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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영 및 과학문화 대중화 관련 사업

사업기간

‘21.5.1 ～ ’21.10.31(6개월)

IGC 2024 Field Trip 및 교육 콘텐츠 기획
2천만원
□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개최를 위한 국내 지질명소 Field Trip 및 교육 콘텐츠 기획
○ 세계 지질자원 전문가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지질과학의 세계적인 위상

필요성 및
목적

제고
○ IGC 2024의 핵심 프로그램인 지질 Field Execution(야외답사)

코스를 개발하여 총회 기

간 한국의 지질자원을 전 세계 지질학자들에게 홍보
○ 교육 및 지질영화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질자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의 장 마련
□ 국내 지질명소 Field Trip 기획
○ Filed Excursion 기획
- 국내 유네스코 등재 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질자원을 전 세계 지질학자에게
홍보, 교육 및 관광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목표
및 내용

□ 지질자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류 콘텐츠 기획
○ 교육 콘텐츠 기획
- 각 지질명소별로 지질학적 특징과 주변의 문화, 생태, 역사 자원을 종합 분석하고 세부
해설 주제를 설정하여 교육과 관광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방안
○ 지질영화제(Geo Film Festival) 기획
- 해외 지질자원 전문가들과의 폭 넓은 의견 교환 및 피드백을 통한 국제적 교류 강화
및 협력 방안
□ 한국 지구과학분야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활용
○ 국내 지질명소를 세계 지질학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중요 정책을 결정하
는데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

성과활용
계획

○ IGC 2024 국내 Field Excursion 가이드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지질자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류
○ 국내 지질명소의 테마별 답사코스 및 탐방로를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 지질과학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인재 발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
○ 세계 지질자원 전문가들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 지질과학의 위상 제고

기타
특기사항

□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GC 2024 Field Excursion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지질자원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Field Excursion 아이템 발굴
○ 교육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실시를 위한 콘텐츠 개발 아이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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