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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1. 13.(수) 담당부서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담당과장 박성림 (02-901-7070) 담 당 자 박경희 (02-901-7073)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제7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선정 -

□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2019년도 ‘제7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연구대회를 계기로 교원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주최: 통일부, 교육부, 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o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평화·통일교육 연구보고서 106편(초등 79편,
중등 27편)이 출품되었습니다.

o 예비심사(10.4.～10.11., 선행 연구 대조 등), 1차 서류심사(10.18.), 2차 발표심사
(11.1.)를 거쳐, 입상작으로 20편(초등 15편, 중등 5편)을 선정하였습니다.

* 1차, 2차 심사는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10인이 심사

□ 이번 대회에는 평화·통일 환경을 통일교육에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습니다.

o 초등 부문 1등급을 받은 경북 구평초등학교 이수진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이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o 중등 부문 1등급을 받은 경북 포항제철중학교 김인태 교사는 “이 상은 통일로 
가는 희망열차 통일 케이티엑스(KTX)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
들의 몫이다.”라며 “미래사회의 통일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지(知)·정(正)·의(義)를 두루 갖춘 통일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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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였습니다.

< 제7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1등급 주요작품>

□ 초등 부문

ㅇ 제목: 협력적 나눔으로 하나되는 통일숲 이야기

ㅇ 실행 내용

  - 배나무 : 배움과 나눔을 통한 이해 프로그램 
    북한 이해하기, 통일 이해하기
  - 소나무 : 소통과 나눔을 통한 역할탐색 프로그램 
    공동체 속에서 소통하기, 세계 시민과 소통하기
  - 참나무 : 참여와 나눔을 통한 평화시민 프로그램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기, 통일시민으로 참여하기

□ 중등 부문

ㅇ 제목: 통일로 가는 희망열차, 통일 K.T.X.(Knowledge 알고, sympaThy 공감하고, 
eXperience 체험하기)

ㅇ 실행 내용

  - K. 통일·북한에 대해 바로알기

북한의 첫인상! 한반도지도에 담다, 프로젝트 학습! 북한에 대해 알려줘, “나도
웹툰작가” 프로젝트 학습 주제 만화그리기 등으로 통일역량 함양

  - T. 통일·북한에 대해 공감하기 

‘통일 도미노’ 함께 노력하여 분단의 벽 넘어트리기, ‘나도 작가다’ 사진 활용 
북한 이탈주민의 삶 이야기 만들기 등을 통한 통일역량 함양

  - X. 통일·북한에 대해 체험하기

       게임(미션 사진 찍기)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신라의 삼국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을 배우다, 한마음 축제 통일부스 운영 등을 통한 통일역량 함양

□ 입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1등급), 통일교육원장상
(2등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3등급)을 수여하고 ‘연구평정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연구실적평정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4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반영
되는 연구실적으로 연구대회 입상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임.

o 또한 입상작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 티-클리어, www.edunet.net)와 교육부
통일교육 누리집(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 올려 통일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
입니다.

o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평화감수성과 통일의식을 높이는데 출품작들이 
적극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 통일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통일교육 우수 사례를 개발 보급
하여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평화감수성과 통일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통일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http://tongil.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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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제7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입상작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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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7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입상작 현황 
무

□ 초등부(15명)

□ 중등부(5명)

구분 성명 지역 학교명 연구주제

1등급
(3명)

이수진 경북 구평초 통일교육 첫걸음, 이음(ieum)으로 통일역량을 길러요

송은미 서울 용동초 협력적 나눔으로 하나되는 통일숲 이야기

박소진 경기 동양초
GIGA(기가) 막힌 5G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통일한국의 
라온하제 맞이하기

2등급
(5명)

송정은 대전 가양초
Z세대를 위한 U(Unification, 통일과 평화). C(Comprehension(북한
이해). C(Ethnic Cuiture(국가와 민족문화).통일교육

최지은 대전 송림초 그림책 하브루타로 묻고 온(溫) 프로젝트로 답하다

권유지 경북 청도초 피스(PEACE)메이커, 탕평책으로 평화감수성의 四대문을 열다

김하성 서울 상신초 디지털 수업 L.O.G.I.N, Z세대 통일 미래 접속!

김문희 인천 효성남초
통일 발.전.소 프로그램으로 평화 밝혀줄 3색 에너지 충전
하기-NLP와 협동 학습 기반 통일교육-

3등급
(7명)

박창민 경남
진주교대
부설초

천천히 깊게 읽는 Read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공감+평화나래
펼치기

이윤채 경기 마장초 남북한 언어탐구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세대 불통 No! 소통 Yes!

김호정 경남 대합초 IDEAL한 BTS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통일사회 꿈꾸기

배상환 서울 반원초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PEACE페다고지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정근주 인천 창신초 오병이어 프로그램으로 통일의 기적지수 높이기

박병진 광주 운남초 온 한반도를 진정한 DMZ로! 평화통일 동아리 

전영찬 서울 상지초
통(통일을 상상하고) 통(통일을 만들고) 통(통일을 공유) 통일을 
향한 걸음

구분 성명 지역 학교명 연구주제

1등급
(1명)

김인태 경북 포항제철중
통일로 가는 희망열차, 통일 K.T.X.

(Knowledge 알고, sympaThy 공감하고, eXperience 체험하기)

2등급
(2명)

신주현 경기 기산중 핵.인.싸 통일교육 프로그램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의식 키우기

이광숙 경기 모현중 통일시민교과서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으로 통일핵심역량 기르기

3등급
(2명)

김영은 세종 양지고
SPC프로젝트를 통한 통일역량 기르기. 공감(Sympathy)하고 참여
(Participation)하는 학생중심(Center)통일교육프로젝트

유은화 대전 하기중 나, 우리, 가족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 징검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