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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2 도덕. 나는 우리 동네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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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실과. 내 꿈을 찾아서! 신나는 진로 탐색

최은영 글 
이갑규 그림크리에이터가 간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하준이는 쓸 만한 콘텐츠를 찾던 중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목격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남몰래 쓰레기봉투를 풀어 헤쳐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삽으로 땅

을 파 무언가를 묻기도 했어요. 하준이는 자신의 채널에 경비 아저

씨 동영상을 올려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생

각지 못한 아저씨의 속사정을 하나둘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경비 아저씨가 벌였던 수상한 일들은 모두 아파트 관리와 선행들

이었지요. 그러던 중 아저씨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고, 하준이는 경

비 아저씨를 돕기 위해 아저씨의 선행들을 찍은 동영상을 올립니

다. 하준이 덕분에 아저씨는 해고되지 않고, 하준이는 크리에이터

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독서 준비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상

해 봅시다.

-휴대 전화로 무언가를 촬영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주인공이 못된 아저씨를 혼내

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독서 이해

1. 경비 아저씨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나

요?

-아파트 주민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직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

했습니다.

2. 하준이는 경비 아저씨에게 생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해 주었나요?

-경비 아저씨에게 생긴 오해를 풀고 아파트 주민들

에게 경비 아저씨의 선행을 알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독서 심화

1. 여러분이 하준이라면 동영상을 어떻게 만

들어 보고 싶나요?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인터뷰를 진행하

고 싶습니다.

2. 우리 학교나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장애인이 되어 보는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수업 내용



활동지

1. 경비 아저씨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나요?

2. 하준이는 경비 아저씨에게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나요?



활동지

3. 여러분이 하준이라면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나요?

4. 우리 학교나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