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영.리.한 영화교육 워크숍
기본 계획(안)
2021. 9. 17.(금) / 영화문화팀

□ 행사 목적
ㅇ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영
화교육 활성화 도모
ㅇ 2022년판 초등학교 영화교육 워크북 시범 연수를 통해 시범학교 교·강사
역량 육성 및 실 사용자의 의견 반영
ㅇ 청소년 영화교육 성과 발표를 통해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
□ 행사 개요
1) 행 사 명 :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영.리.한 영화교육 워크숍
2) 개최일정 : 2021. 11. 26.(금) ~ 11. 27.(토)
3) 개최장소 : 영상산업센터 11F 컨퍼런스홀
4) 개최방식 : 온/오프라인 개최(병행)
5) 참여대상
- (오프라인) 초등학교 교사 및 강사 50명 이내
- (온 라 인) 전국 영화교육 교·강사, 관련업종, 학부모 등 200여명
6) 오프라인 참가신청
- 첨부된 웹포스터 QR코드 스캔 또는 온라인(http://bit.ly/2ZiQsZF)을 통해 신청
7) 주요내용
- 위원회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
- 신규 개발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소개 및 연수
- 2022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설명회
□ 행사 세부내용
1) 전체 구성(안)
구분

(1일차) 우수사례 소개

(2일차) 교재 시범연수

주요내용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설명회 병행)

2022년판 영화교육 워크북 및
영상콘텐츠 시범연수

개최방식

오프라인 개최/온라인 생중계

오프라인 개최/온라인 생중계

참여인원

발표자, 내부인원 포함 50인 이내

교수자, 내부인원 포함 50인 이내

참여대상

교·강사,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교·강사
(시범학교 교·강사 우선권 부여)

- (1일차)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수행단위

주제

비고

사업설명

위원회

2022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섹션1

부산시 영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2021)
전주시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사례(2021)
교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2020)
강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2020)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2020)
초등학교 영화교육 워크북 개발(2021)
초등학생 추천영화 및 저작권 가이드(2021)
초등학교 영화교육 영상콘텐츠 제작(2021)
온·오프라인 질의응답 진행

섹션2

시범학교
우수사례
교·강사연구회

연구개발
질의응답

서일대산학협력단
㈜고래상어
발표자 전원

※ 주제 및 발제자는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일차) 시범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교수자

내용

영상콘텐츠

㈜고래상어

초등학교 영화교육 영상콘텐츠 활용

서일대

초등학교 영화교육 워크북 프로그램
(1~2학년, 3~4학년, 5~6학년용 총 3종)

초등학교
워크북
프로그램

산학협력단

비고

섹션3

초등학교 추천영화 소개 및 활용 가이드 소개

2) 행사 세부일정(안)
- (섹션1) 2022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설명
날짜

시간

내용

11.26.(금)

9:30~11:00
11:00~11:30
11:30~12:00

온라인 중계 셋팅
2022년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설명
질의응답

비고
중점학교
사업설명

- (섹션2) 우수사례 발표 및 개발교재 소개
날짜

시간

내용

~14:00
14:00~14:10

행사 등록 및 착석
개회 / 행사 및 사업 소개
전주용흥초등학교 중점학교
부산영도초등학교 연구학교

14:10~15:10

11.26.(금)

비고

시범학교

쉬는시간

15:10~15:20
15:20~16:20
16:20~16:40

교·강사연구회 우수사례

16:40~17:40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
초등학교 영화교육 교재 개발
초등학생 추천영화 및 활용 가이드
초등학교 영화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17:40~18:00
18:00

질의응답
폐회

연구회

Coffee Break
연구소개

- (섹션3) 교재 시범연수
날짜

시간

내용

~10:30
10:30~10:40

행사 등록 및 착석
개회 / 행사 및 일정 안내
영상콘텐츠 활용 교육 연수
질의응답 및 사후평가

10:40~11:50
11.27.(토)

16:00

영상콘텐츠

점심시간

11:50~13:00
13:00~16:00

비고

학년군별 워크북 연수
초등학생 추천영화 활용
질의응답 및 사후평가
연수종료

워크북

3) 행사 운영
가) 행사 개최 방식
- 발표자 및 참석자 모집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행사 현장 상황
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실시

※ 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줌(ZOOM)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개최
로 전환하여 줌 화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진행

-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참가자 신청 접수

※ 초청참가자를 제외한 공석에 한하여 교사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나) 참석자 구분
- (초청발표자) 영화교육 중점학교 및 교·강사연구회 사업을 수행한 자
로서 위원회로부터 발표를 의뢰받은 자 (시범학교 교사 2인, 교·강사
연구회 2인)
- (초청참여자) 영화교육 중점학교 사업을 수행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필수 참석을 통보받은 자 (전주지역 강사 2인)

※ 초청참여자의 경우 영화교육 시범연수 시 자문역할을 수행
- (협력업체)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서 관련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업체의 인사 (서일대산학협력단 및 ㈜고
래상어 PM)
- (기타참여자) 영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및 강사,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 기대효과
ㅇ 청소년 영화교육 현안 및 의제 발굴을 통해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
ㅇ 청소년 영화교육의 필요성 공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