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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소개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12분 07초)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방과 후나 방학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어떤 간식을 즐겨 먹고, 무엇을 하고 노는지 등 

북한 친구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본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사회 ❹-2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북한 퀴즈

국어 ❷-2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북한 생활 모습 빙고

간접 관련 교과
국어 ❸-1 9. 어떤 내용일까? •북한의 삶의 모습 맞추기

통합(겨울) ❶ 1. 여기는 우리나라 •북한의 생활 모습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  북한에 사는 사람도 우리와 다름없이 일상을 즐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할 것임을 안내한다.

•  단순히 재미로 나열되는 순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가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사회 ➍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차시 1~2차시

성취 기준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남한과 북한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2.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생활 모습 비교하기
생활 모습의  

다양성 이해하기
활동 정리하기

•  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12분 07초)

•  영상 이해하기

•  북한 생활 퀴즈 

만들기

•  북한 생활 퀴즈 

인터뷰 놀이하기

•  소감 나누기

•  마무리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3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영상을 보면서 북한의 생활 모습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남한과 북한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자.

2.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자.

자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12분 07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10분)

① 생활 모습 비교하기

▶ 통일 클립 영상 이해하기

 - 북한 친구들의 생활 모습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

 -   북한 친구들의 생활 모습에서 남한과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본다.

 -   북한의 생활 모습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친근한 면을 통해 받은 느낌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본다.

▶ 북한 생활에 대한 퀴즈 만들기

 - 북한 생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에 퀴즈를 만든다.

 - 퀴즈는 10문제로 하며 생활 모습 1위~4위까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 퀴즈는 단답형으로 구성한다.

활동 Tip  

1.   ‘퀴즈 만들기’는 모둠활동을 추천하지만 교실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만들어도 좋다.

2.   퀴즈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칫 어려우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도록 안내한다.

자료 2

북한 생활 퀴즈

전개

Ⅱ

(13분)

② 생활 모습의 다양성 이해하기

▶ 북한 생활 퀴즈 인터뷰 놀이하기

 - 모둠이나 개인별로 순서를 정한다.

 -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문제 출제자가 마이크를 들고 임의의 학생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다.

 -   문제를 맞추면 다음 모둠원이 나오고 맞추지 못하면 다른 학생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다. 

 - 문제를 맞추면 점수를 주고 최후에 점수가 많은 모둠이나 개인이 승리한다.

▶ ‘몸으로 말해요’ 놀이하기

 -   인터뷰 활동이 끝나면 현재 나와 있는 퀴즈를 몸으로 설명하여 맞추는 

놀이를 한다.

 - 5문제를 제일 빨리 맞춘 모둠이 승리한다.

활동 Tip  

1. 모둠 활동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에 따라 개인활동도 가능하다. 

2. ‘몸으로 말해요’ 놀이는 시간이 가능할 때 진행한다.

자료 3

북한 생활 퀴즈,  

마이크

정리

및 

평가

(4분)

◎ 학습 정리

 - 북한의 생활 모습을 알아본 소감을 이야기해 본다.

 - 남과 북의 생활 모습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을 확인한다.

◎ 평가

 -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상호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활용시 6페이지를 출력하세요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북한 생활 퀴즈
(      )학년  (      )반  (       )번 

이름  (                                  )

※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학교생활, 소풍, 간식, 놀이 등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해 퀴즈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질문 답

1

2

3

4

5

6

7

8

9

10



활용시 7페이지를 출력하세요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북한 생활모습 빙고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다음은 북한의 생활모습에 대한 빙고 놀이입니다. 북한의 생활모습, 소풍, 놀이, 간식 등에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16개를 골라 빈칸을 채워 봅시다.

소학교, 땅따먹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윷놀이, 소조활동, 교복, 

담임 선생님, 여행증, 소풍, 원족, 들놀이, 밧줄 당기기, 보물찾기, 장기자랑,  

도시락, 오쟁이 떡, 우메기, 숨박곡질, 무릎싸움, 썰매타기,  

선생님 업고 달리기, 비디오 게임 팩, 소년장수, 평양 레이서, 펑펑이떡,  

지짐이, 초코파이, 장마당, 군고구마, 속성음식

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국어 ➋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북한 생활 퀴즈
(      )학년  (      )반  (       )번 

이름  (                                  )

※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학교생활, 소풍, 간식, 놀이 등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해 퀴즈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질문 답

1

2

3

4

5

6

7

8

9

10



클립영상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북한 생활모습 빙고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다음은 북한의 생활모습에 대한 빙고 놀이입니다. 북한의 생활모습, 소풍, 놀이, 간식 등에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16개를 골라 빈칸을 채워 봅시다.

소학교, 땅따먹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윷놀이, 소조활동, 교복, 

담임 선생님, 여행증, 소풍, 원족, 들놀이, 밧줄 당기기, 보물찾기, 장기자랑,  

도시락, 오쟁이 떡, 우메기, 숨박곡질, 무릎싸움, 썰매타기,  

선생님 업고 달리기, 비디오 게임 팩, 소년장수, 평양 레이서, 펑펑이떡,  

지짐이, 초코파이, 장마당, 군고구마, 속성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