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소통 프로젝트 ‘괜찮아요 일없습네다’] 
10명의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학교생활을 통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 이해와 합의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존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프로그램  

통일교육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

1  영상소개

제목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6′13″)

내용

산전수전 다 겪으며 탈북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20살 고2 학생 
위성. 탈북 과정에서 인민군에게 잡혀 극한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
포를 느꼈던 이림. 이들이 힘들게 선택한 한국에서의 삶은? 식당
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의 뼈아픈 말 한마디. ‘힘든 일은 
북한 애들 시켜!’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과 차별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밥 굶을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싶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라는 소중한 꿈
을 키우며 남북한 친구들이 공존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펼
쳐진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도덕 ❷ Ⅱ-3-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편지 쓰기

국어1-1 3-2. 어휘의 세계 – 특정지역에서 쓰는 어휘 • 남북 소통사전 만들기

간접 관련
교과

사회❶ 8-2.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 액션러닝을 통한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 깨기

음악❷ Ⅱ-1. 감상을 통한 문화 이해 • 북한 음악 감상을 통한 북한 문화 이해

3  영상클립과 학습 활동지 활용 Tip

• ��영상 속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해소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남북한 이질화 극복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지시키고 이질화 극복을 위해 중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한다.

[ 중학교용 ]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도덕 ❷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3. 북한 이해
03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차시 1~2차시

성취기준 [9도03-06]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목표 1.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열거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수업흐름

도입

➡

전개 Ⅰ

➡

전개 Ⅱ

➡

마무리

통일클립영상 
시청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수업 내용 정리

• ���영상: ‘북한이탈
  주민 친구들의
  이야기’(6′13″)

• ��영상 속 북한 이탈 
학생들에게 공감 
편지 쓰기

• ��비주얼 씽킹으로 
통일의 과제 
표현하기

•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8분)

▶ ��통일클립영상 시청
-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북한 이탈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습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열거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자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동영상자료
-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6′13″)

전개Ⅰ
(15분)

➊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

▶ ��클립 영상 속 북한 이탈 학생들의 어려움 분석하기
 - ��클립 영상 속 학생들의 사례를 되짚어가며 북한 이탈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 ��심리적 어려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불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북한 출신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 등

자료 2

공감 편지 쓰기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 ��문화적 어려움: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삶의 
양식이 달라서 겪는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구해도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북한 이탈 학생들에게 공감 편지 쓰기

활동  Tip

1. �‘공감 편지 쓰기’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세 친구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답장을 쓰도록 한다.

2. �편지를 쓸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마음에 �
충분히 공감하는 글쓰기가 되도록 지도한다.

▶ ��공감 편지 발표
 - ��편지 작성이 끝나면 2~3명 정도 발표시킨다.

전개Ⅱ
(15분)

➋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일의 과제
-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일의 과제, ‘서로에 관한 인식 개선,   

경제적 역량 기르기, 남북한 이질화 극복’ 세 가지를 설명한다.
- 세 가지 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활동  Tip

1. �통일의 과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단순한 그림과 명료한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3. �활동이 끝나면 활동지를 교실에 게시하여 다른 학생 작품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작품을 주제별로 모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통일의 과제를 
완수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자료 3

비주얼 씽킹 
활동지

정리 및 평가
(7분)

◎ 학습 정리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 평가
 - ���학생들이 제작한 비주얼 씽킹을 교실에 게시하고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관람하며 평가한다.



나. 영상 활용 수업 학생 활동지 활용시 7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북한 이탈 학생에게 쓰는
공감 편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다음 북한 이탈 학생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의 편지를 써보자.

2.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사람들이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1

2

3

“나는 탈북하다 들켜서 인민군에게 
잡 혔었어.  군인들 이  나 에게  총 을 
들이대고 움직이면 쏜다고 하며, 족쇄를 
채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정말 
무서웠어.”

                  -림이-

림이에게

혁이에게

진혜에게

“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는 남한 학생들도 있었고, 북한 
학생들도 있었어. 그런데 사장님이 북한 
학생들은 당연히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힘든 일은 북한 애들 시켜!’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인데... 
사장님의 그런 인식이 너무 싫었어.”

                            -혁이-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엄마가 오면 대학 나와서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1년에 한두 번 엄마와 전화 통화는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힘들어.”                      

-진혜-

➡

➡

➡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는
통일의 과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다음 세 가지 통일의 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을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해 보자.

통일의 과제        서로에 관한 인식 개선, 경제적 역량 기르기, 남북한의 이질화 극복

활용시 8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남북 소통사전 만들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클립영상을 본 후 다음에 제시된 활동 방법에 따라 남북 소통사전을 만들어 보자.

활동방법

1. ��4명이 한 모둠을 이루고, 남북 소통사전에 넣을 단어 6개를 선정한다.
-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꼭 알려주고 싶은 단어 등

2. ��단어 선정이 끝나면 1명은 표지와 마지막 장을 구상하고, 나머지 3명은 개인별로 2개씩 담당 단어를 
정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단어를 북한말로 설명해 본다.

3. 모둠별로 4절지 8면의 남북 소통사전을 만든다.(1인당 2면 작성)

 - ��책자 구성: 표지, 남한말-북한말 비교 설명, 삽화 등
 - ��1차시에는 회의 및 검색을 통해 내용을 선정하고, 2차시에 책자를 완성한다.

2. 남북 소통사전 제작을 위한 내용 선정 및 역할 분담을 정해보자.
※ 책자 제목(                                                                                     )

면 내용(단어) 담당자

1

2

3

4

5

6

7

8

활용시 9페이지를 출력하세요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국어 1-1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북한 이탈 학생에게 쓰는
공감 편지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다음 북한 이탈 학생의 이야기를 읽고 공감의 편지를 써보자.

2.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사람들이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1

2

3

“나는 탈북하다 들켜서 인민군에게 
잡 혔었어.  군인들이  나 에게  총 을 
들이대고 움직이면 쏜다고 하며, 족쇄를 
채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정말 
무서웠어.”

                  -림이-

림이에게

혁이에게

진혜에게

“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는 남한 학생들도 있었고, 북한 
학생들도 있었어. 그런데 사장님이 북한 
학생들은 당연히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힘든 일은 북한 애들 시켜!’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인데... 
사장님의 그런 인식이 너무 싫었어.”

                            -혁이-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엄마가 오면 대학 나와서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1년에 한두 번 엄마와 전화 통화는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힘들어.”                      

-진혜-

➡

➡

➡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는
통일의 과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다음 세 가지 통일의 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을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해 보자.

통일의 과제        서로에 관한 인식 개선, 경제적 역량 기르기, 남북한의 이질화 극복



클립영상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남북 소통사전 만들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클립영상을 본 후 다음에 제시된 활동 방법에 따라 남북 소통사전을 만들어 보자.

활동방법

1. ��4명이 한 모둠을 이루고, 남북 소통사전에 넣을 단어 6개를 선정한다.
-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꼭 알려주고 싶은 단어 등

2. ��단어 선정이 끝나면 1명은 표지와 마지막 장을 구상하고, 나머지 3명은 개인별로 2개씩 담당 단어를 
정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단어를 북한말로 설명해 본다.

3. 모둠별로 4절지 8면의 남북 소통사전을 만든다.(1인당 2면 작성)

 - ��책자 구성: 표지, 남한말-북한말 비교 설명, 삽화 등
 - ��1차시에는 회의 및 검색을 통해 내용을 선정하고, 2차시에 책자를 완성한다.

2. 남북 소통사전 제작을 위한 내용 선정 및 역할 분담을 정해보자.
※ 책자 제목(                                                                                     )

면 내용(단어) 담당자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