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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소개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7분 6초)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요즘, 북한에서도 ‘손전화’로 

불리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라고 한다.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의 스마트 라이프를 들여다본다.

2. 영상 활용 가능한 교과

과목 단원 영상 관련 주요 활동

직접 관련 교과
국어 ❺-1 10. 주인공이 되어

•  나만의 <사랑의 불시착> 이야기  

만들기

사회 ❸-1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북한 친구에게 추천 앱 소개하기

간접 관련 교과
국어 ❻-2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  북한의 휴대전화를 주제로 뉴스  

원고 쓰기

국어 ❹-1 5. 내가 만든 이야기 •‘통일 후 어느 날’ 미래 일기 쓰기

3. 영상과 활동지 활용 Tip

    남한과 북한의 기술 발달 정도를 비교하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관

심을 가지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북한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카톡을 사용

하는 우리의 일상과 그렇지 않은 북한 친구들의 일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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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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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0분)

▶ 통일 클립 영상 시청

 - ‘북한 사람들은 카톡을 사용할까?’를 시청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북한의 통신 수단의 발달을 알아본다. 

2.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북한 친구에게소개한다. 

자료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동영상 자료

-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7분 6초)

4. 영상 활용 수업 예시 사회 ➌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차시 1차시

성취 기준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4도03-03] 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수업장소 교실

수업 목표
1. 북한의 통신 수단의 발달을 알아본다.

2. 북한 친구들에게 유용한 스마트폰 앱을 소개한다.

수업 흐름

도입 전개Ⅰ 전개Ⅱ 마무리

통일 클립 영상 

시청

북한의 통신 수단 

알아보기

북한 친구에게 나의 

스마트 일상 공유하기
활동 정리하기

•  영상: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7분 6초)

•  퀴즈 만들기

•  북한 친구에게 

유용한 스마트폰 

앱 추천하기

•  소감 나누기

•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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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전개

Ⅰ

(15분)

① 북한의 통신 수단 <이해의 달인> 뽑기

▶ 퀴즈 만들기

 -   클립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중 한 가지를 퀴즈로 만든다.

▶ 이해의 달인 뽑기

 -   교실에서 다섯 명의 친구를 만나 서로 퀴즈를 낸다.

 - 한 친구의 문제의 답을 맞힐 때마다 활동지의 ②번 문항 옆 ☆을 색칠한다.

 - ★개수로 이해의 달인을 뽑는다. 

활동 Tip  

1.   답이 명확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드는 동안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도록 하거나 시청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게 

한다.

2.   교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질문과 답을 가려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유의한다.

자료 2

활동지, 필기도구

전개

Ⅱ

(12분)

② 스마트폰 앱 추천하기

▶ 북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 소개하기

 -   자신이 즐겨 활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북한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활동 Tip  

1.   북한에 사는 친구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가상 앱을 만들어 보게  

할 수도 있다. 

2.   유사한 종류의 앱만 소개하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유익한 앱을 

소개할 수 있도록 권한다. 

자료 2

활동지

정리

및 

평가

(3분)

▶ 학습 정리

 - 북한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앱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발표한다. 

 - 남북한의 통신 수단 발달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

▶ 평가

 -   전개Ⅰ에서 진행한 북한의 통신 수단 발달에 대한 퀴즈를 친구와 주고받으며  

자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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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사회 ➌

클립영상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남과 북, 
스마트한 일상 속으로

(      )학년  (      )반  (       )번 

이름  (                                  )

▶ 영상을 보며 알게 된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봅시다. 

[보기]

Q. 북한말로 스마트폰을 (                  )(이)라고 합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A. 지능형 손전화기

Q.

A.

▶ 나는 북한의 통신 수단 발달을 얼마나 잘 이해했나요?   ☆  ☆  ☆  ☆  ☆

 (총 5명의 친구를 만나며, 상대가 낸 문제의 답을 맞히면 별 하나를 색칠합니다.)

▶ 추천하고 싶은 스마트폰 앱 TOP 3의 아이콘을 따라 그리고, 기능을 설명합니다.

순위 아이콘(그림) 이름 주요 기능(추천하고 싶은 이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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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 활용 수업 활동지 국어 ➎-1

클립영상 

북한 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

북한에서 온 남자, 
남한에서 온 여자

(      )학년  (      )반  (       )번 

이름  (                                  )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 비행기가 비행 도중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착륙함.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비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출처> 네이버

위험에 빠진 윤세리를 구하기 위해 곧 무너질지 모르는 땅굴을 통과하여 목숨 걸고 남한에 도착한 리정혁. 

무작정 헤맨 끝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런데 만약 리정혁과 윤세리가 카톡이나 SNS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