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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 You Know about Korea? 
Have you ever been to Korea? 
Korea is our homeland, where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came from. 

대한민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오신 우리의 모국이에요. 

대한민국을 알고 있나요? 1

Korea (”Dae Han Min Kuk“) refers to a country of big and great people.

대한민국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를 뜻한답니다.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조수미

 소프라노 성악가(유네스코 공연 모습)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인들(캐나다)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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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Seoul

Washington, D.C.

서울(Seoul)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도에서 한반도를 찾아봅시다.

한반도와 대한민국

한국의 공식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수도는 서울이에요. 
지도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을 찾아보세요.

1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줄을 그어
보고, 친구들과 함께 상상의 여행을 이야기해봅시다.

2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립니다. 지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찾아 보세요. 대한민국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나요?

3

2 Find the country you live in. Draw a line from the city you live in to 
     Seoul, Korea. Let's talk about an imaginary trip.

3 It takes 14 hours on a plane to go from Washington D.C.,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to Seoul. Find the city where you 
      live on the map.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Korea from there?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Korea is a country in Northeastern Asia. 
Let's find Korea on a map.

1 Korea's official name is the Republic of Korea (”Dae Han Min Kuk”).  
     Its capital is Seoul. Find Korea and Seoul on the map. 

서울(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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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도를 선을 따라 그려봅시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을 지도에 표시해봅시다.

내가 아는 도시를 표시해봅시다.

독도를 찾아봅시다.

대한민국에 가면 가보고 싶은 곳을 그려봅시다.

Draw a map of Korea by following the lines.
Mark the hometown of your parents or grandparents.
Mark the cities you know.
Find the Dokdo Islets.
Draw where you want to visit in Korea.



131312

Symbols of Korea
Find the symbols which represent Korea.

그림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
민국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1514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예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태극기 중앙의 둥근 모양을 태극이라 하는데 태극의 붉은색은 
소중함을, 파란색은 희망을 뜻하며, 태극기의 바탕인 흰색은 
백의민족을 나타내요.

태극기를 보고 그려봅시다. 

The Taegeukgi (The Korean National Flag)

The Taegeukgi is the national flag of Korea.
The Taegeukgi wishes for our people to happily live together.

“The circular shape at the center of the Taegeukgi is called a "taegeuk." The red 
stands for preciousness, the blue for hope and the white background represents 'the 
people in white,' or the Korean people.”

태극기

Let's look at and draw the Taegeu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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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노래입니다.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러봅시다.

애국가

The Aegukga (The Korean National Anthem)
The Aegukga is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Let's sing the Aegukga with love for our homeland.

애국가의 1절 중에 빈칸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채워봅시다.

(                ) 과 (              )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 삼천리  (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Fill in the first verse of the Aegukga from the example.

 (보기) 백두산, 무궁화, 동해물, 화려강산
example

대한민국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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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이에요.

무궁화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요. 

무궁화 꽃은 아침 6시쯤 꽃잎이 열렸다가 

저녁 6시에는 꽃잎을 닫아요. 

부지런한 우리 민족을 닮아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나 봐요.

Mugunghwa (The Korean National Flower)
The mugunghwa is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Mugunghwa can grow anywhere and they bloom new flowers every day for 100 days. 
The petals open at six in the morning and close at six in the evening. 
The mugunghwa may have become a symbol for Korea, because they work hard, 
like the Korean people.

무궁화를 색칠해봅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해봐요.

Play “Mugunghwa Have Bloomed" (A combination of Hide and Go Seek and Capture 
the Flag) with your friends.

Let's color mugunghwa.

무궁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향해 가면서 빈칸에 답을 적어봅시다.

마무리해요

출발
(여러분이 사는 곳                  ) Departure (Where you live                )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Korea's capital is (         ). 
What is the national flag of Korea?  Korea's national flag is (            ). 
What is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Korea's national anthem is (            ).  
What is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Korea's national flower is (            ). 
You just arrived in Korea.  Welcome to your homeland.

Let's close
Let's fill in the blanks, while going to Korea from where you live

대한민국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노래는 (            )입니다. 

대한민국의 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꽃은 (            )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모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            )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         )입니다.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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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is Korea Like?
Korea is a country of free and happy people who keep their beautiful 
culture and traditions.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자유롭게 사는 행복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요?2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Liberal Democracy,” 
“A Donor Country,” and “Korean Wave(Hallyu)” 

“한강의 기적” “자유민주주의”

“도움을 주는 나라” “한류” 

옛날의 결혼식 모습 요즘의 결혼식 모습 옛날의 광화문 거리 요즘의 광화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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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경제 성장과 한강의 기적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 used to be very poor, but we all worked hard to make it a rich 
country.  
This is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옛날의 한강 모습

요즘의 한강 모습

농사를 짓던 옛날의 한국

자동차를 수출하는 오늘날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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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상품을 찾아 그려보아요.

 Find and draw Korean products around us.
I want to make a robot, too. 
I want to draw the robot that I want to make.

나도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그려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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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예요.

A Liberal and Democratic Country
Korea is a liberal and equal country.
Korea is a country ruled by its people.

“Now Korea enjoys full democracy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Reference, 2015 Democracy Index: U.K. (8.31), America (8.05), Korea (7.97)]

Let's role-play, and think of children who live without freedom.
Let's share what you felt during the role-play.

이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오! 
왕께서 하시는 일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백성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오.

출처: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발표

[참고] 2015년 민주주의 지수     영국(8.31)        미국(8.05)      대한민국(7.97)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슷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The country belongs to the people! If there were no people, how could a country exist?”
“The country belongs to the king! It is rude for people to tell the king what to do.”
This quote is from Dr. Jaipil Soh, who became the first Korean American citizen in 1888. He came back to 
Korea in 1896 and made 「The Independent」(Tongnip Sinmun) in Korea, because he dreamed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1888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이 된 서재필 박사가 1896년 모국에 돌아와 독립신문을  

한글로 만들면서 모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가 
            있겠습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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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후 많은 것을 잃고 배고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 

친구가 필요한 나라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적어보세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From a Recipient Country To a Donor Country
After the Korean War, when Korea was in hunger and sadness, many countries helped Korea. 
Now, Korea helps countries who are in need of our help and friendship.  Draw or write a story about when you helped your friends or other people.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 받은 한국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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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K-pop, 한국 드라마, 텔레비전 쇼, 전통문화를 좋아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 한류 

The Korean Wave (Hallyu): Korean Culture Reaching out to the World
Korean culture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People around the world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cause they 
like K-pop, Korean dramas, TV shows, and traditional culture.

한국 가수, 싸이(PSY)

세계 6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대장금

한국 가수, 엑소(EXO)

한국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는 외국인들

한국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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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해봅시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의 사진을 찾아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만들어봅시다.

Let's Close
Draw Korean things that you are proud of.
Let's introduce Korea to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
Let's make a poster with pictures to introduce Korea. It could be anything you would like 
others to hear or see about Korea, or even something they could eat in Korea.

마무리해요



한민족은 어떻게 살아 왔나요? 3

3. How have Korean People Lived?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훈민정음(한글)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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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고 용감한 단군은 기원전(B.C.) 2333년에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어요. 

그 후 오천년 동안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 같은 땅에서 같은 

말과 글을 쓰며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을 합해 이겨 냈어요.

단군신화와 한민족

Dangun Mythology and the Korean People
The bright and brave Dangun founded the first country of our people, Gojoseon, in 2333 B.C. 
For 5,000 years, as descendants of Dangun, we have used the same language in the same 
land, shared happiness, and overcome difficulties together. 

행주대첩(1593년)
힘을 모아 왜적을 무찌른 사건



4140

단군의 자손인 우리민족은 착하고, 부지런하며, 정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아요. 

이웃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 힘을 모아 도와요. 

서로 도울 줄 아는 한민족

The Korean People Help Each Other
The Korean people, Dangun's descendants, are kind, 
hard-working, and warm-hearted.  
We help each other during difficult times. 
We help out when our neighbors and countries are in need. 

IMF위기와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사건과 자원봉사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깨끗해진 바다

서로 도와 농사짓는 모습(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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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eople Create New from Old

The Korean people are wise, as we keep our things while making new things. 

우리 민족은 우리 것을 잘 지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옛 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한민족

The Korean People Patiently Make Efforts
Ever since a long time ago, the Korean people have worked hard with patience and endurance.
Fencer Sang-young Park was about to lose the Olympic gold medal fencing bout when he was 
down 10-14, just one point away from defeat. Many people thought he had already lost. 
However, during breaks, Park kept saying "I can do it. I can do it." Cameras filmed his mouth when 
he said the words, and this moved many people. He did not give up and miraculously won the 
bout. He is one of the Korean descendants, and is excellent at concentrating and controlling his 
mind.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참을성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한민족

펜싱의 박상영 선수 스코어는 10-14 상대 선수가 1점만 이겨도 지는  
것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박선수는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혼잣말을 하는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박상영 선수는 기적 같은 승리를 했어요.  
박상영 선수는 집중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뛰어난 우리민족의 후손입니다.

한글 무늬로 만든 한복한글(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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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Kingdoms Epoch
After Gojoseon, Goguryeo, Baekje, and Shilla were founded. The three kingdoms fought and 
helped each other. Finally Shilla united one country.

“Find the country which built a big nation in Manchuria and the area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Find the country of the doctor Wang-In who gave our great culture to Japan.”

“Find the country of Hwarang, who help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ith  
 their strong bodies and sound minds.”

삼국시대

위의 그림에서 만주지역과 
한반도 북쪽에 커다란 
나라를 세웠던 나라를 
     찾아보세요.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한 왕인 박사의    
    나라를 찾아보세요.

튼튼한 몸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도운 화랑들의 
나라를 찾아보세요.

고조선에 이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 나라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다가 신라에 의해 한 나라가  

되었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백제 금동대향로

신라 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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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신라는 세 나라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꽃피웠어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왕은  

누구일까요?

신라를 통일한 (                 )이예요.

만주와 연해주지역에 살고 있던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를 세웠어요.

통일 신라

Unified Shilla Dynasty
The Unified shilla Dynasty made our beautiful culture, combining three kindom's traditions

“Who did leave the last words to build his own tomb in the ocean to protect the unified 
Shilla dynasty?”

“He is the king (                 ).”

“The people who lived in Manchuria and Maritime Province, descendants of Goguryeo, 
built the country Balhae.”

경주 불국사

문무왕 해중릉

무구정광대다라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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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부터 즐겨먹었던 음식이에요.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죠.”

“나는 (                 )이에요.”

“What am I?
I am a Korean traditional soul food that Koreans have long enjoyed since Goryeo dynasty.
People enjoy this in the summer for health.”
“I am (            ).”

고려의 인삼과 고려청자 등이 외국에서 인기가 높아 

우리가 고려(Corea or Korea)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고려

고려 청자
고려 인삼

해인사 팔만대장경

Goryeo Dynasty
We became known as Corea or Korea, as the Goryeo Dynasty's ginseng and 
ceramic products grew popular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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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                )을 만드셨어요. 

한글로 친구의 이름을 써봅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Joseon Dynasty
The Joseon Dynasty, named to build on Dangun's will, built the Korean people's pride and developed 
great traditional culture. However, it became weak after it had a few problems and foreign invasions.

King Sejong made (            ), the easiest alphabet to learn in the world.  
Let's write your friend's name in Korean(Hangeul).

단군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기 위해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조선은 한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민족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약해졌어요. 

조선

Maria
마리아

John
존

경복궁

수원화성

김홍도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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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받을 점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ur people worked hard to take our country back after Japan stole it in 1910. 
“In 1919, U.S. President Woodrow Wilson told the world that countries which were ruled by 
other countries had the right to take back and build their own countries.”
“We also declared independence on March 1st, 1919 and led peaceful Man-Se movements.”
“Then, we buil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movement in Shanghai, Chin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led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independence army.”

Research people who took par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hare what you felt and 
what you can learn from them.

1919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우리는 이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과 독립군을  
     이끌었어요.

1910년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유관순, 윤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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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려워지자 한반도를 떠나게 된 한인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를 찾아봅시다. 

2016년 8월 20일에 방영된 한국 MBC 방송 ‘무한도전’을 찾아보고  

이야기해봅시다.(만 10세 이상 관람가)

Some Korean people had to leave Korea and they worked hard in foreign 
countries for Korea's independence. 

Let's find some independence activists who worked in the United States.

Let's find the independence activists' historical sites in the United States.

Let's watch and talk about Korean MBC's "Infinite Challenge" on August 20th,  
2016. (appropriate to watch from age 10)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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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1. 조사할 사람을 찾아요.

2. 그 사람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요. 

3. 조사한 내용을 적어요.

4. 친구들에게 소개해요.

Let's close
Introduce the person you are most proud of in Korean history to your friends.
Do it like this:
1. Choose a person to research.
2. Add pictures or images of that person. 
3. Write down what you found.
4. Introduce your person to your friends.

마무리해요



왜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나요?

4

4. Why was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into Two?

광복(1945.8.15.) 한국전쟁(1950.6.25.) 정전협정 체결(1953.7.27.) 휴전선을 지키는 한국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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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우리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날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           년        월      일)

한반도의 광복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We took back our country on August 15th, 1945. Write down the date when our people took our country back.  (yyyy, mm, dd)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

일본이 미국에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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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ㅇ

신탁통치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유엔이 정한 나라가 대신  

다스리는 것을 뜻해요.

한반도에는 가운데 선(38도선)이 그어졌어요. 

왜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The 38th Parallel Division
“Let's build a country on our own!”
It was difficult to build one country, because people  had different ideas for making a new country. 
“Trusteeship refers to the ruling of other countries chosen by the UN until a country can run  
on its own.”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a line (the 38th parallel) was made. Let's find out how Korea 
was divided along the 38th parallel.

“The line was made because the American army came to the South and the Soviet army to the North 
to clear out the Japanese military, which was aroun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o fought together in World War II, competed against 
each other after the war. That is how the 38th parallel became the dividing line of our people.”

일본군을 정리하기 위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

군이 들어오면서 생긴 선이에요.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웁시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려웠어요. 

38도선 분단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끝나자 세계 곳곳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한반도에 그어진 38도선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분단의 선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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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나라를 세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제연합(유엔)은 

남북한을 합쳐서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었어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년         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은          년         월       일이에요. 

People elected representatives on their own for the first time ev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de a basic ruling law (the Constitution) and chose 
Syngman Rhee as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on August 15th, 1948.
I was born in yyyy, on mm dd.
Korea was born in yyyy, on mm dd. 

대한민국의 탄생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세계적인 평화기구입니다.

38ㅇ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building one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did not go well, the United Nations (UN)  
decided to hold an election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to build a unified government. 
However, the election was not held in the North because the Soviet Union did not want it. 
“The United Nations is a global peace organization which was made after World War II.”

대한민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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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계속되다가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국전쟁 관련 장소를 찾아보세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어 빼앗겼던  

서울도 다시 찾고 단숨에 북쪽 끝에 있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군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리고 말았어요.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 Il-sung Kim founded a communist regime.
The Korean peninsula and people were divided into two.
In the early morning of June 25th, 1950, North Korea attacked South Korea. They wanted 
to achiev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force.
“'War broke out! War!' North Korea suddenly attacked, so South Korea lost Seoul and had 
to move back to the Nakdong River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전쟁이 났어요! 전쟁!” 갑작스런 

북한의 공격에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에 있는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어요.

한반도와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왔어요. 

힘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전쟁

The battle continued and then North and South Korea promised to stop the war. 
The UN army, including the U.S. Army, helped us, and we took Seoul back and went up 
to the Amnok River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I wish we had become unified during this time!” 
However, the Chinese Army started helping North Korea and the Korean and UN 
armies were pushed back to the south.”
Find a place related to the Korean War where you live.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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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갈라졌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The North and South were then divided along the ceasefire line.
Let's close
Let's draw why the Korean people, who lived together for a long time, had to be divided.

마무리해요

휴전선 야경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남북한은 어떻게 지내 왔나요?5
지난 6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 살고 있어요. 

5. How have the North and South Lived?
For the last 60 years, North and South Korea have not been together. 

휴전선과 통일 염원 판문점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 60년간 달리지 못한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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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수상한 할머니”(통일교육원 제작)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해보아요.

The Pain of Separated Families
North and South Koreans cannot visit, call, or send letters to each other.
There still are many people who haven't heard from or seen their families in 60 years.

Share what you felt after watching “Cloud Bread - Strange Grandmother.” 
(By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남북한은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편지나 전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져 60여 년 동안 소식도 듣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가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산가족의 아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의 ‘그리운 내고향’그림(오두산 통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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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빈칸에 영어 단어를 적어보세요.

남한말              북한말                    영어 단어 

도시락             곽밥   (                    )

화장실             위생실  (                    )

초등학교          소학교  (                    )

시장               장마당  (                    )

가위바위보         가위주먹  (                    )

Growing Differences
The language and culture are becoming different, since North and South Korea haven't 
been together for a while.

Write English words in the blanks below.

South Korean      North Korean            English words
Doshirak             Gwakbap  (               )
Hwajangsil           Wesengsil  (               )
Chodeunghakgyo      Sohakgyo  (               )
Shijang               Jangmadang  (               )
Gawibawibo         Gawijumeok  (               )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 쓰는 말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어요.

커지는 차이

남한의 가수, 엑소(EXO)

북한의 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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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The Korean Peninsula Afraid of War
During the War, North and South Korea decided to stop fighting, but North 
Korea did not keep its promise. That is why we still live with the risk of war.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shooting missiles. 
The world worries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멈추기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잘 안 지켜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요. 

전쟁이 무서운 한반도

북한의 남한(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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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for 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worked hard for unification, since they are 
the same descendants of Dangun.

남북한은 같은 단군의 자손으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통일을 위한 노력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11년 남북군사회담

2015년 남북고위급회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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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커서 서로 돕는 일이 힘들어요.

앞으로 남북한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아래 글을 읽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Let's close
It is hard to help each other because of the big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ill North and South Korea be like in the future? 
Write or draw your ideas.
Read the passage below and think about it.

Share your thoughts with your friends.

A goat, living in the South, was crossing a narrow bridge. 
The bridge was so narrow that only one goat could cross at a time. Then, it saw a goat 
crossing over to the south from the North.
The two goats met in the middle of the bridge. 
The two goats began fighting, telling each other to move.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e goats? 
The goats crossed the bridge and lived happily after.
What did they do?

마무리
   해요

남쪽에 사는 염소가 아주 좁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다리가 너무 좁아서 혼자 겨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북쪽에 사는 염소가 건너오고 있어요. 

두 염소는 강 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두 염소는 서로 비키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염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소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6

6. How do North Koreans Live?
Let's look at North Korea.

북한의 장마당
북한 어린이들의 수업 모습

공동작업을 하는 북한 주민 북한 소년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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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다스리는 사람은 김일성에서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The rulers of North Korea were first Il-sung Kim, his son Jong-il Kim,  
and then his son Jong-un Kim.

North Korea's Politics
In North Korea, people have to live only according to what the one leader wants.

북한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해요.

북한의 정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인사하는 북한 주민들

현재 북한을 다스리는 사람, 김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정치

 선거 포스터
단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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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여행을 가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해요.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North Korean people live with what the government supplies them.  
Jobs and universities are chosen by the government as well.
“The government tells people where to live and gives them a house.”
“The government chooses and gives people what to eat.”
“The government gives out clothes and goods.”
“People get some necessities in market(Jangmadang) because the distribution system doesn't work.” North Korean people need a permit to travel.

북한에서는 나라가 나누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대학교 가는 것과 일하는 곳도 나라에서 정해 주어요.

북한의 경제와 사회

입을 옷과 사용할 

물건들을 나누어 주어요.

먹을 것을 나라에서 

정해서 나누어 주어요.
거주지역과 살 집을  

나라에서 정해 주어요.

배급이 제대로 안되어  장마당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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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아요.

우리와 북한이 같은 점을 알아봅시다.

서로 다른 곳에 살아도 우리는 같은 민속놀이를 즐겨요.

제기차기, 팽이치기, 닭싸움, 연날리기를 해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

We play the same traditional games, even though we live in different places.
We play jegi, spin tops, one-legged spinning fights, and fly kites.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즐기고 명절날에는 한복을 입어요.

김치, 냉면, 불고기 등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한글을 써요.

How North Korean People Live
North Korean people live differently from us, but there are also many similarities. 
What is similar between North Koreans and us?
“We use the same language and Hangeul.”
“We enjoy holidays like Seollal and Chuseok, and wear hanboks.”
“We eat the same food, such as kimchi, naengmyeon, and bulg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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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The Lives of North Korean Students
Let's learn about the life of North Korean students.
School life of North Korean childre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n children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북한 학생들의 생활

단체생활
수업 모습

방과 후 활동

단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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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해요

우리와 북한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Let's close
Let's dra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s and us.



통일은 왜 해야 할까요?7

7. Why do We need Unification?
Let's sing ‘Our Hope is Unification’ with your friends.
While singing, let's think about why we need unification.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요.

다시 헤어지는 이산가족 북한의 미사일 발사북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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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 갈 수 있게 통일을 해야 해요. 

가족의 만남

To Meet Families
We need unification for separated families to meet each other. After unification, 
we can go to our ancestors' hometowns.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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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tt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unification to live peacefully without worrying about wa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eded for Asia and world peace.” 

한반도의 평화
전쟁 걱정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해요. 

백두산 등반 
원정대

국경무역 
관광벨트

산업공단

중국/몽골
횡단철도

광개토왕
고구려와 발해 유적

남북경제 협력특구

신성장�한류 
문화산업 역사문화사업 

네트워크

동북아
해양무역 중심

남해안
경제자유구역

환황해 
경제거점

시베리아/만주 
횡단철도

DMZ생태평화벨트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필요해요.

북한의 포격도발로 폐허가 된 연평도

특수부대의 동계훈련

백두대간
관광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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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해야 해요.

민족의 더 큰 발전

통일한국 경제력 

세계 8위

2013년 2060년 (단위: 억불)

4,3201,135

To Make Better Development of the People
We need unification to make every one of our people live well.
“North Korea lacks food, but South Korea has a lot of food. North Korea has a lot of 
underground resources, while South Korea has great technology to make mobile phones and 
cars. When we are unified, we can help each other and live better.”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데 남한에는 식량이 많아요.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은데 남한에는 핸드폰, 자동차 
등을 만드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잘 살 수 있어요.

GDP 
(달러)

남북한 경제 비교

1조147억
258억(121억)

인구
(만명)

남한       북한

4941.0

남한

2418.7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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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hare Liberty
People in both sides of the Korean penninsula could fully enjoy a free life if the 
unification occurs.

통일을 하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에요.

함께 누리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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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orean People
We need unification before the language and cul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become even more different. 

South - Squid
Mollusks that have round bodies and ten legs.

North - Octopus
Mollusks that have round bodies and ten legs.

남북한의 말과 문화가 더 달라지기 전에 통일을 해야 해요. 

다시 하나되는 한민족

오징어 

몸은 원통모양이고 다리가 열 개인 

연체동물. 

남 북

낙지

몸은 원통모양이고 다리가 열 개인 

연체동물. 

아내

달러

라디오
연기

거위

안해

딸라

라지오
내굴

게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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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열차”(통일교육원 제작)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봐요.

 Watch “Continental Train” (By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discuss it with your friends.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통일이 되면 좋은 점들

What are the benefits of unification?
“We can go to Europe by train from Seoul, through Pyongya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center of transportation.”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어 한반도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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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나 그려보세요. 

 We can show the greatness of Koreans as one all over the world.

Let's close
Draw how things will be different after unification. 

마무리해요

국제경기에서의 남북한 화합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볼까요?

8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종이비행기를 날려보세요.

8. What can We Do for Unification?
On a paper plane, write down what we can do for unification.   
When you're done, throw the plane.

How to fold a paper plane
1. On a piece of colored paper, write down what you can do for unification.     
    (Example: "I will study about unification and play Unification Golden Bell with my friends.")
2. Make a plane with the colored paper.
3. Draw a big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ng it on the wall.
4. Sing ‘Our Hope is Unification’ and fly the Unification Plan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with your friends.

1.   색종이 안에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요. (예, 통일에 대해 공부해 친구들과 

통일 골든벨에 도전할래요.)

2. 색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어요.

3.   한반도 지도를 크게 그려 바닥에 펼쳐요.

4.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함께 한반도를 향해 통일비행기를 

날려보세요.

종이비행기 접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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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견우와 직녀를 보면서 

까치가 이들을 위해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까치들 힘만으로는 다리를 만들기가 힘이 들었어요.

견우와 직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견우와 직녀는 

남과 북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요.

남북한을 연결하는 다리

A Bridge Connecting North and South Korea
Lay down a bridge of love.
Gyeonwoo and Jiknyeo loved each other. However, they had to go north and south 
because of war. Magpies wanted to make a bridge of love for them, as the two were 
crying because they missed each other so much.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magpies in the north and south to build a bridge. 
 「The Cowherd and The Weaver Girl: Story of Korean Unification」 2014

* 한동아카데미 「견우와 직녀: 통일이야기」에서 도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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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다리를 함께 만들 까치 모여 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까치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다리는 완성 되었을까요? 견우와 직녀는 만났을까요? 

여러분도 통일의 꿈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중동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중국
총계 : 2,585,993명
시민권자 : 2,216,644명

캐나다
총계 : 224,054명
시민권자 : 121,148명

미국
총계 : 2,238,989명
시민권자 : 1,414,875명

중남미
총계 : 105,243명
시민권자 : 37,896명

남아시아 태평양
총계 : 510,633명
시민권자 : 59,257명

일본
총계 : 855,725명
시민권자 : 355,274명

아프리카
총계 : 11,583명
시민권자 : 123명

유럽
총계 : 627,089명
시민권자 : 506,773명

중동
총계 : 23,563명
시민권자 : 136명

Magpies spread across the world began to help. 
Do you think the bridge of love is built? Did Gyeonwoo and Jiknyeo meet? 
Please help with your dream for unification.

“Help! Please help Gyeonwoo and Jiknyeo meet. Please gather magpies to make 
 a bridge of love together.” 

* 통계 : 외교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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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Unification Ambassadors
You can become an honorary unification ambassador for Korea's unification.
Tell your friends about the benefits of unification in school activities, such as in paintings, essays, 
presentations, or debates, to make your friends interested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et's learn about the role of ambassadors.

통일을 위해 한반도 통일 홍보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에세이 발표, 토론대회 참가 등 학교행사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알려 친구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줄래요. 

통일 홍보대사

탐구활동

대사 임명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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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s/Heroines of the Future of Unification
I will dream of unification with my friends.
I will dream about the day when Korean people live together, while playing and 
studying with Hangeul School friends.

친구들과 힘을 합해 통일의 꿈을 키울래요.

한글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며 한민족이 함께 사는 날을 

꿈꾸어볼래요.

통일 미래의 주인공

통일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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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싶은 일과 

통일한국의 꿈을 함께 키울래요.

I will dream about what I want to do in a unified Korea.
“I want to become an environmentalist who protects animals and plants in Mt. Baekdu  
 when Korea is unified.”
“I want to teach North Korean children in a preschool.”
“I want to become a baker who makes delicious bread and gives it to North Korean children.”

       나는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통일이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을 가르칠래요.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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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봅시다.
내가 꿈꾸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What dreams do you have?
Find out what you want to become.

Let's learn about what I want to become.
What do those people do? Where do they work?
How can I prepare to do the work?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남과 북을 

이어서 하나 되어 함께 살자

아팠던 지난세월 강물에 띄우고

두둥실 춤추며 노래를 부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하나 되어 이어 살자

꽃피고 새 우는 금수강산

아리랑 도라지 꿈속에 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하나 되어 이어 살자

Unification. Let's dream and make it possibl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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