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3.1운동 100주년 기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Ⅰ

추진 개요

❍ 사업명 : 제100주년 3.1절 기념 체험행사
❍ 일 시 : 2019. 3. 1(금) ~ 3.30(토) 10:00~16:00
❍ 장 소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로비 및 유적지 공원
❍ 주 관 : 문화유산과,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Ⅱ

제100주년 3.1절 기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 제100주년 3.1절 기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립만세 축제! 모이자~ 제암리로!’
❍ 일 시 : 2018. 3. 1(금) ~ 3.2(토) 10:00~16:00
❍ 세부운영계획
· 정신교육관
프로그램명
화성3.1
입체액자 만들기

체험내용
화성3.1운동의 내용을 담은 지도를 활용한 입체 액자 만들어보기

사강시장 보드게임 송산3.1운동과 홍면옥과 관련된 보드게임 체험하기
태극기 액자 만들기 태극기에 색칠하며 태극기 액자 만들어 보기
캘리그라피

엽서에 독립운동가 명언 캘리그라피 적어보기

코딩으로 걸어보는 우정·장안 3.1운동을 알아보고 코딩을 활용하여 화성3.1운동 만세길
화성3.1운동만세길 체험하기
움직이는
화성 독립운동가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으로 순국한 안종락에 대해 배워보고 움직
이는 독립운동가 만들어 보기

· 야외유적지
프로그램명
화성 독립운동가
에어 조형물
화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부스
이벤트 존
VR존

체험내용
화성 독립운동가 캐릭터를 에어 조형물로 설치
화성 독립운동가 홍면옥 선생님의 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는
컨테이너 부스
화성 3.1운동과 관련된 룰렛 이벤트에 참여
보훈처에서 제작한 독립운동 관련 VR프로그램 체험

팝콘 나눔

팝콘 나눔 부스 운영

풍선 나눔

화성3.1운동 100주년 로고가 새겨진 풍선 나눔

· 순국열사 추모소 운영(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 연계)
❍ 행사배치안

Ⅲ

순국기념관 3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 제암리3.1운동순기념관 3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18. 3. 9(토) ~ 30(토) 10:00~16:00 ※매주 토요일
❍ 세부운영계획
날짜

장소

교육관
3월 9일

내용
- 사강시장 보드게임 / 만세길 코딩
-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 안내부스 운영 / 풍선 나눔

야외 공원

- 화성 독립운동가 스토리 부스
- 추진위원회 미래분과 체험 부스

교육관

- 유아교육 설명회 진행

3월 16일
- 안내부스 운영 / 사강시장 보드게임
야외 공원

- 화성 독립운동가 스토리 부스
- 추진위원회 미래분과 체험 부스

교육관
3월 23일

- 보드게임 / 만세길 코딩
- 등불 만들기 체험
- 안내부스 운영 / 풍선 나눔 부스

야외 공원

- 화성 독립운동가 스토리 부스
- 추진위원회 미래분과 체험 부스

교육관
3월 30일

- 제암리 명예교사 발대식 및 교육
- 안내부스 / 만세길 코딩

야외 공원

- 화성 독립운동가 스토리 부스
- 추진위원회 미래분과 체험 부스

· 순국열사 추모소 운영(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 연계)

❍

행사배치안

①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②순국23인 묘역

③3.1운동순국기념탑

④순국열사 추모소

⑤주차장

⑥실외 화장실

⑦종합안내소

⑧화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부스

⑨미래분과 체험부스

⑩화성 독립운동가와 찰칵! ⑪교육관(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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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