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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통일교육 지원 확대
2020학년도 1학기 ｢통일·북한 강좌 및 특강 개설 지원 사업｣ 대학 선정

□ 통일부는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통일․북한 강좌 및 특강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o 올해 1학기 사업은 총 29개 대학에서 32개의 특강 또는 강좌를 신청하였

으며, 23개 대학(특강 9, 강좌 14)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번 심사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고, 

참여·소통형 수업 방식 등을 채택하여 대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

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o 또한 통일교육을 보다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비수도권 지역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 신규 신청 대학 1개, 교육대학(사범대학) 3개, 비수도권 지역 대학 14개 선정

□ 통일부는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까지 총 61개 대학에서 190개 특강 또는 

강좌를 통해 3만 5천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o 올해 2학기 대학 선정은 4월말∼5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교육 대상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통일․북한 강좌 및 특강 ｣ 사업 선정 대학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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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학년도 1학기 ｢통일‧북한 강좌｣ 선정 대학(가나다순)

연번 학교 책임 교수 강좌(안) 비고

1 가천대 라종일  남북경제 및 교류협력과 북한이해

2 경희대 김현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3 공주대 김경숙  글로벌 한국과 북한 통일 이슈 비수도권

4 대구대 김정수  통일한국의 비전 비수도권

5 대전대 박광기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통합 비수도권

6 대진대 김정완  DMZ접경지역 생태와 인문학적 자원

7 동서대 동서대  통일북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신 비수도권

8 동아대 황기식  미리보는 통일 비수도권

9 세종대 전권천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10 숙명여대 홍규덕  생활속의 북한 알기

11 연세대 허재영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12 진주교대 이경원  다문화와 통일교육 비수도권

13 한림대 김재한  민족과 통일 비수도권

14 한라대 박철수  통일과 나 : 말하다, 꿈꾸다, 나누다 비수도권

 

2020학년도 1학기 ｢특강｣ 선정 대학(가나다순)

연번 학교 책임 교수 특강(안) 비고

1 공주교대 박찬석  2032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의의 등 5개 비수도권

2 국민대 여연철  2020북한의 변화 및 국제정세 등 10개 

3 삼육대 한금윤  한반도 경제 세가지 이야기 등 3개 신규

4 연세대(원주) 김형종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등 8개 비수도권

5 원광대 정혜정  통일을 꿈꾸는 청년에게 고함 등 6개 비수도권

6 을지대 이혁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 등 6개

7 창원대 이기완  영화속 남북관계와 남한 한류 등 6개 비수도권

8 청주대 유호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재와 미래 등 5개 비수도권

9 춘천교대 추병완  건설적 논쟁으로 여는 통일수업 등 6개 비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