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습자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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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번호 마커 대주제 학습 주제 학습 자료

1 남북 군인 어깨동무 남북 회담의 역사 대화의 현장, 그때 그 순간 영상 (7분15초)

2 공장

경제협력

개성공단의 과거와 현재 영상 (10분40초)

3 개성공단 작업 모습 개성공단 갤러리 사진(21장)

4 금강산 돌표식
관광협력

금강산관광 영상 (3분3초)

5 금강산 내부 금강산 갤러리 사진(23장)

6 남북 대표선수
체육협력

‘팀 코리아’로 뭉치다 영상 (5분49초)

7 탁구체 영화<코리아>리뷰 영상 (9분30초)

8 전통성곽
사회문화협력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영상 (7분29초)

9 안중근 얼굴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영상 (7분5초)

10 기차 한반도 혈맥잇기
남북 철도연결

“기차 타고 유럽까지”
영상 (11분20초)

11 퀴즈 1 퀴즈 퀴즈 5문제(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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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시 그림판



1. 학습자료개요

12

2 : 

번

호
마커 대주제 학습 주제 학습 자료

1 찢어지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

탈냉전과 한반도 분단 영상(9분55초)

2 총든 군인 6·25전쟁의 시작과 끝 영상(5분)

3 테러리스트&청와대

1960~1990년대

1960년대 청와대 기습 사진(7장)

4 도끼 1970년대 판문점 도끼 만행 사진(12장)

5 여객기 1980년대 KAL기 폭파 영상(1분46초)

6 잠수함 1990년대 동해 잠수함 침투 영상(1분43초)

7 해군 배

2000년대

이후

연평해전 영상(3분3초)

8 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영상(1분38초)

9 해군함정 천안함 폭침 영상(6분3초)

10 연기가 피어오르는 섬 연평도 포격 영상(3분54초)

11 핵폭발 버섯구름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핵 문제의 역사 영상(7분41초)

12 미사일 북한 미사일의 현주소 영상(11분21초)

13 여군

전쟁의 기억과

일상의 평화

학도병 할머니 이야기 영상(8분54초)

14 할머니 55년 만에 부르는 이름 영상(6분54초)

15 영사기 스크린 속 전쟁과 평화 영상(18분42초)

16 퀴즈 2 퀴즈 5문제(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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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 그림판



1. 학습자료개요

14

3 : 

번호 마커 대주제 학습 주제 학습 자료

1
사진기 플래시

터지는 모양

기차 타고 만난

북한
기차 타고 만난 북한의 핫플 영상 (7분 15초)

2 신의주 사진

화보로 보는

경의선의 도시들

고려의 숨길 어린 ‘개성‘ 사진(23장)

3 문덕 사진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사리원＇ 사진(20장)

4 사리원 사진 풍요로운 곡창지대 ‘문덕＇ 사진(20장)

5 개성사진 최대의 국경도시 ‘신의주＇ 사진(20장)

6 유튜버
북한주민

일상생활 엿보기

유튜버에게 듣는 북한사회 영상 (7분 55초)

7 냉면 맛집과 멋집 트렌드 영상 (4분53초)

8 지하철 타보자! 평양 지하철 영상 (4분29초)

9 책

지금 북한

친구들은?

윗동네 교과서가 궁금해! 영상 (9분54초)

10 워터 슬라이드 북한 워터파크 즐기기 영상 (2분43초)

11 놀이기구 테마파크 랜선여행 영상 (3분 14초)

12 퀴즈 3 퀴즈 5문제(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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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시 그림판



1. 학습자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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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번호 마커 대주제 학습 주제 학습 자료

1 이산가족

‘아물지 않은 상처’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 영상(3분21초)

2 기도하는 손 모양 마지막소원 영상(6분48초)

3 호박전 웹툰 ‘호박전’ 웹툰

4 VR 헤드셋 가상현실로 본 내 고향 영상(3분14초)

5 ? (물음표) 모양

‘소중한 이웃‘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의 현주소 영상(7분37초)

6 남북 여학생 북에서 온 내 친구 영상(6분 13초)

7 웹툰 여주인공
내 여자 사람 친구는

탈북민

웹툰( ’내 여자 사

람 친구는 탈북민)

영화 <연희와 련희>리뷰 영상(1분 28초)8 슬레이트

9 날아오르는 비둘기

통일한국 상상하기

평화란 무엇일까 영상(10분41초)

10 한반도기 통일이 되면? 영상(3분21초)

11 젊은이의 환호 통일한국 유망직업 영상(6분23초)

12
독일 국기와

베를린장벽
독일 통일이야기 영상(6분56초)

13 퀴즈 4 퀴즈 5문제(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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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시 그림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