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데이(MIL Day)
행사기획안
202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배경 및 목적
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기술과 소셜 미디어 등의 영향력으로 미디어 사용 및 정보
수용에 있어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름. 이에 유네스코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주간'으로 지정하고 나라별 관련 행사를 독려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2020년 글로벌 MIL 주간 개최국으로 온라인 학술회의 및 청년 해커톤
등을 개최한 바 있음.
나. 또한, 유엔은 최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25호를 발표하며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분리해서 아동
권리를 논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음.
나.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이슈가 연이어 대두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화제가 되었으나, 관련 노력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자리는 아직 정례화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자리에서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가장 오래 살아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다. 이에 2021년도 MIL Day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주 수요자인 청소년들을 주요
행위자로 삼아 미디어정보리터러시 현장과 앞으로 관련 교육 및 연구가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사, 부모, 전문가 등 어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고자 함.
2. 개요
가. 일시: 2021년 10월 19일(화). 10:00~18:00
나. 장소: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및 온라인 생중계 병행
다. 주제: 화면 뒤에 우리도 있어요: 어린이·청소년이 말하는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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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기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주한미국대사관 등
마. 참가대상: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및 미디어 환경에 관심있는 자
누구나
3. 세부구성(※ 세션명 및 발표자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세션명

담당기관/발표자

10:00 - 10:10

축사

기관별 축사
영상 메시지

10:10 - 11:10

[세션 1] 우리 아이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은?

KERIS

11:10 - 12:00

[세션 2] 온오프라인 혐오표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주한미국대사관

12:00 - 14:00

오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4:00 - 15:00

[세션 3] 토크 콘서트
“디지털 세계의 시작, 유아기 미디어 리터러시가
궁금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재희 교수(책임연구자),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15:00 - 16:00

[세션 4] 디지털 세상, 아이들의 권리를 묻다

시청자미디어재단 /
이선민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자)

16:00-17:30

[세션 5] 어린이/청소년이 묻고 나누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디지털 세상 속 분투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아미 박사(책임연구자),
학생연구자(초중고 각
2인)

17:30-17:50

어린이/청소년 선언문 낭독 및 폐회

어린이/청소년 위원회
참여 학생 일동

4. 기대 결과물
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청소년 선언문> 1건
나. 발표자료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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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청소년 선언문> 랜선 공개작업반’
사전행사 참가 안내
가. 배경: MIL Day 현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전국 아동 및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어린이/청소년 선언문>에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전국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함.
나. 행사명: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청소년 선언문> 랜선
공개작업반
다. 일시: 2021.9.29 ~ 10.1(3일간) 오전 11시 ~ 오후 8시
라. 장소: 게더타운(https://bit.ly/unescomilday)
마. 세부내용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미디어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청소년 선언문>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참가자는 의견 작성 외에 다양한 퀴즈 이벤트 등에 참가해 선물을 받아갈 수도
있음.
※ 세부 내용 붙임 포스터 및 링크(https://bit.ly/unescomilday)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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