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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4쪽)

배포일시 2020. 4. 20.(월) 담당부서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담당과장 김상국 (02-901-7150) 담 당 자 정연주 (02-901-7011)

제8회 통일교육주간 맞이
교육 자료 제공 및 사전 참여 이벤트 개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8회 통일교육주간(5. 18. ~ 5. 24.)을 맞아 각급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한 달 전에 배포합니다.

o 수업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용 4종, 고학년용 3종, 중․고등학생용 3종,
대학생․일반인용 1종 수업 자료(PPT)를 제작하였습니다.

o 교과별 클립영상과 학교 게시판, 각 기관에 부착할 수 있는 전시 자료
(PDF)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통일교육주간 「사전 참여 이벤트」를 한 달 전부터 진행합니다.

o 홍보 퀴즈 이벤트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통일교육주간 누리집
에서 진행됩니다.

□ 한편,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정 
교육주간 최초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o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최원정 케이비에스(KBS) 아나운서, 현정화 탁구 
국가대표 감독이 강연에 나서 다양한 분야와 통일교육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 교육 자료와 이벤트는 4월 20일부터, 유명인사 강연은 5월 18일부터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www.uniweek.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 1부.
2.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 1부.
3. 학년별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1부.
4. 통일교육 전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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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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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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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학년별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무

 

□ 자료 목록

구     분 자료 목록 비고

초등학교
(저학년)

 북한 또래 친구에게 편지쓰기 교과용

 만화로 만나는 남북 어린이들 교과용

 통일 윷놀이로 하나가 되어요 창체용

 통일이의 2박 3일 북한 여행기 교과용

초등학교
(고학년)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은 통일의 보배 교과용

 한반도 탐험 여행 창체용

 통일이의 2박 3일 북한 여행기 교과용

중·고등학교

 북한 여행 가상체험 교과용

 질문하는 통일 창체용

 상상하라! 평화, 통일 교과용

대학생·일반인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야기 -

□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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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통일교육 전시 자료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