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2021년
평화ㆍ통일
주간 운영
올해 제9회 통일교육주간은
2021. 5. 24. ~ 5. 30.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되 대면ㆍ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온라인 중심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올해 통일교육주간을 ‘학생으로부터 시작’을 주제로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
고자 합니다. 시흥 배곧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평화 리더반 친구들이 준비한 온라인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불어 통일교육원이 준비한 행사도 소개합니다.
시흥 배곧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평화 리더반이 준비한 온라인 평화ㆍ통일주간 행사 안내입니다.

1. Let’s 평화 방탈출
Let’s 평화 방탈출 오픈채팅방
●

일시 : 2021.05.28. ~ 2021.05.29.

1단계 참여링크 (https://open.kakao.com/o/shamXRcd) 참여 QR코드

2. ‘하나’된 우리의 이모티콘
① 통일을 주제로 한 이모티콘을 그려 사진을 찍는다.
② 찍은 파일(jpeg)을 아래 이메일에 첨부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 반 번호 이름을 추가하여 보낸다.
평화ㆍ통일 주간 이벤트 이메일(‘하나’된 우리의 이모티콘) : nym3934@gmail.com
* 이메일로 사진을 보낼시 개인정보수집, 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종이로 그린 것을 찍은 사진, 테블릿 타블릿 등으로 그린 것 모두 허용된다.

3. 행시의 신
① 평화, 통일과 관련된 제시어로 N행시 짓기!
② 제시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구글 폼으로 출품작 제출
③ 제시어
2행시 – 평화, 통일
3행시 – 한반도, 실향민
4행시 – 모두 소중
5행시 – 너와 나 우리
구글 폼 주소 https://forms.gle/dKcpZrhspkCQ1L2s9

4. 유 퀴즈! 온 더 코리아 : 네이버 폼에 접속하여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푼다.
네이버 폼 주소 : http://naver.me/5WcPNBZZ

5. 평화틱톡챌린지
●

일시 : 2021.05.24. ~ 2021.05.26.

●

투표 : 2021.05.27. ~ 2021.05.29.

●

투표결과 발표 및 공지 : 2021.05.30.

●

행사 내용 :
① 평화 통일과 관련된 주제와 지정된 음악으로 손동작 및 몸동작으로 댄스 안무를 직접 구성해 틱톡
앱을 통해 영상을 제작함
② 찍은 영상파일을 아래 이메일에 첨부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 반 번호 이름을 추가하여 보낸다.
평화ㆍ통일 주간 이벤트 이메일 (평화틱톡챌린지) : bagot1231@gmail.com

* 이메일로 영상을 보낼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일교육원 주관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명 : 제9회 통일교육주간, 「내가 반한 통일」 (uniweek2021.kr)
■

기념식

■

■

■

국민의례
기념사·환영사·축사
시상식
축하공연(보컬, 클래식)

◎

기념식 타이틀 :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
* 온라인(유튜브, zoom) 생중계

◎

일시 : 2021.5.24.(월), 10:00
* 09:30부터 사전 프로그램 송출

 자체장, 교육감, 기관장,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지
국민이 보내는 통일미래세대 응원 메시지

◎

현장
이야기
통일교육
교재
놀이와
게임
문화와
예술

■

■

 립통일교육원 제작
국
콘텐츠 소개

■

■

■

통일교육 교구재(4종)
게임(1종)

 양한 문화예술과
다
통일교육 접목

■

■

■

■

온라인
이벤트

주요 인사 응원 메시지
통일교육 현장 탐방

■

■

■

■

D-7 이벤트
기념식 착석 티켓팅
출석체크 이벤트
유니프렌즈와 숨바꼭질!
유니프렌즈 이모티콘 나눔
숨은 그림 찾기
만족도 조사 이벤트

◎

지자체, 선도대학, 지역센터 등 교육 현장 이야기

◎

도서, TV 특집 프로그램, 웹영상 등 다양한 교재 소개
* 신규 개발 도서 선착순 나눔 이벤트 병행

◎

놀이와 게임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배워가는 코너
* 교구재 선착순 나눔 이벤트 병행

◎

일선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예능

◎

평화통일 문제를 소재로 한 뮤지컬 등

◎

교육적 효과를 겸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이벤트 명칭과 구성은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