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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13

김구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바른 생활 

•대단원   4. 통일을 향해서

•소단원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9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7. 이야기의 세계 

•소단원   차례에 맞게 이야기 간추리기 

김종렬 글/ 이경석 그림/ 80쪽/ 7,500원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고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일

본 경찰에 잡혀 아무리 모진 고문을 당해도,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바른 생활  

4. 통일을 향해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아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자마자 결정된 미국과 러시아의 신탁통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에는 따로따로 정부가 들어섰어요. 김구 선생님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②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찾아보아요.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돌아왔어요. 그

때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았다면, 지금 갈라진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차례에 맞게 이야기 간추리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김구의 활동이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아요.

이어서...

조 선 감 옥 상하이 대한민국

• 열일곱에 과거 시험을 보았   

으나 떨어졌어요.

• 치하포에서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군 장교를 죽였어요.

• 고종이 풀어 주라고 하였지

만 일본이 풀어주지 않자 감옥

을 빠져나왔어요.

• 신민회에 들어가 독립 운동

을 했어요.

• 감옥에 갇혀 모진 매를 맞았

지만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 이름을 ‘구’로 바꾸고 호도 

‘백범’으로 바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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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새싹 인물전 13

김구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차례에 맞게 이야기 간추리기)

② 김구는 의병이 되기 위해 황해도 안악으로 가는 길에 치하포에서 일본인 장교를 죽인 뒤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이 왜놈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텃골 사는 김창수”라는 글을 큰길가에 붙였어요. 또 감옥에 갇혀서

도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쳐 황성신문에 “김창수가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니 감옥이 온통 학교로 

변하였다.”라는 기사가 실렸지요. 위의 사건들과 연관지어 김구의 성격을 이야기해 보아요. 

◈ 논리적 생각거리

김구 선생님은 치하포에서 일본 장교를 죽인 후 글을 쓴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김구 선생님이었다

면 일본인을 죽인 후 어떤 결정을 했을지 까닭을 들어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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