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 공고

    2021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1. 교육생 선발 명단

○ 3.17(수), 교육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교육생 확정 여부를 송부하였습니다. 

○ 선발되신 분들은 사전 준비사항 등 입교 안내를 숙지하시어 3.2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교 안내

① 사전 준비 사항

 1)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 교육신청 기간 : 3.18(목)~3.30(화)

   ○ 교육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문의전화 : 02-901-7023

강좌선택
(수강신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교육센터> → <원내교육> → <원내교육신청> →
하단 <2021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수강신청

* 교육 미신청자는 등록 및 수료증을 발급하지 못함

 2)  강의안 및 강의 시연 준비

    - 강의주제는「통일교육 기본과목」및 통일교육에 적합한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

* 기본과목 : ①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② 최근 북한동향 및 변화 전망,
③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④ 기타 통일교육에 적합한 주제

   - 강의안은 한글(HWP)로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3.30까지)

*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대제목 18포인트, 소제목 16포인트, 본문 12포인
트) , △줄간격(130%), △편집용지(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
말 20, 꼬리말 15, 제본 0)

   - 시연 강의안은 PPT로 작성하고, 발표는 10분 이내(4.5-4.6 강의시연 평가 준비)

     * PPT 분량은 제한이 없음.

② 교육과정 안내

 1) 교육기간 : 2021. 3. 22(월) – 4. 6(화) 

   o 화상강의(온라인) : 3.22 – 3.26(5일), 5강좌 수강 완료

   o 강의(비대면 교육) : 3.29 - 4.2(5일), 10:00부터 16:30까지 운영

   o 강의시연(대면 평가) : 4. 5 – 6(2일)

* 개별 강의시연 일시는 추후 통지

 2) 입교안내

 o 줌(zoom) 시연 : 2021.3.26.(금), 16:00~16:30

 o 입교식 : 2021.3.29.(월), 10:00~10:30

  3) 강의시연(PPT) 날짜는 교육진행 중 공지

3. 통일교육원 찾아오시는 길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o 교통편

구 분 이용 방법

통일교육원 통근버스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에서 25m 직진, ‘통일교육

원’ 표지판 앞 승차

  - 승차시간 : 08:10, 08:40

지하철(4호선) 강북 01  § 수유역(4호선) à 4번 출구 직진(25m) 후 승차 à        



 ☎ 문의 : 교육연수과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담당자(02-901-7035) 

à 버스

통일교육원 종점 하차(약 20분소요)

1119번

 § 수유역(4호선) à 6~7번 출구 사이, 파리바게트 앞 승차 

à 종점(강북청소년수련관) 하차(버스 10분) à 도보 10분

(약 20분소요)

   ※ 1119번 버스는 행선지가 두 곳(4.19국립묘지, 창동역)이 

있으며, 반드시 4.19국립묘지 방향 탑승

일반 버스 104번
 § 동대문↔4.19국립묘지 종점(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