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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5. 27.(금) 06:00

(지  면) 2022. 5. 27.(금) 석간
배포 일시 2022. 5. 26.(목) 15:30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선미 (044-203-6569)

담당자
교육연구관 진창원 (044-203-6563)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562)

건강장애학생 심리·정서 회복에 상상력을 더하다 

-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 캠프」개최 -

주요 내용

□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체험 , 공연 관람, 작품 전시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예술활동 경험 제공

□ 교우 관계 형성 및 심리 ․정서 회복, 심미적 경험 ․상상력 신장 기대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5월 28일(토), 건강장애학생*의 

심리 ․정서 회복 및 예술성 발달을 위한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 캠프’를 

개최한다.

   * 만성질환(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의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ㅇ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이 

가족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미술작품을 직접 만들고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스쿨포유 개요

v (개념) 건강장애학생(초․중․고)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2018년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동 운영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v (주요 제공 내용)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화상수업․동영상수업, 생활 상담, 
진로진학 컨설팅, 출결․학습 관리, 스쿨포유 캠프 등

v (총 학생 수) 1,134명(2021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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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활동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스쿨포유를 이용

하는 초중고 학생, 가족 등 270여 명은 사전에 선택한 미술 체험 유형*에 

따라 온라인 분임을 구성하여, 참가자들과 상호 교류하며 미술작품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다.

   * 스칸디아모스 캔버스 액자 만들기,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 미술 재료는 행사 3일 전까지 학생 주소지로 배송 예정

 ㅇ 이후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공연(드로잉 퍼포먼스)을 관람하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회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ㅇ 특히, 이번 온라인 미술 캠프는 또래 간 교류를 통한 심리 ․정서 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체험, 작품 전시 활동 등을 통한 심미적 경험 

및 상상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활동 모습>

미술 체험
(스칸디아모스 캔버스 액자 만들기)

공연 관람
(드로잉 퍼포먼스)

작품 전시
(메타버스 작품 설명회)

□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이번 온라인 미술캠프 참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건강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학교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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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캠프 개요

2. 2022년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캠프 웹포스터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선미 (044-203-6569)

담당자
교육연구관 진창원 (044-203-6563)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562)

담당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자 실  장 손찬희 (043-530-9434)

담당자 연구위원 도재우 (043-530-9538)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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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캠프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적)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 회복 및 예술성 발달을 위해 

온라인 미술 체험․작품 전시․공연 관람 등 교육활동 제공

ㅇ (일시) ’22. 5. 28.(토) 11:00~16:30

ㅇ (장소) 실시간 온라인 및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ㅇ (주최 /주관)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팀

ㅇ (대상) 스쿨포유 초·중·고 학생 및 가족 등 약 270명

□ 세부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11:00-11:15 15’
도입

‣ 개회식

11:15-11:30 15’ ‣ 관계 형성(아이스 브레이킹 등)

11:30-13:00 90’ 점심식사

13:00-14:10 70’
활동1

미술 체험
택1

‣ 스칸디아모스 캔버스 액자 만들기
미술교과

연계
‣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14:10-14:20 10’ 휴식

14:20-15:10 50
활동2

공연 관람
‣ 드로잉 퍼포먼스

15:10-15:30 20 휴식

15:30-16:20 50
활동3

작품 전시
‣ 작품 전시 및 설명회(메타버스) 활동1 연계

16:20-16:30 10 폐회 ‣ 온라인 미술캠프 마무리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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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2년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캠프 웹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