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판게아는 내 친구 여름캠프

KISSY 참가자 모집 안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글로벌 협동창작활동에 기반한 4개국 청소년 숙박형 워크숍”

1. 프로그램 목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직접적 교류활동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서 협동하는 자세를 익힌다.
2. 프로그램 개요
○ 국내주관단체: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 현지주관단체: 일본 NPO Pangaea
일본 교토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NPO Pangaea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이래, 평화교육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진행하
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지센터와는 2006년 첫 판게아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년 간 긴밀한 신뢰 및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홈페이지] http://www.pangaean.org/

○ 협력/후원단체: 교토대학교 이시다․마츠바라 연구실, 케냐 나이로비 국립박물관,
Global Girls Rising(NPO), Bright Future Kids(NPO),
Japan Relief for Cambodia, SCSK CAMP, 유네스코 일본위원회,
일본 외무성, 총무성, 교토시 교육위원회
○ 활동기간: 2015년 7월 31일(금) ~ 8월 7일(금), 7박 8일간
○ 활동장소: 일본 교토시 소재 교토대학교, 우타노 유스호스텔, 교토 및 오사카 시내 등
[장소정보] 교토대학교 백주년 시계탑 기념관
http://www.kyoto-u.ac.jp/en/about/profile/facilities/staff/clocktower
[장소정보] 교토 우타노 유스호스텔
http://yh-kyoto.or.jp/utano/indexk.html

○ 모집대상: 한국, 일본, 캄보디아, 케냐 만 9세~14세 청소년
○ 모집인원: 36명 내외 - 한국 12명(5명 우선선발 완료, 현재 7명 선발 예정)
○ 참여스탭: 4개국 실무자 및 자원활동가(퍼실리테이터) 최소 16명
※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 노현정 포함 미지센터 실무자 총 2명(남1, 여1) 파견 예정

3.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주요활동내용
1) 크리켓(Cricket) 만들기 협동창작활동
‘크리켓(Cricket)’은 아이들이 직접 진행하는 만들기(레고, 인형 등), 전자회로 설계, 멜로디 작곡, 스
토리텔링 등의 작업을 바탕으로, 전기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협동작품(장난감)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다언어 번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직접 조별 작품의 컨셉 설
정부터 역할 분담, 만들기 작업 등의 전 과정을 참가자들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는 물론 나와 다른 성격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
하고, 나아가 다름 속에서 배려하며 글로벌한 환경에서 협동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여름캠프에서는 4개국 참가자 6~7인이 1개조로 편성되며, 한 조당 2~3인의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여 아이들의 원활한 소통 및 활동을 보조하게 됩니다.
[관련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PhVCAtTsJI
https://www.youtube.com/watch?v=QX8WKtJXBOA

○ 세부활동일정
일정

날짜

내용

비고

식사

1일차

7.31(금)

이동(한국→일본) / 숙소 체크인

국적기 이용

조식,석식:

2일차

8.1(토)

KISSY 개교 / 크리켓 활동 - 오리엔테이션

3일차

8.2(일)

크리켓 활동 - 스토리보드 및 역할분담 등

4일차

8.3(월)

크리켓 활동 - 만들기

5일차

8.4(화)

크리켓 활동 - 작품발표회

참관가능(별도문의)

교토대 인근 식당

6일차

8.5(수)

그룹 필드트립

조별 교토 문화탐방

중식: 교토 시내

7일차

8.6(목)

전체 필드트립: 오사카 국립민속학박물관

단체버스 이동

중식: 오사카 시내

8일차

8.7(금)

숙소 체크아웃 / 이동(일본→한국) 후 해산

유스호스텔
(전일정 동일)
/
중식(조별):
교토대 학생식당,

4. 참가자 모집
○ 모집일정: 2015. 5. 7(목) 10:00 ~ 5. 17(일) 23:59까지
이번 여름캠프는 ‘2015 판게아는 내 친구’ 현재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가 우선 선발 대상자입니다.
우선선발을 통해 현재 5명 선발 완료했으며, 남은 인원 7명에 한해 일반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방법: 이메일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ggotmari@mizy.net)
○ 선발기준: 지원서 내용 및 접수 순서 기준 + 성별 및 학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참 가 비: 1,350,000원 - 항공료, 프로그램비 및 체재비 일체
※ 국내 및 일본 현지 청소년활동/해외여행보험 비용 포함.
※ 활동 관련 별도 추가비용 없음(여권 발급, 용돈 등의 개인 소요 비용은 미포함)
○ 납부안내: 5.27(수)~28(목) 1차 납부(400,000원) / 6.17(수)~18(목) 최종 납부(950,000원)
※ 해당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현금 납부(계좌이체)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문의: 문화사업팀 ‘판게아는 내 친구’ 담당자 노현정
- (직통)070-4667-3773, ggotmari@mizy.net
- 궁금한 사항이나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지난 참가자(2014 KISSY) 활동 소감
-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봤는데, 자기도 잘 몰랐던 본인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친구
- 처음엔 어려웠지만 함께 협동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다는 친구
-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 답답한 점도 있었고 오해를 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는 친구
- 숙소에서 같은 방 친구들과 종이접기를 하면서 노는 것이 좋았다는 친구
-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엄마에게 줄 기념품을 사는 시간이 좋았다는 친구

>> 2015 KISSY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은 친구들
- (적응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외국인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흥미와 자기의지가 있는 친구들
- 새롭게 뭔가를 만들거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등의 창작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 부모님 및 가족과 일주일간 떨어져 지내도 큰 무리가 없는 친구들
- 나와는 다른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존중할 준비가 되어있는 긍정적인 친구들
- 판게아가 좋은 친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