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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12. 28.(화) 담당부서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

담당과장 박준수 (02-901-7070) 담 당 자 설수현 (02-901-7073)

영상으로 만나보는 대한민국 평화･통일 기행

- 국립통일교육원,‘평화·통일 현장체험지 안내영상’15편 제작 -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평화·통일 현장체험지 안내영상 15편을 제작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 주변의 평화·통일 현장체험지를 소개한 

도서『대한민국 평화기행』발간(‘21.3.31)에 이어 해당 장소를 영상으로 제작

하여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현장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올해 발간한 도서 『대한민국 평화기행』의 체험지 30곳 중 15곳을 선정하여 영상 제작

o 리포터가 발로 뛰며 소개하는 생생한 현장 영상과 장소에 얽힌 뒷이야기를

담은 전문가의 해설, 그리고 다양한 참고 사진 등을 추가하여 내용의 

풍부함과 시각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 모든 영상에 전체 자막을 삽입하여 영상의 이해도 제고

□ 편 당 10분 이내의 분량으로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대면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사전 학습자료 및 

교사용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본 영상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 게시하여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영상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장소들을 여행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영상제작 목록 및 영상장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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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영상제작 목록 및 영상장면

□ 제작 목록

권역 세부 장소(도서 ‘대한민국 평화기행’에 소개한 체험지)

인천·경기권

 1. 인식 지평 너머의 강화도 [강화]

 2. 상처의 이면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제물포 [인천]

 3. 남북을 잇는 물길과 나루 [김포‧파주‧연천]

 4. 고향을 그리며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길 찾기 [파주]

 5. 화해와 공존의 통일미래 상상하기 [파주‧연천]

서울권

 6. 한양도성을 걸으며 만나는 ‘남북 분단과 나’ [서울 종로]

 7. 정동과 서울광장, 열패감을 넘어 희망으로 [서울 중구]

 8. 북한산에서 함께 나누는 평화‧통일 이야기 [서울 강북]

충청권

 9. 그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다 [진천‧청주]

 10.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싸웠던 시절의 기억들을 찾아 [천안]

 11. 저마다의 방법으로 ‘사람을 향한’ 사람들 [홍성‧예산]

부산·경남권

 12. 한반도의 또 다른 최전선 [부산]

 13.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산]

 14. 아픔의 땅에서 피어나는 포용의 힘 [통영‧거제]

 15. 나와 우리, 그 관계의 자각 [사천‧진주‧의령]

□ 영상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