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내용

온라인 미디어 진로체험 실습 교육‘온리 원’운영 안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
황희수 선임 (☎ 032-722-7924)

□ 개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온라인 콘텐츠 5편 제작
ㅇ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콘텐츠 및 실습지를 제공하여 학급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자가 안전하고 심도 있게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직업별 안내 등 이론교육과 함께 진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활동

요

ㅇ 각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계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직업체험을 진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 내

ㅇ 청소년이 선호하는 진로 및 미디어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총 4명의 미디어계

용

ㅇ 사 업 명: 온라인 미디어 진로체험 실습 교육‘온리 원’

과제를 포함하여 콘텐츠별 총 40~50분(1교시)으로 구성
ㅇ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콘텐츠 선택으로 교육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가능
ㅇ 온라인 미디어 진로체험 실습 교육‘온리 원’콘텐츠별 세부내용

연
번

구분

박인애

※ 온리 원 (Only One way to media job experience)은‘미디어 진로체험으로 가는 단 하
나의 방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ㅇ 교 육 대 상: 꿈길을 통해 신청한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및 희망 학교
ㅇ 운 영 일 정: 10월 ~ 12월
ㅇ 운 영 시 간: 학교별 자율 운영 (총 5개 콘텐츠, 최대 250분)
※ 각 콘텐츠별 활동시간 포함 40-50분, 선택적 자율 운영 가능

ㅇ 프 로 그 램: TV뉴스, 1인방송, 4차산업(3개 과정) 총 5개 (※ 선택 운영 가능)
ㅇ 운 영 방 식: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방송진로체험 콘텐츠 제작 및 신청 학교 대상 배포
□ 안내사항
ㅇ 수시접수 운영 (승인처리 후 체험일 일주일 전에 콘텐츠 일괄 배포)
ㅇ 신청방법
- ‘꿈길’사이트 프로그램 신청 (※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 바람)
·꿈길(http://www.ggoomgil.go.kr)로그인 → 온라인 미디어 진로체험 실습 교육‘온리
원’검색 (체험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 시 콘텐츠 이용 가능 링크 및 실습지 양식 메일로 배포
ㅇ 신청 시 콘텐츠 이용 인원 기재 및 교육 운영 후 참여자명단을 포함한 공문 제출 필수
- 공문 수신처: 시청자미디어재단 (공문내용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기재)
- 공문 첨부자료: (참여자명단) 이용인원 작성 및 담당자 서명 포함
※ 여러 학급이 이용할 경우 학급별 1개 파일로 작성바람

강사

TV뉴스
1 (아나운서,
기자)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아나운서

이론교육(’20)

실습활동(’25-30)
아나운서멘트및단신
정확한발음으로읽기

학급 뉴스로 인터뷰
LG헬로비전 직업별 직업소개, 취재기사 작성하기
헬로티비 방송기자 장단점 및 진로를
김진재

준비하기 위한 과정
등 청소년 맞춤형 개별 콘텐츠 기획서
1인방송
2
교육채널 진로 안내 및 진로 작성과선호하는유튜브
(유튜버) 유튜브제작
유튜브랩 대표 간접 체험이 가능한 채널분석해보기
실습 과제 제시
4차산업
송민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3 (네이버검색어분석) 상설미디어교육
방송, SNS, 뉴스 등
분석 실습하기
(카드뉴스만들기) (AI와 빅데이터) 강사
강민형

붙임 1

콘텐츠별 안내

온라인 미디어 진로체험 실습 교육 ‘온리 원’
(TV뉴스, 1인방송, 4차산업 중 선택 운영)

[ TV뉴스 - 아나운서 ]

[ TV뉴스 - 기자 ]

내용: 아나운서(앵커)가 하는 일, 뉴스앵커 내용: 기자가하는 일, 직업의 장·단점
에게 필요한 역량 등 진로탐색 교육 진행

기사작성법 및 기사멘트 구성 안내

실습과제: 앵커멘트와 단신 읽기

실습과제: 기사작성법을 참고해 학급뉴스

(장·단음 찾기, 중요단어 표시)

[ 1인방송 – 유튜버 ]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 4차산업 ]

내용: 1인미디어와 크리에이터의 이해, 내용: 4차산업혁명 관련 직업군 안내,
직업의 장단점 및 필요한 역량 교육
실습과제: 좋아하는 채널 분석해보기,
나만의 채널 기획서 작성하기

빅데이터 소개 및 활용교육
실습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