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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행사 ‘입시경쟁 해방타운’ 예고보도 (2021.11.18.)

11/22(월), 청소년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 ‘입시경쟁 해방타
운’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월) 오후8시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입시 경
쟁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는 ‘입시경쟁 해방타운’을 개최합니다. 
※게더타운 ‘입시경쟁 해방타운’ 접속 링크: https://bit.ly/3FgPAnG
(게더타운은 모바일이나 PC의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이 원활치 않으니, 접속 링크를 PC의 크
롬 브라우저에 입력하여 접속 권장)
※참여 신청: https://bit.ly/2YPuqxo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배움의 기쁨보다 명문대 진학 추구로 왜곡된 
교육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소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
다. 이번 메타버스 행사 ‘입시경쟁 해방타운’은 청소년 동영상 공모전의 후속 행사로서, 공모
전의 수상작들을 발표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공모전과 메타버스 행사를 통해 모아진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전달하여, 입시 경쟁 교육 해결을 위한 교육 공약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입시경쟁 해방타운’은 메타버스 프로그램 중 게더타운을 이용하여 개최됩니다. 게더타운은 인
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도구로 유용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화
적이어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적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더타
운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아래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더타운 접속방법 안내: https://stib.ee/fwJ4

주요 순서로는 우선, 청소년 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수상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
간을 갖습니다. 게더타운 공간 내에는 이번 공모전에서 대박공감상으로 선정된 5편의 동영상
을 시청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동시 접속 시간인 11/22(월) 오후8시에는 수상자들의 소감을 
직접 듣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공약이 무
엇일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동시 접속 
시간 이후 약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시경쟁 해방타운’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기를 바라는 초중고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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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자유 발언을 신청한 청소년 중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발언의 
기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입시 경쟁 교육의 해소를 원하는 어른들의 참여
도 환영합니다. ‘입시경쟁 해방타운’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하는 행사이지만,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성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될 때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https://bit.ly/3FgPAnG
https://bit.ly/2YPuqxo
https://stib.ee/fw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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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