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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 영상 소개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1분 11초)

남과 북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해와 협

력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과 북은 가까워졌다가, 또 때로는 멀어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971년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어떤 화해와 협력의 노력들이 있었는지 살펴

본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역사 ❷ Ⅲ-3. 화해와 통일의 길 •‘플로우 맵’ 작성

(고등) 한국사
Ⅳ-7.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카드 뉴스’ 만들기

도덕 ❷ Ⅱ-4. 통일 윤리 의식 •평화통일 ‘로드맵’ 만들기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본 클립영상은 중학교 역사 ❷, 고등학교 한국사 ‘남북화해와 통일’ 단원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적절

하다.

   클립영상 시청 후 교과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활동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

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중학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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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7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영상을 시청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남북한의 통일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에 대해 찾아낼 수 있다.

자료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1분 11초)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역사 ➋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Ⅵ. 근·현대 사회의 전개

04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차시 1~2차시

성취 기준
[9역12-04] 통일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평화 통일의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남북한의 통일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통일 방향에 대해 찾아낼 수 있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남북 대화 및 교류
‘플로우 맵’ 

그리기
수업 내용 정리

•  영상: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1분 11초)

•  남북 대화 시작

•  남북 교류 진전

•  남북정상회담

•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플로우 맵으로 

작성하기

•  플로우 맵으로 

수업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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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8분)

① 남북 대화 및 교류

▶ 1970년대

 - 1971.8.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성사

 - 1972.7.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

▶ 1990년대

 - 1991년 UN 동시 가입

 -   1991.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됨

▶ 2000년대

 - 2000.6.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류, 교역 확대, 금강산 관광 시작

 - 개성공단 사업 시작,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 2007.10.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10.4 선언 채택

▶ 2018년

 -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올림픽 선수단 파견

 - 남북정상회담 3회 개최, 4.27 판문점선언 발표,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전개

Ⅱ

(25분)

②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플로우 맵’으로 표현하기

▶ ‘플로우 맵’ 활동

 -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플로우 

맵으로 정리한다. 

활동 Tip  

1. 개인 활동으로 진행한다.

2.   클립영상,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3.   활동지에 시대별로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적고, 주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4.   제작이 끝나면 전시, 발표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결과물을 

공유한다.

▶ ‘플로우 맵’ 관람

 - 플로우 맵 작성이 끝난 학생은 자신의 작품을 칠판에 게시한다.

 -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플로우 맵을 관람하며 자신이 제작한 것과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자료 2

활동지(1번)

정리

및 

평가

(5분)

▶ 학습 정리

 - 학생들이 작성한 플로우 맵을 보며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 학생들이 작성한 플로우 맵 내용에 대해 피드백 해준다.

▶ 평가

 - 플로우 맵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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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역사 ➋

클립영상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플로우 맵’ 만들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클립영상 내용을 토대로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플로우 맵’으로 만들어 보자.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핵심키워드

[예시] ㆍ남북적십자회담

           ㆍ7.4 남북공동성명

핵심키워드 핵심키워드

주요 내용

[예시] ㆍ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시작

           ㆍ  7.4 남북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 합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그림 그림 그림

2000년대 2018년 사회·문화·스포츠·학술 교류

핵심키워드 핵심키워드 핵심키워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그림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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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한국사

클립영상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카드 뉴스 만들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 클립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자.

카드 뉴스: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예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합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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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영상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카드 뉴스 만들기
(      )학년  (      )반  (       )번 

이름  (                                  )

▶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

 1) 클립영상 속에 소개된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 남북예술단 방문 공연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명 선정한 이유

 2) 위의 교류·협력 사업 중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남북협력 사업을 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사업명 선정한 이유

 3) 내가 진행하고 싶은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보자.

사업명 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