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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신청 안내
무

1. 사업 개요

  o (목적) 청소년 통일교육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비전 확산을 위하여 
통일교육 강사진과 놀이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교에 지원

  o (방식) 강사(2인)를 학교로 파견하여 강의 및 프로그램 진행(2차시)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므로 학교측 부담비용 없음

  o (교육일정) 20.3.16(월) ~ 12.11(금)

 
  o (강사진)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 2019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의 만족도 88.8%

2. 프로그램

o (강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강의안 활용

- 2인1조 출강(눈높이 강사 1인, 북한이탈주민 강사 1인) 강의

- 눈높이강사는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탈주민 강사는 ‘북한이해’를 주제로 강의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0명 이하 신청이 원칙이며, 한학년 단위 신청

(100~200명)은 가능하나 200명 이상 신청은 불가능 

< 강의안 >

표준강의안(중고등용) 표준강의안(초등저학년용-북한이해파트)



o (체험 프로그램)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지원

- 60명 이하 신청시에만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

* 한학년 혹은 100~200명 대상 대규모 신청강의의 경우 강의만으로 2차시 진행

< 체험 프로그램 >

초등(저학년) -한반도 보물찾기 초등(고학년) -유라시아 평화열차 중고등학년 –한반도 경제공동체

남북 각 9개 도에 깃든 
보물찾기(남과 북의 
인물·지리·역사 등)

통일한반도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동하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 체험

남한의 기술,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이 만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통일게임

3. 시ž도교육청 협조사항

o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상학교를 통일교육원으로 추천

-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신청을 안내하여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격려
하여주시고 학교별 교육 희망일이 연중 골고루 분산되도록 추천

<시ž도 교육청별 교육 배정(안)>
(단위 : 개)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교수 150 52 42 42 31 31 21 11 271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학교수 53 42 63 50 50 60 60 21 1,050

    * 원칙적으로 1개 학교당 1회 배정(여러명의 강사가 한 반씩 들어가는 강의는 불가능) 

    *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60명 이하 학생 신청시에만 가능 
(대규모 강의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미진행하고 강의식으로 2차시 진행)

    * 시ž도교육청별 교육 횟수는 시ž도별 학교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시·도별 교육 
배정 횟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시·도교육청별 배정된 교육 횟수의 1.3배수이상 추천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교를 배려해서 추천

o 교육청이 대상학교를 추천한 후에, 통일교육원에서 대상학교와 교육일정을
최종 확정하여 교육청 및 각 학교에 공문 통보 예정(3월중)

- 교육실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통일교육원이 해당학교와 직접 협의

4. 행정 사항

o 학교별 신청을 종합하여 추천 양식(별도 엑셀서식 참조)에 따라 통일교육원
으로 공문 전송

붙임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상학교 추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