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주 디지털 리터러시 코치단 양성과정
공개특강 학습자 모집 안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올바르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광주 디지털 리터러시 코치단>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광주시민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과 ‘광주 디지털 리터러시 코치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공개특강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광주시민들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개요
❍ 장소/방법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강의실
❍ 모집대상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광주시민 50명 내외
(*주민등록등본상 광주광역시 거주자에 해당)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2. 9. 12.(월) 18:00 까지
❍ 참여방법 : 아래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사이트 : https://forms.gle/1iUqaa2o4P1CSnr69

❍ 운영절차 및 일정
절차
・
일정 ➜
대상

[공개특강]
(추가모집)
9.21.(수)
광주시민
누구나

[추가모집]
결과안내
➜

~ 9.23.(금)
정규/추가모집
선발자

[정규연수]
➜

9.26.(월)
~ 9.30.(금)
정규/추가모집
선발자

[후속활동]
➜

9월 이후
연수 수료자

❍ 유의사항

- 공개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규연수 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 현장에서 [추가모집]에 신청하신 경우, 공개특강 종료 직후 별도 면접 심
사에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참여자 대상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업실(062-600-5241)

구분(장소)
공개특강
개강식

운영일시
9/21
(수)

디지털 리터러시 개요

디지털 리터러시 개요 및 중요성

11:00~11:50(50’)

광주 디지털 리터러시 코치단

역할과 참여 방법

*공개특강 종료 직후 정규과정 추가접수 가능 (당일 면접 필수)
10:00~11:50(110’)
12:00~13:00(60’)
9/26
(월) 13:00~14:50(110’)

9/27
(화)

컴퓨터 구조와 기능

점심식사
스마트폰 구조. 기능, 유용한 앱 등

15:00~15:50(50’)

화상 & 메타버스

화상 도구, 메타버스 연수원 활용 방법 등

10:00~11:50(110’)

클라우드 개요

클라우드 개념과 활용

12:00~13:00(60’)
13:00~14:50(110’)

10:00~11:50(110’)
9/28 12:00~13:00(60’)
(수) 13:00~14:50(110’)

점심식사
클라우드 활용

협업과 클라우드, 구글 클래스룸 활용 등

AI 개요 및 이용방법

인공지능 이용방법 등
점심식사

AI 활용

AI 활용 나레이션 회화 제작 등

15:00~15:50(50’)

영상 제작

스마트폰 활용 영상 제작 등

10:00~11:50(110’)

유튜브 리터러시

유튜브 특징/심의/자가진단 등

12:00~13:00(60’)
9/29
13:00~14:50(110’)
(목)

(대면 : 진흥원)

수료식
(대면 : 진흥원)

점심식사
인터넷 갤러리

예술과 미디어, 인터넷 갤러리 활용

15:00~15:30(30’)

메타버스 갤러리

메타버스 갤러리 제작 및 큐레이션

15:30~15:50(20’)

실기 평가 안내

실기평가 기준 및 평가내용

10:00~11:50(110’)

실기 평가 1

9/30 12:00~13:00(60’)
(금) 13:00~15:20(160’)

9/30
(금)

하드웨어/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스마트폰 활용

15:00~15:50(50’)

정규연수

정규연수

주요내용

10:00~10:50(50’)

(대면 : 진흥원)

(비대면 : 온라인)

강의 주제

점심식사
실기 평가 2

15:30~15:50(20’)

후속 활동 및 참관 연수 안내

후속 활동 및 참관 연수 안내

16:00~16:30(30’)

수료식

종강 및 수료식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규과정 수료자 혜택
- [디지털 리터러시 자격 검정] 응시료 지원
- 정규연수 이후, 후속활동 및 교육실습(참관) 기회 부여
- (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연구원 신청 자격 부여 (*협회 별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