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상 소개

•걸어서 북한 속으로 (11분 11초)

평양 직할시와 3개의 특별시, 9개의 도로 나뉘어 있는 북한의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과 주요 도시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 북한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 날을 함께 

염원해 본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사회 ❷
11-2.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
•  북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

도덕 ❷
Ⅱ-4-2.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
•  통일 한국 희망 뉴스 만들기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  클립 영상을 시청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역사를 같이 한 하나의 나라였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북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부분, 편익을 충분히 생각해 

보며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걸어서 북한 속으로

중학교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사회 ➋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11. 세계 속의 우리나라

02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
차시 1~2차시

성취 기준
[9사(지리)11-02]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특징을 조사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등 지역화 전략을 개발한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을 말할 수 있다.

2.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 장소 마케팅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징

북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
수업 내용 정리

•  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11분 11초)

•  지역과 지역성

•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  북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장소 

마케팅 계획하기

•  북한의 지역 

경쟁력을 

확인하고 통일 

의지 다지기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2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걸어서 북한 속으로’를 시청하며 북한의 각 지역 특징 및 지역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을 말할 수 있다.

2.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 장소 마케팅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자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걸어서 북한 속으로’ 

(11분 11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8분)

① 우리나라의 각 지역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

▶ 지역과 지역성

 -   지역과 지역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세계화 시대에 지역성은 그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   클립 영상에서 소개된 북한 지역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이 지닌 

지역성을 찾아 활동지에 적어 보도록 한다.

 -   [북한 행정구역]  

· 1개의 직할시: 평양직할시 

· 3개의 특별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   9개의 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 활동지 작성이 끝나면 2~3명 정도 발표시킨다.

자료 2

활동지(1번)

전개

Ⅱ

(20분)

②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 지역화 전략

 -   지역화 전략의 개념과 지역화 전략으로서 지역 브랜드 구축, 지리적 표시 

등록, 장소 마케팅에 대해 설명한다.

 -   [지역화 전략]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

 -   [지역 브랜드]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것으로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매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 활용)

 -   [장소 마케팅] 장소성이나 장소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 북한 지역 브랜드 개발하기

 -   클립 영상 속 지역 설명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북한 지역을 선택해 지역 

브랜드 만들기 활동을 한다.

활동 Tip  

1. 개인 또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한다.

2. 개인 또는 모둠별로 북한의 지역을 하나씩 선정한다.

3.   선정한 지역의 장소 자산(자연환경, 인문 경관,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견한다.

4.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지역 브랜드(로고, 슬로건, 캐릭터)를 

개발한다.

5. 제작이 끝나면 결과물을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감상한다.

 -   제작 활동이 끝나면 갤러리 워크 방식으로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

자료 2

활동지(2번)

정리

및 

평가

(5분)

◎ 학습 정리

 -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통해 북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 평가

 - 학생들이 만든 지역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



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클립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북한 지역 브랜드 개발하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북한 지역의 특징을 탐색해 보자. 

  - 다음 지역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지역성을 조사해 보자.

[양강도] 풍산개

[평안북도] 유명한 문인들의 고향

[평양직할시] 평양냉면

[양강도] 백두산

[개성특별시] 개성 만월대

북한 지도

[함경북도] 무산광산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나선특별시] 나진항

활용시 8페이지를 출력하세요



1) 선택한 지역은? 

2) 선택한 지역의 지역성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해 보자.

 ** 조사 내용: (예) 자연환경, 자원, 인문 경관, 역사, 문화, 인물, 특산물 등

조사 영역 조사 내용

2. 지역 브랜드 만들기

1)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선택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성과 매력을 정리하여 적어 보자.

2)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내가 만든 북한 지역 브랜드>



클립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통일 한국 희망 뉴스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통일 한국 희망 뉴스’를 만들어 보자.

 1. 다음에 제시된 사진 중 자신이 만들 ‘통일 한국 희망 뉴스’의 소재로 적절한 사진 하나를 고른다.

[양강도] 풍산개

[강원도] 금강산 [개성특별시] 개성 역사 유적지구 [나선특별시] 시베리아 횡단철도

[평양직할시] 평양냉면

[양강도] 백두산

[개성특별시] 개성 만월대북한 지도

[함경북도] 무산광산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나선특별시] 나진항

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도덕 ➋ 활용시 10페이지를 출력하세요



2. 내가 선택한 사진은?  

3.   선택한 사진을 토대로 통일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구체화하는 ‘통일 한국 

희망 뉴스’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

 통일 한국 희망 뉴스 작성 방법

1. 먼저 신문 이름을 만들고, 발행 날짜와 발행자 이름을 적는다.

2. 신문 기사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해서 붙이거나 직접 그린다.(2컷)

3.   클립 영상,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선택한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이 되었다고 

상상하여 통일 전후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4. 마지막 칸에는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기사를 작성한다.

[신문이름]

발행일:                                          발행자: 

[기사관련 이미지1] [기사관련 이미지2]

[통일 전 이야기] [통일 후 이야기]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



클립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북한 지역 브랜드 개발하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북한 지역의 특징을 탐색해 보자. 

  - 다음 지역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지역성을 조사해 보자.

[양강도] 풍산개

[평안북도] 유명한 문인들의 고향

[평양직할시] 평양냉면

[양강도] 백두산

[개성특별시] 개성 만월대

북한 지도

[함경북도] 무산광산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나선특별시] 나진항



1) 선택한 지역은? 

2) 선택한 지역의 지역성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해 보자.

 ** 조사 내용: (예) 자연환경, 자원, 인문 경관, 역사, 문화, 인물, 특산물 등

조사 영역 조사 내용

2. 지역 브랜드 만들기

1)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선택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성과 매력을 정리하여 적어 보자.

2)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내가 만든 북한 지역 브랜드>



클립영상 

걸어서 북한 속으로
통일 한국 희망 뉴스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클립 영상 내용을 토대로 ‘통일 한국 희망 뉴스’를 만들어 보자.

 1. 다음에 제시된 사진 중 자신이 만들 ‘통일 한국 희망 뉴스’의 소재로 적절한 사진 하나를 고른다.

[양강도] 풍산개

[강원도] 금강산 [개성특별시] 개성 역사 유적지구 [나선특별시] 시베리아 횡단철도

[평양직할시] 평양냉면

[양강도] 백두산

[개성특별시] 개성 만월대북한 지도

[함경북도] 무산광산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나선특별시] 나진항



2. 내가 선택한 사진은?  

3.   선택한 사진을 토대로 통일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구체화하는 ‘통일 한국 

희망 뉴스’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

 통일 한국 희망 뉴스 작성 방법

1. 먼저 신문 이름을 만들고, 발행 날짜와 발행자 이름을 적는다.

2. 신문 기사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해서 붙이거나 직접 그린다.(2컷)

3.   클립 영상,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선택한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이 되었다고 

상상하여 통일 전후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4. 마지막 칸에는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기사를 작성한다.

[신문이름]

발행일:                                          발행자: 

[기사관련 이미지1] [기사관련 이미지2]

[통일 전 이야기] [통일 후 이야기]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