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모집 공고
무

1. 제10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모집 개요

 o 통일부에서는 새로운 미래 시대의 통일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고, 평화의 한반도 

비전을 널리 전할 ‘제10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o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친구’ 이외에도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 ‘노래를 좋아

하는 친구’,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 ‘전국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은 친구’  
모두 모두 지원하세요!

2. 모집 대상  총 200명(일반 기자 160명, 합창단 20명, 방송반 20명) 내외 

   2021학년도에 초등학교 5-6학년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12~13세(2009년생 또는 2010년생) 어린이

3. 활동 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2월

4. 활동 내용

주 요 내 용

 ▲ 일반 기자단 활동
     1. 매월 통일을 주제로 한 기사 작성 및 첨삭으로 글쓰기 능력 배양

     2. 그림, 동영상 등 기자단으로서 다양한 매체 경험  

     3. 기자단 여름캠프 등 평화‧통일 체험 특별활동(예정)

 ▲ 합창단 활동
     1. 전문 지휘자 지도

     2. 특별 공연 활동

 ▲ 방송반 활동
     1. 미디어 교육(온라인 교육 예정)

     2.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출연

* 우수활동 학생 대상 상장 수여 예정

* 특별활동반(합창단 및 방송반)은 일반 기자단 활동 병행

* 주요 활동 내용은 코로나19, 통일부 사정 등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5. 접수 기간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3월 7일 일요일까지

   ★마감일 많은 접속이 예상되므로 일정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 방법 

  ①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② 통일체험마당>신청 접수>어린이 기자단(신청하기)
  ③ 지원 분야별 서류 준비 및 제출
  3-1 (일반 기자단, 합창단, 방송반 공통) 인적사항, 자기소개, 평화‧통일 관련 글쓰기

(자유주제) 작성

    ※ 평화‧통일 관련 글쓰기 주제 예시

      ⓐ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글로 표현하기

      ⓑ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남한의 장소, 건물, 인물 등을 소개하는 글쓰기 

      ⓒ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상해보고 글로 표현하기

  3-2 (합창단, 방송반) 영상 제출 * 제출 메일주소 : jruinkorea2021@gmail.com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목 형식 : 이름 + 학교명 + 접수번호 (예시: 김통일 평화초 12345)

ⓑ 영상 파일 형식은 MP4, WMV, AVI 등의 동영상 확장자로 제출

ⓒ 변동되는 사항은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

    - 합창단은 ‘우리의 소원’, ‘상상 통일기념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중 하나를 
골라 1절을 암보하여 무반주 영상 제출 (KEY 조정 가능, 악보 별도 첨부)

     - 방송반은 ‘ 지원 동기’, ‘포부’, ‘꿈’ 등 자유주제로 3분 내외 자기소개 영상 제출

  ④ 제10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신청 완료
- 추후 전문가(교사, 언론인 등)의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발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7. 기자단 발표 

    2021년 3월 19일 (금)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발표 예정

 8. 문의 사항 

    통일교육원>통일체험마당>문의사항(문의하기)

    메일 jrunikorea2021@gmail.com, lhw0703@unikorea.go.kr

    전화 070-7603-3844, 02)901-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