지통 필요.

④ 독도 식물 해국 만들기 (준비물: 해국 키트)
- 준비물 나눠주기 전, 독도 식물 해국 만들기 순서 영상 먼저 시청 추천.
- 해국 키트는 1인 1개 제공, 만들기 순서 이해 후 해국 키트 제공.
- 해국 키트 분리 시 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 만들기 활동 시 휴지통 필요.

⑤ 마무리 (준비물: 수료증, 기념품)
- 수료증과 기념품(독도3종배지, 훈장)은 1인 1개 제공
- 교재 및 교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