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iEARN은 무엇일까요?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
iEARN은 온라인 교육네트워크 상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교육네트워크로서, 세계 130여 개국의 4만여 명의 교사들과 2백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iEARN은 다양한 학생들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며 1998년부터 쌍방향의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의미 있는 교육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iEARN은
· 청소년들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입니다.
·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 service-learning 프로젝트에 관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커뮤니티입니다.
가입한 후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온라인상의 협력센터(Collaboration Centre)에 들어오셔서 현재 진행 중
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한 교육과정이나 관련분야에 대해 알아가
게 됩니다. 또한, iEARN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가 지구상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목표는 iEARN이 결속력을 갖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iEARN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전 세계 혹은 타 지역과 협력하여 일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iEARN에 관해 더 알고 싶어요.

· 웹: 아직 iEARN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media.iearn.org/request 를 방문하세요.
iEARN-International: www.iearn.org
Collaboration Centre: media.iearn.org (15쪽을 보면 iEARN 온라인 협력센터에 있는 쌍방향 프
로젝트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중 가장 최신의 정확한 프로젝트 확인하려면
media.iearn.org/projects를 확인하세요.

· 각 국의 코디네이터
iEARN의

코디네이터

명단을

보려면

11~13쪽을

보거나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iearn.org/globe/countrycoordinators.html

· 워크숍
iEARN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계발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워크숍
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통합과, 각 학급에서 iEARN 프로젝트 활용방법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위
한 것입니다. iEARN의 코디네이터들은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 다른 참가자들의 요구와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습체계를 만들고 있는 교사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iEARN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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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친 후에, 교사들은 네트워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트워
크란 온라인 관련 기술과 iEARN 스탭을 통한 스탭 육성, 그리고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동료들
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25쪽을

보거나

www.iearn.org/professional-development를 참고하세요.

iEARN을 널리 알리세요!
iEARN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싶으세요? 로고와 링크에 관한 자료를 얻고
싶으면 www.iearn.org/about/logos-and-linking-iearn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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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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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워크숍, 온라인 교사 포럼, “예비 교사들” 포럼

25

·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는 관심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EARN 프로
젝트들 중, 두 가지 이상의 분야와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류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참고바랍니다.

창작 & 언어 예술
비전

28
28

겸손과 상호이해를 높이는 세계문학웹진

펜으로 만나는 친구들

28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 펜팔

전자학교웹진

29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웹진

글쓰기 프로젝트

29

학생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삶의 법칙: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에세이 프로젝트

29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관한 글을 쓰고 세계의 친구들과 이를 공유하는 곳

내 생의 하루

30

학생들이 그 날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관련된 주제에 관한 사진을 공유하는 곳

내 이름은?

31

각자의 이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모니

31

정기적인 동영상 교환을 통해 음악과 문화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장소

31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장소에 대해 쓰거나 그리게 됩니다.

세계의 놀라운 순간들

32

온라인 웹진에서 다양한 인간의 정신을 공유하는 세계청소년들의 모임

아트 마일즈(Art Miles)

32

학생들이 세계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캔버스에 벽화를 그립니다.(관련 활동: 희망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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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벽화 문화교류 프로젝트

32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주제로 공동벽화를 제작합니다.

영화예술: 행동과 가치들을 이끌어내기

33

교사들과 학생들은 특정 영화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눕니다.

전 세계에 연을 날리다

33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연에 그림을 그려 날리는 전통

나란히

34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하여 길게 늘어져 있는 자화상을 그립니다.

야생동물의 아름다움

34

세계야생동물에 관한 예술작품, 시 전시회

서예 프로젝트

35

학생들이 작품의 공유와 제작을 통해 고대 서예 작품을 재현하고 공부합니다.

세계예술작품: 배려란?

35

학생들이 예술작품과 “배려의 의미”에 관한 글을 창작하고 교환합니다.

에코 스마트

35

학생들은 재활용품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합니다.

종이접기

36

종이접기 활동의 교환

테디베어 프로젝트

36

이메일과 국제우편을 사용한 국제 테디베어 교환

축제일 카드교환

37

학생들은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에 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공공 예술

37

공공 예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공동 작업

벽의 이야기를 듣기

37

학생들이 그래피티와 공공장소의 예술이 말하는 것을 “듣고”, 흥미로운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내 세상에 태그달기

38

학생들은 창의적인 미술작품을 통한 10대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옛날이야기

38

학생들이 현재 혹은 과거의 옛날이야기들을 공부하고 공유합니다.

나니아와 CS 루이스

38

‘나니아연대기’를 아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책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생각하는 음식: 요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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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생들이 축제를 위한 세계의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책을 만듭니다.

나의 영웅

39

이야기, 사진, 미술작품, 멀티미디어를 통해 인류 최고의 것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눈에서 눈으로

34

더 큰 우정과 이해를 위한 엽서크기의 사진교환 프로젝트

컴퓨터 마련을 위한 인형

40

학생들이 인형을 만들면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 인형을 팔아 컴퓨터 마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인문, 사회과학
고정관념 파헤치기

41
41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고정관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체를 파헤칩니다.

교복 교환 프로젝트

41

토론과 교복교환을 통해 세계의 학교들에 대해 배우는 프로젝트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42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다른 나라의 유명한 어머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세계청소년 뉴스 (WYN)

42

학생들이 운영하는 세계뉴스 서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WWLi)

42

학생들이 우리가 타인들과 어떻게 피드백하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통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CIVICS: 청소년 자원봉사와 활동

43

젊은이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협력 프로젝트

뉴스로 가까워지는 세계

43

각국의 학생들이 세계의 뉴스를 소재로 하여 대화를 나누는 프로젝트

항해: 청소년 프로젝트의 자원봉사

44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선행

44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행한 자신들의 간단한 선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없는 청소년들

45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지역 사회봉사 프로젝트

학교폭력근절 프로젝트

45

왕따, 괴롭힘,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협력적 시도

혈연 - 가족이야기

46

세계 속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하나의 권리와 하나의 사람

46

인권과 새천년개발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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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민 프로젝트

46

시민의 의무와 참여에 관한 프로젝트

청소년에게 힘을 불어넣기

47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갖고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의 도시 그리고 나

47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청소년 자연재해회의 2011

47

학생들이 자연재해(대응전략)에 대해 배우는 프로젝트

세계의 결혼풍습
전세계 곳곳의 다른 결혼 풍습을 알아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9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유산에 대해 공부하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가이드 합니다.

마을의 역사 프로젝트

49

학생들은 각자 마을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의 마을도 알게 됩니다.

역사 속의 아프리카 여성 리더들

49

학생들은 뉴스, 자료, 서적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역사적인 여성 리더들을 찾아 봅니다.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

50

학생들은 자국의 전통의식과 유명한 유적지, 지역명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세요

50

청소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지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나라

51

세계권리협약에서 정의내린 어린이들의 주요 권리에 관한 프로젝트

나의 학교, 너의 학교

51

세계 다양한 나라의 학교생활을 비교하는 프로젝트

나의 꿈의 세계

51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장소

세계의 전통복장

52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복장에 관한 사진과 설명을 주고 받습니다.

세계의 음악

52

학생들이 각자 즐기는 음악에 대한 정보와 음악에 관련된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나라

52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프로젝트

다른 사람 알기

53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나라 친구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은?
가난과 굶주림의 원인을 찾아 내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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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리는 십대 청소년

53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도록 하는 프로젝트

우리가 노는 방법

53

고대와 현대의 장난감과 놀이 활동에 대해 배우는 프로젝트

Machinto: 작은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요?

54

일본의 가상의 캐릭터인 Machinto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전쟁과 분쟁의 상황을 알게 합니다.

고대인들의 기호

55

고대인들의 기호와 그들의 문화적 역사를 탐험

가방 안의 상품

55

학생들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나라 국기는?

55

학생들은 각자 속한 국가의 국기의 역사성, 의미를 나누게 됩니다.

나의 우표

56

학생들이 각자 나라의 우표에 대해 얘기하며, 스스로 만든 우표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친구 노트 - 함께 가자!

56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미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 나누고, 대화하게 됩니다.

과학, 기술, 환경, 수학

57

청소년은 할 수 있다

57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눕니다.

우리의 강, 우리의 세계

57

학생들은 몇몇 국가에서 행한 건강한 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58

학생들이 각자의 지역에 댐이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들을 공부합니다.

샌드와치 (Sandwatch)

58

학생들이 해변환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장소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미래 (OF2)

59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탄소발자국 계산기

새와 함께

59

학생들은 새 관찰, 서로 발견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새를 연구합니다.

수선화와 튤립프로젝트

59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동시에 구근을 심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태양열 요리 프로젝트

60

학생들이 태양열 조리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며 대체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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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박멸

60

학생들이 세계에 널리 퍼진 말라리아의 원인, 효과, 예방, 대응책을 분석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젊은 여성

61

정보통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달 탐험
망원경과 수학적 계산으로 달을 탐험해보는 프로젝트

ANIA 어린이 정원
사진과 그에 관한 이야기들로 지속가능한 정원에 대해 나누는 프로젝트

통 속의 정원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우리 생활 속의 수학
학생들은 수학이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학습동아리(Learning Circles)

62

학습동아리는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의 모임으로, 명확한 구조와 일정, 파트너의 수 등으로 볼 때 온라인 협력프로
젝트에 새롭게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학습동아리는 6~8명의 교사가 한 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사들의 학급은 14주 동안 가상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모임은 결과물을
수집하고 출판하게 됩니다. www.iearn.org/circles 를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에 참
여하려면 수업을 시작하기 2주 전에 학습동아리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iEARN에서 다른 언어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66

iEARN 규정 발췌

74

프로젝트 찾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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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

프로젝트 안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
과 열정,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감사
의 말을 전합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끝을 향해가고 있습
니다. 이 책자는 활동 중인 프로젝트를 간추려 정리하기 위해, 2011년 9월을 기준으
로 작성하였습니다. 포괄적인 프로젝트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의도하지 않게 제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
안의 iEARN 프로젝트에 관해 정확한 최신 목록을 보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
세요. media.iearn.org/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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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국제 회의

세계 iEARN 센터들은 지역 사회, 국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 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국가별, 대륙별로 교사와 청소년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함
입니다.
· 지구와 인류의 건강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 학생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교육 파트너들 간에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 e-러닝과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문화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통신을 활용한 교육목적의 교류가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지
에 관한 모델을 공유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모델을 만들어 낸,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예를 공유하기 위함입
니다.
·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언어를 통해 타문화간 이해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는 평소
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간 장벽을 허무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통신환경을 사용하여 교사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iEARN 커뮤니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행사에 관한 최신정보를 확인하려면 www.iearn.org/events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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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국가 코디네이터, 대표자, 연락처
Afghanistan # Abdul Qaum Almas, abdulqaum_almas@yahoo.com
Albania # Florian Bulica, florianbulica@hotmail.com
Algeria # Kheira Mezough, mlovesteaching@yahoo.com ; Soumeya Zahraoui, soumyachic@yahoo.fr
Andorra # Alex Jerez, alexj@andorra.ad
Argentina * Rosy Aguila, rosyaguila@infovia.com.ar ; Paula Perez, paulap@telar.org
Armenia ^ Karine Durgaryan, karine@childlib.com
Australia * Teacher Management team, iearnoz@iearn.org.au
Austria # Maria Bader, maria.bader@tele2.at
Azerbaijan ^ Ulker Kazimova, ulker@jaazerbaijan.org ; Irada Samadova, irada_sam@yahoo.com
Bahrain # Amany Mustafa Amer, amani_amer2001@yahoo.com
Bangladesh # Rajib Das, dasrl@yahoo.com ; Proshanta Sarker, proshanta2007@yahoo.com
Belarus # Lyudmila Dementyeca, dem@user.unibel.by
Benin ^ Hyacinthe Tossou, iearnbenin@yahoo.ca
Botswana # Bushy Mmatli, bmmatli@gov.bw
Brasil # Almerinda Borges Garibaldi, almerbg@gmail.com
Burkina Faso # Hubert Pagbelguem, paghubert3@yahoo.fr
Cameroun ^ Francois Donfack, donfackfr@yahoo.fr
Canada * Mali Bickly, mali@iearn-canada.org ; Jim Carleton, jim@iearn-canada.org
Chile # Jorge Valenzuela, jvalen@sumet.cl
China * Sihong Huang, hh00112003@yahoo.com.cn ; Subude, subude@yahoo.com
Colombia # Patrica Ochoa, mpochoav@tealr.org
Congo, Dem. Republic ^ Didier Lungu, dikiendo@yahoo.fr
Costa Rica # Maritza Monge, marmonge@yahoo.com
Czech Republic * Tamara Kohutova, kohutovat@post.cz
Ecuador # Samuel Sangueza, ssangueza@hotmail.com
Egypt * Dalia Khalil, dalia@iearnegypt.org
El Salvador # Maira Serrano, maira.serrano@mined.gob.sv
Ethiopia ^ Girma Mitiku, gormamitiku@yahoo.com
Finland # Helena Rimali, helena.rimali@kolumbus.fi
Georgia # Paata Papava, paata@sfsa.org.ge ; Pavle Tvaliashvili, pavle@iatp.org.ge
Ghana # Agnes Asamoah-Duodu, aasamoahduo@yahoo.co.uk ; Ebenezer Malcolm, mlacolmgh@yahoo.com
Greece # Kostas Magos, kmago@tee.gr
Guaremala # Azucena Salazar, hudeth@intelnet.et.gt ; Roldolfo Morales, rodomorales@hotmail.com
Guinea # Mamady Lamine Traore, m.traore@lycos.com
Hungary # Istvan Szabo, szaboi@mail.gyfk.hu
India * Sunita Bhagwat, bhagwat.sunita@gmai.com
Indonesia ^ Hasnah Gasim, aspnetind@cbn.net.id
Iran # iEARN-Iran Managing Committee, iearn-iran@schoolnet.ir
Iraq ^ Bina Jalal, binabayan@gmail.com
Israel * Ruty Hotzen, eh2y@netvision.net.il ; Gladys Abu Elezam, gladys__172@yahoo.com
Italy ^ Giuseppe Fortnati, fgiusepp@libe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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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y Coast(Cote d'Ivoire) # Oscar Deka, kidsyouthallies@hotmail.com
Jamaica Donna Powell, dtep73@yahoo.com
Japan * Hiroshi Ueno, wide@oki-wide.com ; Yoshie Naya, yoshie.naya@gmail.com ;
Suwako Nagata, nerudasuwa@yahoo.co.jp
Jordan # Khitam Al-Utaibi, kh.alutaibi@almasallah.com.jo
Kazakhstan # Talgat Nurlybayev, nuryb@gmail.com
Kenya ^ Angule Gabriel, angule2001@yahoo.com
Korea (South) # Haejin Lim, imagine@1.or.kr ; Jihyun Park, jihyun@1.or.kr
Kyrhyzstan # Chinara Esengul, debate@kyrnet.kg
Latvia ^ Ligija Kolosovska, lika_kolos@apollo.lv
Lebanon * Eliane Metni, elianemetni@gmail.com
Liberia ^ Leroy McDyiah Beldeh; Peter Seboe; Mambu Manyeh; Velma Seakor;
Sunday T. Sipply, iearn.libfy@yahoo.com
Lithuania * Daina Valanciene, valthailnd2002@yahoo.com
Macedonia * Jove Jankulovski, jovej@freemail.com.mk
Malaysia # Zait Isa, zaitisa@gmail.com
Mali ^ Sounkalo Dembele, sounk11@yahoo.com
Mexico # Nuria de Alva, nuriadealva@gmail.com
Moldova ^ Daniela Munca, danielamunca@gmail.com
Mongolia # J Baasanjav, baasanjav@mea.org.mm
Morocco * Mourad Benali, mbenali@mearn.org
Namibia # Joris Komen, joris@school.net.na
Nepal ^ Bibita Nepal Parajuli, binita@iearn.org.np
Netherlands * Bob Hofman, b.hofman@ict-edu.nl ; Gerard Lommerse, g.lommerse@aliceo.nl
Nigeria # Olaolu Shashore, laolu@snng.org ; Ronke Bello, ronke@schoolnetng.net
Oman # Issa Khalfan Al-Unqoodi, iearn@moe.om
Orillas * Enid Figueroa, efigueroa@orillas.org ; Kristin Brown, krbrown@igc.org
Pakistan * Farah Kamal, farah@iearnpk.org
Palestine ^ Kahraman Arafa, kahraman_arafa@hotmail.com
Paraguay ^ Rosi Rivarola, rosir@telar.org
Peru # Juan Gomez, jgomez@abaco-corp.edu.pe
Philippines # Maria Luisa H. Larcena, maloularcena@yahoo.com
Poland * Marek Grzegorz Sawicki, mitankimitra@gmail.com
Qatar ^ Anwar Abdul Baki and Pascal Siegel, iearn@rotaknowledgenet.org
Romania # Corelia Platon, nelly@lapd.cj.edu.ro
Russia # Nina Koptyug nkoptyug@yandex.ru ; Olga Prokhorenko, olga1129@mail.ru
Rwanda # Nsozzi Williams, craftsforeducation@yahoo.com
Senegal ^ Aminata Kole Faye, Ndiaye kolefaye@hotmail.com ; Salimata Mbodji Sene, sallsenma@yahoo.fr
Serbia # Katarina Hihojevic, karatinam@beotel.yu
Seirra Leone # Jane Peters, jane4music@hotmail.com
Slovakia # Katarina Pisutova-Gerber, katarina@susnow.org
Slovenia * Alenka Adamic, alenka@mirk.si ; Nives Kreuh, nives.kreuh@zrss.si
South Africa # SchoolNet South Africa, omashani@schoolnet.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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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 Toni Casserras, tonic@pangea.org ; Sergi Roura sergi.roura@udg.edu ;
Carmina Pinya, carminapinya@gmail.com ; Josep Torrents, torrents@pangea.org
Sri Lanka # Lakshmi Attygalle, larttygalle@yahoo.com
Sudan # Amel Saeed, aisns_12@hotmail.com
Suriname # Dave Abeleven, dave-aa@surimail.sr ; Betty Burgos, betty_burgos2003@yahoo.com
Syria # Samah Al Jundi, jundi_63@maktoob.com
Taiwan * Doris tsuey-ling Wu, doris21.wu@msa.hinet.net
Tanzania # Onesmo Ngowi, onesmongowi@hotmail.com
Thailand # Sonthida Keyuravong, sonthidak@yahoo.com ; Patcharee_Sridakun redjeep7208@hotmail.com
Togo ^ Abotchi Yao, anemany@yahoo.fr
Trinidad & Tobago ^ Gia Gaspard Talyor, Marabe@tstt.net.tt
Tunisia ^ Hela Nafti, hela.nafti@yahoo.fr ; Najah Barrah, najah.barrah@inbmi.edunet.tn
Turkey ^ Burcu Alar, burcialar@gmail.com
Uganda * Daniel Kakinda, dkakinda@yahoo.com
Ukraine * Nina Dementievska, nina_dementievska@yahoo.com
United Arab Emirates # Basma Mosameh, smilemano36@yahoo.com
United Kingdom * Cheryl Morgan, cmorgan@iearn.org.uk ; Mary Gowers, mary@iearn.org.uk
United States of America * Ed Grager, ed@us.iearn.org ; Lisa Jobson, ljobson@us.iearn.org
Uzbekistan * Lev Gavrish, levgavrish@yahoo.com
Yemen # Shaima Alraiy, shaima.alraiy@gmail.com
Zambia # Oliver Sepiso Shalala, ssepiso@yahoo.co.uk
Zimbabwe # Justin Mupinda, wldnat@ecoweb.co.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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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국가별 코디네이터, 대표, 담당자
iEARN에서 모든 국제적 의사결정은, 각 1인 1투표권을 가진 iEARN 센터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어떠한 국가든지 의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만나
며 매년 7월마다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iEARN 교사들의 컨퍼런스와 청소년 회의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
다.
iEARN의 의원단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코디네이터: iEARN 국제의회에 지원하여 센터로 승인을 받은 국가/단체는 iEARN 국제의회의
의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 대표자: iEARN 국제의회에 지원하여 승인받은 자는 그 국가에서 iEARN을 대표하게 됩니다.
# 담당자: 공식적으로 iEARN 대표가 없지만, iEARN 프로젝트에서 활동 중인 학교가 있으며, 참
여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명단이 현재 활동 중인 각국의 iEARN 코디네이터, 대표자,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EARN 프로젝트 책자의 정보는 2011년 9월 현재 기준입니다. 연락 가
능한 최신명단은 http://www.iearn.org/globe/country-oordinators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가가 iEARN에 포함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iEARN 집행위원회(EC) ec@iearn.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EARN 국제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EC)는 각각 다른 iEARN 센터에서 온 세 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
로 선출됩니다. iEARN으로부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iEARN 규정에 따라 구성
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의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며 매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iEARN 국제집행위원회:
Toni Casserras(스페인), Enid Figueroa(푸에토 리코), Gary Lewis(호주) : ec@iearn.org
청소년 의회 대표: Hsin-Chieh Huang(대만) : youth@i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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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협력센터
로그인 하기: iEARN 협력센터에 들어가려면, http://media.iearn.org 에 접속해서 협력센터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Login"을 클릭하세요. 사용자이름에는 밑줄(_)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Jose_Garcia.
로그인 정보를 잊어버렸다면, http://media.iearn.org/forgot_passwd 에 접속하세요.
iEARN 협력센터에는 네 가지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media.iearn.org)

1) 계정관리(Manage Account, 교사 전용)
모든 등록된 교사들은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소유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여러분의 현재 연락처, 여러
분이 등록한 학생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한 뒤에 “Log-out”옆의 “Manage Account”를
클릭해서 개인 프로필을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를 프로필에 올릴 수 있으며, 현
재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EARN 구글맵에 자신의 위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용자이름 부여하기
교사들은 “Add Students”를 클릭하여 학생들에게 iEARN 사용자이름과 암호를 부여하고, 프로젝트 포럼
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한 학생사용자이름은 15분 이후에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자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다른 사용자이름을 부여하려면 “Add Students"에서 새로운 사용
자이름을 생성해야 합니다. 암호는 ”My students"에서 정보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주의: 학생들에 관한 정보는 iEARN 구성원이나 iEARN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검색하거나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사람들(People) (media.iearn.org/people)
동일한 관심분야를 가진 세계의 친구들을 찾아서 연락처를 얻고, 여러분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장소입니다.

3) 갤러리(Gallery) (media.iearn.org/gallery)
청소년들이 제작한 사진, 비디오, 문서, 기타 파일 등을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
장공간입니다. 미디어는 교사가 공개용으로 설정할 경우에만 외부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등록
하거나, 혹은 미디어 아이템 옆의 “Edit"를 눌러서 사용가능합니다.

4) 포럼(Forum) (media.iearn.org/forums)
포럼은 iEARN에서 상호 피드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진, 비디오, 문서 등이 포럼 내
에 등록되면 파일의 요약보기가 포럼 화제(forum topic)에 나타나며, 갤러리 내의 앨범에 있는 실제 파
일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이미지가 등록된 경우 게시된 위치로 직접 이동할 수 있
는 링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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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RN 포럼/프로젝트 토론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방법1: 웹 기반의 토론 포럼(media.iearn.org/forums) 포럼에 접속하는 것은 iEARN 회원들로 제한합니다.
(예: 승인된 사용자이름과 암호가 있는 사람들)

방법2: 이메일 subscribe@us.iearn.org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받아보고 싶은 포럼을 말해
주세요. 구독신청이 되면, 받은 메시지에 대해 “Reply"를 하세요. 여러분의 답장은 자동으로 포럼
에 발송되고 토론 화제(discussion topic)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iEARN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media.iearn.org/hel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6 -

시작하기

iEARN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필수요소는 iEARN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들이 성공

개 요

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협력이라는 다소 어려운 일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시스템, 시차, 학사 일정, 문화차
이, 언어장벽,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학습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iearn.org/professional-development/prof_conncections.html 에서 iEARN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포럼에 초대받은 후, 포럼 내에 접속 중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

1. 환영하기

하면 구성원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시작하기에 적합한 두 가지 포럼은 다
음과 같습니다.

· 교사 포럼 (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교사들이 프로젝트 아이
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iEARN이 처음인 교사들은 “Teachers" 포럼
에 자기소개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 간단하
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포럼 (foro.iearn.org/iearnforums.youth)
이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
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럼은 웹기반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

언어 자원
많은 언어가 iEARN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http://www.iearn.org/countries/language-resources 에서 확인하세요. 위 사이
트에 iEARN 국가들, 프로젝트 포럼이 링크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설명책자,
News Flash 등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iEARN 포럼이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한 언어로 된 포럼도 많이 있습니다. iEARN은 추가적인
언어포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판일 기
준으로 현재 활동 중인 언어포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o.iearn.org/iearnforums/albanian (알바니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arabic (아랍어)
foro.iearn.org/iearnforums/armenian (아르메니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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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foro.iearn.org/iearnforums/azeri (아제르바이잔어)
foro.iearn.org/iearnforums/bengali (벵골어)
foro.iearn.org/iearnforums/chinese (중국어)
foro.iearn.org/iearnforums/dutch (네덜란드어)
foro.iearn.org/iearnforums/espanol (스페인어)
foro.iearn.org/iearnforums/francais (프랑스어)
foro.iearn.org/iearnforums/german (독일어)
foro.iearn.org/iearnforums/hebrew (히브리어)
foro.iearn.org/iearnforums/hindi (힌두어)
foro.iearn.org/iearnforums/indonesian (인도네시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italian (이탈리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japanese (일본어)
foro.iearn.org/iearnforums/kartuli (그루지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kiswahili (스와힐리어)
foro.iearn.org/iearnforums/korean (한국어)
foro.iearn.org/iearnforums/macedonian (마케도니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persian (페르시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polish (폴란드어)
foro.iearn.org/iearnforums/portuguese (포르투갈어)
foro.iearn.org/iearnforums/russian (러시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sinhalese (신할라어)
foro.iearn.org/iearnforums/slovenian (슬로베니아어)
foro.iearn.org/iearnforums/thai (태국어)
foro.iearn.org/iearnforums/ukrainian (우크라이나어)
foro.iearn.org/iearnforums/urdu (우르두어)
foro.iearn.org/iearnforums/uzbek (우즈베키스탄어)
foro.iearn.org/iearnforums/vietnamese (베트남어)
foro.iearn.org/iearnforums/welsh (웨일스어)

2. 프로젝트 배우기와
파트너 찾기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
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잠재적인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iEARN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 News Flashes
2주 마다 “iEARN in Action"이라는 이름의 뉴스레터가 모든 iEARN 교사들에
게 메일로 발송됩니다. 뉴스레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협력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공지사항을 전하기도 합니다. iEARN News Flash를 받
아보려면, newsflash@us.iearn.org 로 구독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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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earn.org/news/iearn-action-e-newsletter 를 통해 지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설명책자
읽고 계시는 책자(영문판, 번역판)는 모든 iEARN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www.iearn.org/iearn-project-book)
프로젝트의 최신정보는 media.iearn.org/projects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파트너 찾기
media.iearn.org/people 에서 iEARN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교사
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정관리(Manage Account)"에서 최신정보로 업데이
트 하세요.
· 프로젝트 찾기
media.iearn.org/projects 에서 키워드, 주제, 언어, 연령대 등의 분류로 프로젝
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iEARN은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1) 교사들 각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www.iearn.org/projects 에서 프로젝트 설명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프로젝트

포럼의

글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교사

포럼

(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을 방문하면 다른 교사들이 어떤 프로
젝트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기획자에게 자신과 학생들을 소개하는 메일을 쓰세요. 어느 지역
에 살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모든 기획자
들의 명단은 프로젝트 설명책자의 프로젝트 설명 옆에, 그리고 온라인 프
로젝트 포럼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포럼에 주요 관심사를 등록할 수도 있
습니다.
3) 프로젝트 운영자와 연락이 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확인이
되면,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iEARN에 대해 설명해주
고 학생들이 온라인 협력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학생들을 포럼에 소개하고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읽어보도록 안내하세요.
4) 학생들이 승인된 절차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
세요. 학생들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 상대편 친구들에게 질문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세요. 인터넷 예절을 상기시켜주시고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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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프로젝트 만들기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주세요.

많은

교사들은

“buddy

contracts"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글이 게시되기 전에 친구들의 검증을 거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www.iearn.org/professional/contract.html) 모든 학
생들이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댓글이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작성한 ntra글에 대해 학생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댓글을 달도록 하는 것을 달합니다.
iEARN에서 프로젝트의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학습동아리입니다. 학
습동아리에서는 많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소수의
학교끼리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각 학기는 14주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이 그룹에 배정되기 위해서는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루어지고, 더 자세한 정보글을 원하시면 62쪽을 보
시거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iearn.org/circles 를 참고하세
요.

4.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iEARN에서 서로 연락하여,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익숙해졌다
면,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iEARN에 참여 중인 경험 많고 성공을 거둔 교사들은 새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보다는 기존의 iEARN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
습니다. iEARN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의 프로젝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iEARN
에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중에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이 있다
면, 이미 진행 중인 그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프로젝트 포럼에서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교사들을 알고 싶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관련하
여 도움을 받고 싶다면 http://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혹은
http://foro.iearn.org/iearnforums/youth 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리세요.
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Project Idea
Template Form을 작성하여 projects@iearn.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3)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포럼에 등록되고 나면, 온라인 포럼에도
새 소식으로 게시됩니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신들
을 소개할 수 있게 되면,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Introductions"을 통해 토
론을 시작하세요.
4)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2주마다 한 번씩 발행되는 온라인 뉴스레터와
“iEARN in Action"에 업데이트 된 내용과 공지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newsflash@us.iearn.org 에 제출해야 합니다.
(www.iearn.org/news 에서 News Flash의 예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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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만들기
1)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아이디어

2) 프로젝트 한 줄 요약:

템플릿

3) 프로젝트 설명
4) 프로젝트 참가학생의 나이/레벨:
5) 시간표/일정:
6) 가능한 프로젝트/학급 활동:
7) 예상되는 결과/생산물:
8)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과 지구에 공헌하는 것:
9) 프로젝트 언어:
10) 컨텐츠/관심분야:
11) 이름/참가단체의 대표 메일:
12) 기획자의 이름:
13) 기획자의 이메일:
14) 진행되고 있는(할 예정인) iEARN 포럼
(빈 칸으로 남겨두면 참고하여 분류합니다.)
15) 프로젝트의 웹페이지(선택사항):
작성을 완료하면 projects@iearn.org 로 보내주세요.

Blackboard Collaborate Room이 열려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가 포함된 활발한 피드백이 있어, iEARN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

학기를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Blackboard

Collaborate Room이 열려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높은 품질의 음성서
비스, 강력한 쌍방향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낮은 대역폭의 연결
을 지원합니다. http://sites.google.com/site/iearnelluminate/ 에 방문하면 등
록방법과 사용방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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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포럼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안
성공적인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참여를 위한 제안

1)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먼저 참여하세요. iEARN에서 협력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참가자들 간 화합입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것은 iEARN의 다른 참가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project@iearn.org
로 문의하세요.

2) 새로운 iEARN프로젝트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세요. iEARN은 청소년들이 리
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교육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아
이디어 제안, 정보 수집, 주제 선택, 참여,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를 권장합니다.
3)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교사 포럼에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학생들은 유스포럼에 게시하면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
행하기 위해 가능한 협력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파트너를 찾으면 양식을 작성한 후(14페이지 참조) iEARN 프로젝트 지원
팀(project@iearn.org)으로 보내주세요. 이 팀은 제출된 양식을 살펴본 후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포럼을 승인해드립니다.
5)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각 프로젝트가 갖는 특별한 교육적
효과 외에 iEARN의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
젝트가 이 지구위의 삶을 얼마나 더 가치있게 할 것인가?" 이 비전과 목적
은 iEARN을 유지하고 함께 하게 하며 참가자들을 세계시민으로 만드는 동
력입니다.
6)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학생들이 참여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을 배울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와 같은 설명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7) 프로젝트의 일반적 규칙 또는 참가자 규정이 무엇입니까? 참가자들에게
규정을 알려주는 것은 참가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명확히 해주
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올린 게시
물에 최소 2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격려하
고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주어라",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참가자들
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이다.
8) 프로젝트의 특징인 협동을 강조하세요. 학생들 간에 협동과 피드백이 있
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사들은 단순히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결과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급의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함께 일하고 만들어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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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획과 참여를 위한 제안
9)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iEARN 온라인 포럼을 이용하세요. 사적인 이
메일이나 온라인 포럼 외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새로운 참가자
가 참여하기 훨씬 쉽습니다.
10) 정기적으로 iEARN에 로그인하여 프로젝트 온라인포럼 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최소한 1주에 한 번) 우리는 리스트에 있는 프로젝트
기획자들이 포럼에서의 토론을 확인하고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일정기간동안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 프로젝트 포럼
에 글을 올려서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특정인을 언급하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여러분의 프로젝트 포
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계속 방문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교사 포럼(Teachers Forum:
http://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에서 프로젝트 소식을 공유하도
록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청소년 포럼(Youth Forum: foro.iearn.org/iea
rnforums/youth)에서 프로젝트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세요.
12) 프로젝트 기획, 다른 리더역할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세요. 편집위원회에
학생과 기획자들을 임명하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다른 학생
들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기획자 혼
자서 게시물에 답변을 달아야 하는 책임과 번거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
니다. 우리의 목표는 게시물을 올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게시물 중 2개만
댓글을 달아준다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13)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있다면 iEARN을 링크시켜주세요.iEARN으로 이동하
는 링크를 걸고 싶다면 http://www.iearn.org/about/iearn_logos-and-linkin
g-iearn.html 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iEARN 프로젝트 페이지와
포럼에 걸어놓을 링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projets@iearn.org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프로젝트를 종료하며
14)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개하고 공유하세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최종
“결과물” 혹은 협동을 통한 배움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웹진, 창작시, 웹
사이트, 정부제출보고서, 미술작품전시, 연극 등 학급에서 배우는 것들의
일부로서, 청소년들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기획자는 많
은 사람들이 프로젝트 내의 자료편집을 담당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최종결과물”의 일부분을 분석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다
양한 학급에서 경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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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결과를 게시해주세요. 학사일정이나 프로젝트가 종
료되면 결과와 함께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진행중인 프로젝트라도, 혹은 향후에 다시 시작할 프로젝트라도 다음 프
로젝트 시작 시기가 될 때까지 참가자들로 하여금 진행상황을 알게 해주
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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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전문성 계발

iEARN 워크숍

iEARN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담당 학
급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문성 계발 과정을 제공합
니다.
온라인 전문성 계발 과정
여러 iEARN 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온라인 전문성 계발 과정 기회를 제공합
니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iEARN의 협동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그 목표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
용은 TELAR(iEARN-아르헨티나), iEARN-Pangea(스페인), iEARN-USA(미국)에서
제공되는 계발과정 목록입니다.
TELAR (iEARN-Argentina) 온라인 워크숍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의 초중등교육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과정입니다.
Evoluvion 재단은 2003년부터 TELAR-iEAR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학교수준별 무료 온라인 과정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2주 과
정을 통해 교사들은 각자의 교실에서 온라인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사들은 경험 많은 강사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을 받아들이고, 프로젝트 기획자들의 조언을 통해 온라인 프로젝트에서 학생
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ttp://capacitacion.fundacionevolucion.org.ar
iEARN-Pangea 온라인 워크숍
iEARN-Pangea는 2005년부터 카탈로니아 교육부의 공인을 받아 교사들에게
온라인 워크숍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들은 한 해 평균
250명의 교사들(25명/그룹)이 참여하는 ‘가상여름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각 과
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 만들기, 협력 프
로젝트 참여하기, 웹2.0 기반의 교육환경(동영상, 사진, 온라인 문서,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수업분위기 만들기. 2009년에 우리
는 QR코드를 이용한 교육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카탈로니아어,
영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iearn.cat 을 참고하세요.
iEARN-USA 온라인 워크숍
2001년에 개발된 iEARN-USA의 8주 과정은 프로젝트들을 평가하는 교육자들
을 대상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 프로젝트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별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예술, 문학예술, 사회학, 사회적 이슈, 지리학,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교육, 학습동아리, 세계청소년뉴스(학생들의 기사작
성 능력을 배양). 이 과정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us.iearn.org/professional_development/online_courses/index.php 를 참고하세
요.

- 25 -

iEARN 워크숍

iEARN 워크숍
오프라인 워크숍
iEARN 워크숍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적, 협력적, 조직적 스킬을 보ㅊ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새로
운 교사 혹은 기존의 교사들을 위해 기본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조작법을 소
개합니다. 동료 간 리뷰, 팀 구성, 지역적, 국제적 학습커뮤니티 참여 등 협력
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스킬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EARN 워크숍은 특별히 구조상의 문제점―컴퓨터실 예약, 폭넓은 학교 구성,
지역사회 인터넷교육 워크숍, 학교/학부모/사업/지방자치단체 발굴―을 다룰
것입니다.여러분의 사는 지역에서 워크숍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iEARN 국가담당자 혹은 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세요.
www.iearn.org/globe/country-coordi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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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사 포럼

온라인 교사 포럼
자신의 학교나 커뮤티니에서 iEARN 워크숍 기획과 워크숍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세요.
워크숍 토론과 자료
http://foro.iearn.org/iearnforums/facilitators (apc.iearn.facilitators)
iEARN 교사 포럼
http://foro.iearn.org/iearnforums/teachers (apc.iearn.teachers)
네트워크 상에서 교사들끼리의 대화를 위한 곳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프로젝트에 대해 서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예비 교사
예비 교사들은 교육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적, 언어적, 윤리적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예비 교사 포럼은 교사들이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교사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우리의 교실과 학교가 변화하도록 하는데 목
적이 있습니다. 이 포럼은 교육대학의 교수님들과 예비 교사들을 위한 만남
의 장소입니다. 포럼에서는 세 종류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1) 전 세계의 예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포럼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 학교와 교실에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예비 교사들은 기획자로써, 참관자로써, 교사로써 iEARN 프로젝트를 남들
보다 빨리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그리고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다른 분야의 각자 과정에서 글
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수행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합니다. 예비
교사 프로젝트는 푸에토리코(Pueto Rico)에서 열린 1999년 iEARN 컨퍼런스
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의 iEARN 컨퍼런스에서 협력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 교사들에게 혁신적 기술을 사용한 직관적인 경험과 글로벌 학습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진은 각 과정의 일부분으로써 예비 교
사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파트너 학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포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의견교환을 위한 주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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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

· 교육철학과 민주적인 학급관리에 관한 의견교환
· 예비 교사의 학급에서의 첫 경험과 교육신념 및 실천에 대한 의견
· 예비 교사들의 현장경험과 학생의 강점을 키워주기 위한 생각을 바탕
으로 학생들 커뮤니티에 관한 프로필을 공유
· 공통된 기사/읽을거리를 토론하는 대화
·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와 최신기술을 교과내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교환
· iEARN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는 동안,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에
관한 경험을 공유
· 학교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견
과 전략을 공유

나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날짜:

2011년 3월~6월, 일반적인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미국 기준), 포럼은 각 두
학기 동안 가능합니다.(9월~12일, 2월~6월)

언어:

모두 환영. 프로젝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포럼:

media.iearn.org/futureteachers

웹사이트:

http://www.orillas.org 예비교사 프로젝트는 Orillas-iEARN 센터에서 기획했습니다.

연락처:

Enid Figueroa (푸에토리코), Kristin Brown (미국)
orillas-info@ig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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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언어 예술
비전
겸손과 상호이해를 높
이는 세계문학웹진

다양한 문학 장르―에세이, 소설, 시―의 글쓰기 모음집. 국경,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뛰어넘어 청소년들의 생각, 관점, 평소 느낀 점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예술작품과 창작문학작품을 이용하
여 차이점을 보여주고, 세계의 10대들이 같은 꿈과 두려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속해있
는 학생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 대해 의견을 나
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글쓰기나 예술작품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비전은 단순한 웹진이 아니라 공유와 학습을 위한 포럼입
니다.
나이:

7~20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vision

웹사이트:

http://www.iearn.org/avision

연락처:

Maria Luisa Hernandez-Larcena
maloularcena@yahoo.com
Michael Clunies-Ross
michaelcluniesross@yahoo.com

펜으로
만나는
친구들
편지쓰기를 통해 1)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일본에 있는 ‘펜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해외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주로 초․중․고등학생들
입니다. 일본의 펜 친구들은 5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일본 혹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펜 친구를 맺어왔습니다.
주의: 이 프로젝트는 우편으로 교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
자들은 비용에 관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며, 3) 문화를

나이:

5~18

알리는 것을 목표로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일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penfriends

웹사이트:

http://www.pfc.post.japanpost.jp/index.html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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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Yukari Ito yukari.itou.wt@jp-post.jp
Hiromi Yabuuchi, Japan, hiromki-y@bca.bai.ne.jp

학생과 교사 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중요한 사
람들입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언제나 학업성취도, 능력, 다양한 활동, 스포츠 등
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문
서로 남기는 동시에 지역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학교웹진
학생과 교사 간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전자웹진

학생들과 교사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웹진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 2011년 9월 1일 시작

언어:

아랍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emagazine

연락처:

Mutasem Mafarjeh, Palestine, t.mutasem@hotmail.com

프로젝트는 모두 세 가지 영역―설득, 나레이션, 설명―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 학급의 교사뿐 아니라 프

글쓰기
프로젝트

로젝트 기획자는 하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정기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
이 실제 독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나 이슈를 읽어내고 이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공통주제
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의 마지막 성과는 학
생들에게 책을 저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이:

7~16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writeon

연락처:

Farah Kamal, farah@iearnpk.org and Tubi Naz

학생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miss_tubinaz@hotmail.com, Pakistan

‘삶의 법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택하는 법칙, 이상, 원칙을 말합니다. 삶의
법칙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자신
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법칙, 이상, 원
칙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삶의 법칙의 근원(경험, 종교, 문화, 역할모델 등)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에세이에 대해 평가하
고 프로젝트의 온라인 포럼에서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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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법칙: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창작 & 언어 예술

에세이
프로젝트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관한
글을 씁니다.

나이:

9~21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lawsoflife

스페인포럼:

media.iearn.org/projects/leyesdelavida

연락처:

Natalya Cherednichenko, Ukraine,
nata_chered@yahoo.com
Alema Nasim, Pakistan, alema_yousuf@yahoo.com
Sarah Donals shalotaurus123@yahoo.com

내 생의 하루
학생들이 삶의 하루를
묘사하고 관련된
주제에 관한 사진을
공유합니다.

학생들이 일상이나 특별한 날을 묘사하거나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글을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평범한 날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휴가, 생일, 졸업이나
다른 경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서전 형식의 사진을 찍어서 공
유하는 디지털 사진섹션(삶의 하루: 사진다이어리)로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사진을 올려야 하며, 사진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했는지와 사
진의 특징에 대해 짧은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이:

6~18

날짜:

진행중(특별한 "One day"행사는 2011년 11월, 2012년 3~4
월, 7월에 예정돼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2011년 11월 11
일입니다.)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onedayinthelife

스페인포럼:

media.iearn.org/projects/undia

웹사이트:

http://www.telar.org/portada/portada.php

연락처:

Marta Garcia Lorea, martagl@arnet.com.ar, Argentina
Chris Baer, USA, cbaer@mvy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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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지역, 마을에
서 이름을 짓는 과정, 이에 대한 역사, 이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 방법, 가족
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이:

6~15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러시아어, 그루지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name

웹사이트:

www.mynameprojectworks.blogspot.com

연락처:

Pavle Tvaliashvili, Georgia, siqaptv@gmail.com

전 세계의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현대기술의 발전
으로 세계가 우리의 교실로 들어왔고, 인류의 조화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UCC는 각 교실에서의 결정에 따라 간단할 수도 혹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나리오 작성, 촬영, 영상편집, 연기 등의 방
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른 학교들과의 교류뿐만 아
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

12~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h4h

연락처:

Rebecca Ivory, USA, rivory@murrayschools.org

학생들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지역의 한 장소를 골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
를 씁니다. 어떠한 장르의 글도 무방하며 그 장소가 왜 특별한지 설명하면 됩
니다. 혼자만의 장소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장소입니까? 우리만
의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기를, 우리 학생들의 특별한 장소에 관해 읽어 보기
를, 그러한 장소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
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9월~2012년 3월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pecialplaces

연락처:

Doris Tsueyling Wu, Taiwan, wudoris@ms23.hinet.net
Jenju Chen, Taiwan, lai3730@ms61.hi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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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각자의 이름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모니
정기적인 동영상
교환을 통해 음악과
문화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장소
베이루트39의 분파가
젊은 작가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놀라운
순간들
온라인 웹진에서
다양한 인간의 정신을
공유하는
세계청소년들의 모임

아트 마일즈
(The Art Miles)
학생들이 세계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캔버스에 벽화를
그립니다. 관련 활동:
희망의 신발

창작 & 언어 예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세계 공존, 동
정, 상호 배려, 이해와 삶에 대한 경외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의 놀라운 순간들은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독특한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
다.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널리 퍼트리는 데에 기여합니다.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동정심과 존경에서 비롯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순간들에 관한 글을 읽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향한 욕망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8세 이상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다른 언어로 번역 가능)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agical

웹사이트:

www.magicalmoment.net

연락처:

Gal Kleinman, Israel, contact@magicalmoment.net

학생, 학교, 기관, 방과 후 학습 학생들은 벽화의 디자인·제작은 전 세계의 아이
들이 만든 벽화를 연결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주제
가 있습니다. 다문화/다양화, 환경, 원주민, 스포츠, 여성, 동화, 영웅, 음악, 노인,
평화·통합·치료, 어린이, 벽화가. 어린이들은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 벽화가 박물관 등에서 전시될 것이며, 이 작업이
많은 나라에서, 웹사이트에서, TV에서, 미래 책과 웹진에 소개될 것이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것은
벽화의 작업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정에 관한 것이
지, 작품이나 벽화의 개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각 그룹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해야합니다.

국제벽화
문화교류
프로젝트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artmiles

웹사이트:

www.artmiles.org

연락처:

Joanne and Fouad Tawfilis, USA, Jtawfilis@aol.com

국제벽화 문화교류 프로젝트(IIME)는 예술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을 연결합
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의 이슈들에 대해 배우며 생각과 의
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교실의 학생들과 함께 배운 내용과 관련된
하나의 벽화를 제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너와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
어낸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교류활동이며 쉬운 목표가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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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언어 예술
일본 아트 마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파트너 찾기 2. 교류활동 모델 제공하기 3. 교사들을 위한 메일주소 제공 4.
교실별 의사소통을 위한 IIME 포럼 개설 5. 각 그룹별 진행사항 확인 6. 결과물
분석 7. 벽화제작에 필요한 캔버스와 페인트 8. 벽화 보관 및 일본과 해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나라의 학생들이 협력
하여 하나의 큰 벽화
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벽화전시회 개최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9~3월(신청이 마감되었으니 4월에 시작하는 다음 기회를
신청하세요.)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iime

웹사이트:

Japan Art Miles: www.artmile.jp

연락처:

Atusko Shiwaku, Japan, sherry@memenet.or.jp
Yasumasa Shiwaku, Japan, sherry@memenet.or.jp
Kazuhisa Shimizu, Japan, Kshimizu2003@gmail.com
Tadashi Inagaki, Japan, tinagaki@mba.ocn.ne.jp
Mali Bickley, Canada, mbickley@mail1.scdsb.on.ca
Joanne Tawfilis, USA, JTawfilis@aol.com

이 프로젝트는 특정 영화들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 혹은 가치
를 두고 있는 것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정 영화를 본 후에 학생들은 영화에서 표현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이
해했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이:

5~18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ovies

연락처:

Sheikha Al-Ajmi, Oman, shekha.alajmi1@moe.om

학생들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대화를 발전시키는 한편, “타인”을 이해하고 다름
을 연결해주는 노력에 대한 상징적 감사의 표시로, 단체 선물의 일환으로 연을

영화예술:
행동과
가치들을
이끌어내기
교사들과 학생들이
특정 영화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프로젝트

전 세계에
연을 날리다

만듭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꿈을 개인·그룹의 이미지화
해서 연날리기의 지속적인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3월 21일 춘분에 연을 날릴 예정입니다.)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kites

연락처:

Ruty Hotzen, Israel, eh2y@netvision.ne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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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꿈의 이미지와
연날리기 전통

나란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하여 길게

창작 & 언어 예술
각 학생들은 각자의 독특한 자화상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
화상을 만들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
해 모였는지 보여주기 위해 자화상은 나란히 전시되어야 합니다. 작업은 크레용
(풍부한 색깔을 위해 힘주어 눌러쓰세요), 크레파스(오일파스텔), 혹은 아무 종류

늘어져 있는

의 페인트로도 가능합니다. 나란히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1년 동안 몇몇 지

자화상을 그립니다.

역에서 전시될 예정인 우리의 작품집을 위해 최대 10개의 자화상을 보내주세요.
전시지역은 마이애미, 플로리다, 뉴욕(미국자연사박물관 주최), iEARN 국제컨퍼
런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됩니다.

야생동물의
아름다움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idebyside

연락처:

Rowena Gerber, USA, gerberr@miamicountryday.org

예술작품, 시 전시회를 통해 웅장하고 멋진 동물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소개합
니다. 최대크기는 12“x18" 입니다. 모든 시는 아이들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아
이들의 이름, 나이, 교사의 이름, 학교 주소,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첨부해 주세

세계야생동물에 관한

요.

에술작품, 시 전시회

나이:

4~15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beautyofthebeats

연락처:

Rowena Gerber, USA, moyery@miamicountry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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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언어 예술
서예 혹은 ‘예쁜 글씨’는 가장 오래된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형식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서예예술은 세계의 문명인들과 종교들에서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여

서예
프로젝트

겨져 왔습니다. 서예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위한 성스러운 장소뿐만 아니라 성
서, 시와 글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예의 역사와 기
술을 배우면서 서예예술을 알아가도록 하기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시,
구호, 문구, 글, 명언 등의 형식으로 평화, 사랑, 배려 우정에 초점을 맞춰 짧은
문장을 선택하거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예 작품을 만들고 완성된 프로젝
트를 포럼과 웹 갤러리에서 공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

학생들이 작품의
공유와 제작을 통해
고대 세예 작품의
재현을 발견하고
약속합니다.

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여러 나라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나이:

11~21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calligraphy

웹사이트:

http://www.iearnpk.org/calligraphy.htm

연락처:

Dua Ali Syed, Pakistan, dua@iearnpk.org
Syed Shahzeb Hussain, Pakistan, zeb2000pk@yahoo.com

학생들은 돌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미술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예술작품
: 배려란?

각각의 학생들은 배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에세이나 시로 쓰고 이를 온라인
포럼과 앨범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배려에 대한 각 미술

학생들이 예술작품과

작품과 글에 대해 온라인 포럼에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

“배려의 의미”에 관한

으로부터 작품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미술작품 쇼”를 전시할 수도 있습
니다.
나이:

5~18, 5~13(권장)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모든 언어, 번역 지원

포럼:

media.iearn.org/projects/globalart

웹사이트:

http://www.iearnpk.org/ga/index.html

연락처:

Alema Nasim, alema@iearnpk.org

학생들끼리 협력하여 재활용품으로 예술작품을 만들고 환경문제를 표현합니다.
학생들은 작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 편, 환경관련 가치들과 문제들에 대해 조사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재활용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은 조각상, 작은 기능성
물품, 다큐멘터리, 설치미술, 그림,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집니다. 예
술작품은 웹, 메일, 프로젝트 이벤트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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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창작하고
교환합니다

.

에코 스마트
재활용품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합니다.

창작 & 언어 예술
나이:

12~18

날짜:

2011년 10월~12월, 2012년 3월~6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ecosmart

연락처:

Mary-Louise Scappaticci-Olajos, Canada,
mlscap@hotmail.com , ml.olajos@ucdsb.on.ca

종이접기
종이접기 활동의 교환

학생들은 종이가 3차원 물체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낍니다. 종이접기
는 공간이나 돈,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과 접는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표: 1. 준비물: 색종이(정사각형), 2. 영어 혹은 일본어로 기본용어
및 접는 방법 교육, 3. 강의자료 혹은 강사를 따라 종이접기 연습, 4. 전시, 5.
인터넷과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배우고 즐기기

테디베어
프로젝트

나이:

8~12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일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origami

웹사이트:

www.origami-club.com

연락처:

Yoshiko Fukui, Japan, fukuike@par.odn.ne.jp

등록을 마치면 테디베어나 다른 부드러운 장난감을 학급끼리 교환합니다. 우편
물이 도착하면 곰인형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서 이메일로 그 동안의 여행과 보
고 들었던 것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이 실제 독자들과 접할 수

이메일과 국제우편을
사용한 국제 테디베어
교환

있는 글쓰기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곰인형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쓰고 이메일을 씁니다. 학급 간의 비디오 컨퍼런스가 이루어진다
면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이 프로젝트는 우편을 이용합니다. 우편물 발송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프
로젝트 참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기타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teddybear

웹사이트:

http://www2.iearn.jp/fs/1191/index.htm

연락처:

Fumi Ito, Japan, teddybear-japan@iear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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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언어 예술
교사들과 학생들은 11월, 12월, 1월 축제일에 앞서 다른 학생들에게 보낼 축제

축제일

카드를 준비합니다. 프로젝트는 축제일 카드 교환이라 불리우며, 학생들은 크리

카드교환

스마스, 설날, 하누카(Hanukkah), 크완자(Kwanzaa), 혹은 에이드(Eid) 카드를 보

학생들은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에

냅니다.

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나이:

모든 연령

날짜:

등록- 8월 20일~10월 20일
1단계 - 카드 준비 - 8월 20일 ~ 11월 8일
2단계 - 파트너와 온라인 소통하기 - 11월 1일~12월 31일
3단계 - 완성 - 12월 15일 ~ 1월 31일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holidays

연락처:

Judy Barr, Australia, judybarr@iearn.org.au

이 프로젝트는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공공예술에 대해 알리고,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협력을 유도합니다. 학생들은 공공예술작품을 선정하여 관련 정
보를 조사하고 직접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또한 작품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파일로 기록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과 공유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올린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야 합니다.
나이:

12-18

날짜:

1차 등록 기한: 2011년 9월 30일,시작일 2011년 10월 10일

공공예술
공공예술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교환하는
협력프로젝트

2차 등록: 2012년 2월, 시작일 2012년 3월 1일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publicart

사이트:

publicart.iearn.net

연락처:

Carmina Pinya, Jaume Illa, Spain, publicart@iearn.cat

온라인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미지 기반의 열린 프로젝트이자, 실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주변의 그래피티가 말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여
이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밑그림, 흘려쓰기, 낙서, 그리고 다른 철학적인 거리
예술은 공공공간의 한 부분이며 종종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공간입니
다. 벽, 책상, 의자, 티셔츠 등에서 의미 있는 그래피티와 메시지를 수집하고 이
를 공유함으로서, 우리는 지혜, 열정, 불만족, 지루함 등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
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aern.org/projects/wallstalking

웹사이트:

http://wallstalking.org/Home.mvc/About
Flickr: www.flickr.com/groups/wallstalkin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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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 Sirk, Slovenia, sasa@rthand.com

벽의
이야기를
듣기
학생들이 그래피티와
공공장소의 예술이
말하는 것을 “듣고”,
흥미로운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내 세상에
태그달기
학생들은 창의적인
미술작품을 통한
10대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창작 & 언어 예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가와 성향을 조사하고 발견하고 분석합니다. 학생들은 10
대를 상징하는 그들의 관심사, 가치, 이슈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토론은 국가정체성과 공통 관심사
를 알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의미와 드러나는 특징을 표현
하는 벽화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결합하게 됩니다.
나이:

12~18

날짜:

2011년 10월~12월, 2012년 1월~3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world

연락처:

Mary-Louise Scappaticci-Olajos, Canada,
mlscap@hotmail.com

옛날 이야기
학생들이 현재 혹은
과거의 옛날이야기들

‘옛날이야기‘는 삶의 문제, 관습, 전통, 신뢰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선과 악의 싸움, 혹은 지혜와 무지와 같이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
로젝트는 옛날이야기를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문화적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

을 공부하고 공유합

다. 세계 어린이들이 “아기돼지 삼형제”,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잘 알고 있지만

니다.

자기 나라의 옛날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프로젝트 학생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미술작품과 글을 통해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이:

6~16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folktales

웹사이트:

http://www.iearnpk.org/index.html

연락처:

Saleem Ibrahim, Pakistan, saleem@iearnpk.org
Shukufa Najafova, Azerbaijan, shukufa1961@yahoo.com

나니아와
CS 루이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C. 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연대기”를 읽었
습니다. 이 책은 매우 높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알고 있고 전

이 책을 아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

세계에서 토론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럼에 가입하세요! 이탈리아
Umbria 지방의 이름이기도 한 나니아는 이야기 속 나니아 대륙과 많은 연관성
을 갖고 있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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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언어 예술
나이:
5~18
날짜:

진행중

언어:

이탈리아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narnia 혹은
media.iearn.org/projects/italian

웹사이트:

http://www.narnia.it

연락처:

Fortunati Giueseppe, Italy, fguisepp@libero.it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일반적인 요리의 조리법, 요리재료와 조리법의 기원을
연구하며, 그 음식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가능한 프로젝

생각하는
음식: 요리책

트/학급 활동은 조사, 토론, 전시, 책(가능하다면 비디오)만들기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세계의

있습니다.

음식을 알리는
요리책을 제작합니다.

나이:

10세 이상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foods

연락처:

Bill Belsey, Canada, mail@coolclass.ca

‘나의 영웅’은 iEARN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만 독립적인 NGO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
어 내고 미술작품과 온라인 멀티미디어를 제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가
족, 모임, 세계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글로벌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적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스페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hero

웹사이트:

www.myhero.org
miheroe.org (스페인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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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et Dean, USA, margaret@myheroproject.org

나의 영웅
이야기, 사진,
미술작품,
멀티미디어를 통해
인류 최고의 것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눈에서
눈으로

창작 & 언어 예술
이 프로젝트는 엽서크기의 사진작품을 찍고, 전 세계의 작품들로 봄 전시회를 개
최합니다.

더 큰 우정과 이해를

나이:

5~18

위한 엽서크기의

날짜:

진행중

사진교환 프로젝트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eyetoeye

웹사이트:

web.mac.com/fratescreates/Site/Welcom.html

연락처:

Larry Frates, USA, fratescreates@mac.com

컴퓨터
마련을 위한
인형
학생들이 인형을
만들면서 문화에

학생들은 인형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각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스타일의 인형을 만들기 위한 예술적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이러한
인형들은 그들 일상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모든 면
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많은 중요한 삶의 기술들을 배웁니다.
돈 관리와 기초 회계, 마케팅기술, 자신감이 그것입니다. 컴퓨터 마련을 위한 인
형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이웃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에 있으며, 글로벌 프로

대해 배우고, 이

젝트로써 성장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Mali 지역의 학교에 컴퓨터 지급을

인형을 컴퓨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iEARN 네트워크를 통해 인형을 분배 및 판매하고 있습

마련을 위한 기금을

니다.

마련합니다.

나이:

9~14

날짜:

진행중

언어:

프랑스어, 영어, 밤바라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etrade

연락처:

Sounkalo Dembele, Mali, sounk11@yahoo.com
Mara Toe, Mali, marato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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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

인문사회 & 과학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을 인터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거나 친구들과 토론할

고정관념
파헤치기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정관념들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이에 대해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집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세밀한 조사를 합니

각국의 고정관념에

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에세이, 이미지, 동영상 형식으로 증거를 담은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나이:

12~19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아랍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iearn-stereotypes

웹사이트:

www.debunkstereotypes.com

연락처:

Saeed Al Abdulsalam, Oman, saeed-r-s@hotmail.com

이를 파헤쳐 봅니다.

Annie Flore Vergne, France, cguerin86@gmail.com

참가자들이 학교교복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교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신들
의 교복이나 학교의 교표를 교환하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

교복교환
프로젝트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정체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월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글로벌 문제의 가치, 학교탐방, 교복

토론을 통해 세계의

교환, 활동 공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세계의 다른 교복들을 입고 사진을 찍고

다른 학교들에 대해

이를 다른 학교와 다시 교환하게 됩니다. 교복일기를 쓸 수도 있고, 특정학교의
상징물이 들어간 가상의 교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12~18

날짜:

2011년 9월~2012년 5월, 정확한 정보는 포럼을 확인

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포럼:

media.iearn.org/projects/uniforms

연락처:

Cindea Hung, Taiwan, cindy02102001@yahoo.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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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교복을
맞교환한다.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인문사회 & 과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 각자의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
쳐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역사

자신의 어머니 혹은

속에 기억되고 있는 유명한 어머니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어머니들에 대해

나이:

7~18

이야기 합니다.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care

연락처:

Said Belgra, Morocco, belgra.said@hotmail.com
Boudour Hajjar, hajjar94@yahoo.fr

세계청소년
뉴스(WYN)

세계청소년 뉴스(WYN)는 전 세계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각 지역의 소식을 작성
하고 편집하고 발행하는 뉴스제작 프로젝트입니다. 학교의 출판물에 WYN에서
발췌한 기사를 싣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학생들이 운영하는

들은 9월, 11월, 1월, 3월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등록해주세

세계뉴스 서비스

요. 학생들은 한 달 일정의 온라인 교육과 인증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프로젝
트를 시작하며, 나머지 세 달 동안 협력하며 온라인 출판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WYN 프로젝트는 뉴스제작 중급과정을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와 중등학교들을 위해 온라인 전문가 개발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s.iearn.org/professional_development/online_courses/journalism.php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WWLi)
학생들이 우리가
타인들과 어떻게
피드백하는지, 우리

나이:

14~19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wyn

웹사이트:

www.worldyouthnews.org

연락처:

news@worldyouthnews.org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
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컴퓨터와 인터넷 프로젝트가 이
러한 피드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온라인 협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공유되는, 에세이, 이미지, 비디오클립의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분
의 생각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올해의 토론은 학생들이 21세기 교육 형태, 교육
도구에 대해 더 명확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통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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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
나이:

12~18

날짜:

2011sus 10dnjf ~ 2012sus 5dnjf

언어:

영어, 러시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wwli

웹사이트:

wwli.iatp.by

연락처:

Alena Karpitskaya, karpizkaya@gmail.com
Sofia Savelava, Belarus, yiecnewline@gmail.com

CIVICS:
청소년
자원봉사와
활동

이 포럼은 청소년들이 각자가 속한 모임에 속해서 활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환경, 빈곤퇴치, 여성의 교육문제,
교육, 문맹과 같은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해 활동하도
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각자의 학생들이 모임의 자원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사회적

각 학급의 학습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정해진 주제에 초점을 두는 프로젝트 모

이슈에 대해

임의 조직, 모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프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협력프로젝트

로젝트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관, NGO들과 파트너가 되기도 합
니다.
나이:

9~21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civics

웹사이트:

http://www.iearnpk.org/civics/index.html

연락처:

Farah Kamal, Pakistan, farah@iearnpk.org
Anila Sidhu, Pakistan, anilasidhu@gmail.com

뉴스로
가까워지는
세계
학생들이 소통하는
도구로서 뉴스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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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계와 소통하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급 간 대화를 하는데 뉴스를
매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작성하고 상대방 학교 지역의 뉴스도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의견
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여, 의견을 나눕니다. 라디오나 영상 등을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13~18

날짜:

2011년 10월 ~ 12월; 15주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newsworld

웹사이트:

www.penpalnews.com

연락처:

Michael Berstein, USA, michael@penpalnews.com

인문사회 & 과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이하 항해프로젝트)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주
의 깊게 바라보도록 청소년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
태계, 고아, 장애학생, 자연재해의 희생자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교사들
과 부모님들은 이 프로젝트에 초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목
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로써 주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9월 1일 ~ 2012년 5월 31일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voyageofyouth

연락처:

Doris Wu, wudoris@ms23hinet.net

항해: 청소년
프로젝트의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Tai-hsia Bau, tsbau@mail.hkhs.kh.edu.tw, Taiwan

선행과 인간 가치를 장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아주 단

선행

순한 것이라도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건강한 협력, 평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아름다움, 용기, 희생, 우정과 같은 특별하고 위

행한 자신들의 간단한

대한 가치들을 현실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많
은 학습활동을 협력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이를 짧은 글, 에세이, 자유기술,

선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약, 그림, 질문 등의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 사이에 개인적인 의견발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

모든 연령

날짜:

진행중, 2011년 10~11월, 2012년 3~4월 중 진행

언어:

아랍어, 영어(다른 언어도 환영)

포럼:

media.iearn.org/projects/gooddeeds

웹사이트:

http://ifayed.net/Links/GDeeds.htm

연락처:

Ismail Fayed, Egypt, ismailfayed@yahoo.com
Suarta Oesman, Indonesia, suarta2007@yahoo.com
Basma Musamih, UAE, smilemano36@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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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없는
청소년들

인문사회 & 과학
청소년들의 참여를 논의하고 청소년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자
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 받는 많은 아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지역
사회봉사 프로젝트

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환경을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위험한 현상들이 우리의 사
회와 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회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12~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tudentsunlimited

연락처:

Elgohary Helal Elgohary, gohary61@yahoo.com
Ahmed Gamal Saad, Ajs_eg@yahoo.com
Mohammed Hamza, m_hamza_m@yahoo.com

학교폭력근절
프로젝트
bullying.org 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는
커뮤니티

www.bullying.org은 여러 차례 수상한 비영리 인터넷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
젝트는 세상 사람들이 왕따문제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도움으로써 긍정적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터넷 모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학생들은 왕따인 상태에
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배울 수 있으며, 왕따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
니고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시, 사진, 음성녹음(오디오 파일), 음
악, 만화, 영화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게시자의 이름이
나 연락가능한 개인정보는 보이거나 공유되지 않게끔 보호됩니다.

- 46 -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bullying

웹사이트:

http://www.bullying.org

연락처:

Bill Belsey, Canada, mail@coolclass.ca

인문사회 & 과학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계가족(엄마, 아빠, 형제, 남매)과 친척들(조부모, 삼촌, 숙
모), 이웃, 친구들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세상이나 지역 사회의 사건

혈연 가족이야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삶의 경험을 질문해야 합니다. 사건들은 전쟁,
자연재해, 이민, 중요한 발견, 유적, 유명한 장소 등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

세계 속 가족들의

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환에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 사건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2년 1월~6월, 등록: 2012년 1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ern.org/projects/kindred

연락처:

Judy Barr, Australia, judybarr@iearn.org.au

전 세계의 학생들이 배우고 공유하고 조사해서 당면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
법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각 국가의 대사로

하나의 권리와
하나의 사람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습니다.
나이:

인권과

15~18

새천년개발게획과

날짜:

진행중

관련된 프로젝트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orop

연락처:

Richard Malcalm, Ghana, rmalcalm@aol.com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배려와 자유, 사회적 책임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
다. 9월~5월에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법, 선거, 정부체계를 조사하고,

미래시민
프로젝트

경쟁적인 유권자 등록운동, 선거운동 참여, 설문 자원봉사, 중요한 사회적 이슈
에 대해 정부에 공식문서를 보내는 등의 봉사학습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됩니

시민의 의무와 참여에

다. 학생들은 인권과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계의 신문들

관한 프로젝트

을 모니터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포토저널, 비디오 테이프, 멀티미디어 발표 등
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공
유하게 됩니다.
나이:

11~19

날짜:

2011년 9~11월, 2012년 1~4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futurecitizen

연락처:

Freda Goodman, USA, goodmanf@fulton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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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힘을
불어넣기
참가자들은 그들의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계발합니다.

인문사회 & 과학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학급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프로젝
트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배움
의 장을 만들기 원합니다. 때때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학생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 할 수 있지만, 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어린이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삶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지식을 넓게 해
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계를 보는 좀 더 나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나이:

18세 까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iearn-empower

연락처:

Ibrahim A. Kamara, Sierra Leone, dmark2wise@gmail.com
Margaret Hoogland, USA, margarethoogland@hotmail.com
Sliva Skoberne, Sliovenia, sliva.skoberne@gmail.com

나의 도시
그리고 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서로 효과적으로 돕고 지역정부와 성공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각자의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가능한 활동은

청소년들의 삶의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토론, 지역정부와 미팅, 비디오시청, 프레젠테이션.

터전에서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청소년
자연재해회의
2011

나이:

13~18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5월

언어:

영어, 러시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city

연락처:

Olga Prokhorenko, Russia, olgap1129@mail.ru

청소년 자연재해회의(NDYS:Natural Disaster Youth Summit)는 일본 한신 아와
지 대지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4년 5월 Hyogo에서 조직되어서 2004년
9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황폐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지
역사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면 미래의 재앙에
대해 준비할 수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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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
이제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이 노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의 최종목표는 전 세계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자연재해를 인식시키는 것입
니다. 청소년 자연재해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세계자연재해 대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계재해 안전지도
www.kitamura-lab.jp/cosmos 혹은 ndys.iearn.jp/GDSM.htm

세계의 친구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진, 화산폭발, 산불,
홍수, 태풍, 산사태,
쓰나미,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젝트

학생들은 각 학교의 주변지역을 조사하여 재해 안전지도를 만듭니다. 학생들은

올해의 주제: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안전지역, 위험지역 등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렇

기후변화와 재난감축

게 완성된 재해 안전지도를 ndys@iearn.jp 로 보냅니다. 이 지도는 협력 안전지
도 시스템(CoSMOS: Collaborative Safety Maps on Open System)에도 업데이
트 될 것입니다. iEARN 협력센터의 NDYS 앨범을 통해서도 이 지도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매 달, 화상회의와 iEARN 포럼을 통해 학생들이 제작한 재해 안
전지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집니다.
2) 어린이 안전가방을 맨 NDYS 테디베어
부가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트너 학교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어
린이 안전가방을 맨 NDYS 테디베어(NDYS 작은대사) 교환 행사를 갖습니다. 각

슬로건:
대화가 생명을
살린다!
NDYS 2011 국제
컨퍼런스가 2011년
7월, 대만 iEARN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립니다.

학교는 어린이 안전가방(응급처지가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토론, 전시, 발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대만에서 열리는 제18회 iEARN 국제 컨퍼런스와
제15회 청소년 회의에서 만나 안전지도들을 전시하고 NDYS 2011 프로젝트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을 취하고 지역사회
와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재해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에
게 다음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줄 수 있는 NDYS 대사로 성장
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와 자원봉사자 여
러분도 환영합니다.
4) 학교에서의 활동
자연재해 피해감소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학교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영어, 일본어, 다른 언어도 지원가능
ndys.iearn.jp
media.iearn.org/projects/ndys

언어:
웹사이트:
포럼:
연락처:

Yoshie Naya, Japan, yoshie.naya@gmail.com
Kazuko Okamoto, Japan, kazuko.okamoto05@gmail.com
Doris Wu, Taiwan, doris21.wu@msa.hinet.net
Nimet Atabek, Turkey, atabeknim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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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 Gaspard Taylor, Trinidad and Tobago,

인문사회 & 과학

iearntrinidadntobago@yahoo.com

세계의
결혼풍습

이 프로젝트를는 2011년 7월 타이완에서 열린 iEARN 총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각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각자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계 결혼풍습에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른 문화권에

관한 프로젝트

서 축하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우
리는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미래의 세대가 전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이:

10~15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arriage

연락처:

Ulbayy Arafe, Palestine, ubayy-arafeh@hotmail.com
Marva Miles, USAm milesm@fultonschools.org
Abdellah Ghazi, Morroco, ghazu1ma@yahoo.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들과, 역사 속, 장소에 관한 이야기, 역사 속 의
미, 세계에서의 역사가 존재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험합니다. 사진과
그림을 프로젝트의 미디어 앨범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각 나라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유산에 대해
공부하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가이드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물어보도록 지도받습니다. 원한다면 파트너들은
다른 학교와 친교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10세 이상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heritage

연락처:

Inga Paitchadze, Georgia, ngo.siqa@gmail.com
Ruty Hotzen, Israel, eh2y42@gmail.com
Perera, Sri Lanka, rohansperera@yahoo.com

마을의 역사
프로젝트

학생들은 자신의 마을과 지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포럼
에 게시합니다. 학생들은 조사기술(인터뷰, 편지, 일기, 책)을 익히고 현재 자신
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

학생들이 각자

화권의 비교가 범세계적인 게시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출판과 웹사이트도 제작합

마을의 역사에 대해

니다.

공부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친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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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배웁니다.

나이:

11~19

날짜:

2011년 9월 15일 ~ 2012년 6월 15일

언어:

영어, 러시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localhistory

연락처:

Shukufe Najafova, Azerbaijan, shukufa1961@yahoo.com
Rimma Zhukova, Russia, rimma_zhuk@yahoo.com

역사속
아프리카의
여성리더들

학생들은 일정과 조사대상, 다양한 시각을 스스로 정해서 그들의 조사와 관련한
발표를 준비합니다. 이들이 역사 속 아프리카의 여성 리더들에 대해 조사하는
첫 번 째 인물은 가나의 근대화를 이끈 Nana Yaa Asantewaa입니다.
나이:

8~15

날짜:

진행중

대해서 소설이나

언어:

영어

자료조사 등을 통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africanwomen

공부하게 됩니다.

연락처:

James AgyenKwaku, wailerwails@yahoo.co.uk

학생들은 역사속의
여성 리더들에

Sally Appiagyei-Frimpong, sallyappiagyei@gmail.com, Ghana
Salome Yilma, USA, syilma@ethidolls.com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

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요소를 찾고 조사하도록 지도받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전통과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부분인 유명한 지역명소를 내포하
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학생들은 자국의
전통의식과 유명한
유적지, 지역명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치르는지,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지, 특별한 날에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유적과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identity

연락처:

Said Belga, Morocco, belga.said@hotmail.com
Asmaa El Beriki, Oman, islam4all3@hotmail.com
Huri Cinar, Turkey, Huri_cinar@yahoo.co.uk
Nicolle Boujaber, USA, nboujaber@hotmail.com
Budi Sitiwati, Indonesia, sioefang1964@yahoo.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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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
팔레스타인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
한 이야기를 교환하고 싶어 하고, 세계의 학생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합
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방학을 어떻
게 보내는지 알고 싶어 하며, 학생들이 삶의 방식에 대해 토론하도록 지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팔레스타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팔레스타인
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세요
청소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어떻게
방학을 보내는지

나이:

6~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palestine

연락처:

Mustasem Mafarjeh, Palestine, t_mustasem@hotmail.com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UN 세계권리협약ㅡ2010년 세계아동보고서 선언
문 ㅡ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어린이의 권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나라
세계권리협약에서
정의내린 어린이들의
주요 권리에 관한

나이:

10~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ida.iearn.org/projects/childrens-rights

연락처:

Annie Flore Vergne Morgand, France, afm@hotmail.fr
Leroy McDyiah Beldeh, Liberia, leebelde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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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나의 학교,
너의 학교

인문사회 & 과학
우리는 다른 나라의 학교를 비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 세계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
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

학생들이 세계 속

습니다.

다른 국가의
학교생활을

나이:

모든 연령대

비교합니다.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스페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schoolyourschool

웹사이트:

myschoolyourschoolproject.blogspot.com

연락처:

Silvana Camicero, Argentina, silvanacar01@yahoo.com.ar
Mariela Sirica, Argentina, marielasirica@yahoo.co.uk

나의 꿈의
세계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에세이, 시, 짧은 이야기, 사진, 산문을 통해 자신들의
꿈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나의 꿈의
세계”는 각자의 이상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다른 나라의 학생들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장소

과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페르시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dreamworld

웹사이트:

iearn.saf.ir/dreamworld

연락처:

Minoo Shamsnia, Iran, shamsnia@gmail.com

- 53 -

인문사회 & 과학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복장을 다른 나라의 학생, 교사들과 공유하고, 전통 예술
을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자신들의 전통복장

세계의
전통복장

사진을 보내고 그 옷을 입는 상황이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복장에 관한
사진과 설명을 주고

나이:

10~19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folkcostumes

웹사이트:

iearn.dej.ro/projects/FolkCostumesAroundTheGlobe

연락처:

Cornelia Platon, Romania, nelly@lapd.cj.edu.ro

전 세계의 음악을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악기와 스타일의 음악
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평화는 모든 주제를 위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노래를 골라서 편곡할

받습니다.

세계의 음악
학생들이 각자 즐기는
음악에 대한 정보와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곡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거

음악에 관련된 활동을

나, 곡의 뒷이야기, 곡을 쓸 당시 작곡가의 의도, 작곡가가 노래도 하는지, 그렇

공유하는 공간

지 않다면 가수는 작곡가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등을 논의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계에서 학생들은 원곡과 자신들의 편곡을 비교하고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생들은 포럼에서 자신의 테마나 활동을 제
안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usic

연락처:

Joy Lo Bamijoko, USA, Jinlob@aol.com
Wiwi Rosaria, Indonesia, rhosharyo@yahoo.co.id
Taisho koto Project: Motoko Hirota, Japan,
motoko@cty-net.ne.jp

이 프로젝트는 인구, 문화, 지리, 농경, 산업, 경제, 환경에 관한 글, 그림, 사진
을 교환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학생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특징을 선택함으로서,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
제들에 대한 에세이를 공유함으로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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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프로젝트

인문사회 & 과학

다른 사람
알기

나이:

12~18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영어, 프랑스어 중심)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ycountry

연락처:

Salimata Sene, Senegal, salsenma@yahoo.fr

학생들은 닮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 다른 학생들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
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삶의 방식을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와
전통, 일상생활, 결혼식 풍속, 특별한 날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쓰거나 그림을 그

학생들이 자신의

립니다.

문화와 다른 나라
친구들의 문화를

나이:

모든 연령대

배웁니다.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아랍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gettoknowothers

연락처:

Ahmed Abd-Elsattar, Egypt, abdsattar1@gmail.com
Gamal Kasem, Egypt, gmlkasem@yahoo.com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은?
가난, 굶주림의
원인을 찾아내고
안정적인 세상을

학생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고 굶주림 문제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음식일기를 공유하고 1인당 음식소비량과 음식의 종류를 분석한 후에, 학생들은
음식과 자원을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의 다음단계는 왜 사람들은 굶주리는지에 대해 배
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문제 해결자가 되어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
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서비스-학습 프로젝트를 만들어, 각자의 학교 혹은 커
뮤니티에 기아문제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게 됩니다. 동영

만들기 위한

상이나 사진을 통해 프로젝트를 알리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배포하는 지침서에는 프로젝트, 강의소재, 굶주림에 관해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
료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

5~18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hunger

연락처:

Deanne Mcbeath, dmcbeath@villagecharter.org
Larry

Levine

(Kids

Can

Make

a

Difference),

kids@us.iearn.org, USA

우리는 십대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
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청
소년들과 어른들이 서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대 간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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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
역할이 될 것입니다. 현대 청소년문화가 단순히 문자가 아님을 학생들이 증명

대해 배우고 새로운

해 줄 것입니다.

취미를 찾도록 하는
프로젝트

나이:

5~18

날짜:

2011년 9월~2012년 5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teenagers

연락처:

Valentyna Sakhatska, Ukraine, vsakhatska@gmail.com

아이들 각자의 장난감을 소개하고 또래 아이들끼리의 놀이 활동, 지역별 놀이
문화, 다른 나라의 놀이와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를 하

우리가
노는 방법

는 방법, 놀이의 상징,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문화적 배경 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발견한 놀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정보뿐만

고대와 현대의

아니라 장난감, 놀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장난감과 놀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놀이 혹은 활동의 이름이 무

대해 배우는 프로젝트

엇입니까? 누가 주로 합니까?(나이, 성별, 대상이 10대 아이들 입니까, 어린 아
이들 입니까? 남자아이 입니까, 여자아이 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진행
방법) 어디에서 합니까?(놀이 주로 진행되는 장소)
나이:

5세 이상

날짜:

2012년 3월 ~ 4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play

연락처:

Mbarek Akaddar, Morocco, kaddar13@hotmail.com

"Machinto"라는 그림책에 기반합니다. 학생들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에 전
쟁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작은 새”에 대해 배웁니다. “작은 새”란 전
쟁으로 인해 세계 어딘가에서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학생들
은 세계의 작은 새들을 보내기 위해 평화와 우정에 대한 창작그림책을 만듭니
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7월

언어:

영어, 일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achinto

웹사이트:

www.machinto.org

연락처:

Yoko Takagi, Japan, yoko@iearn.jp
Mali Bickley, Canada, mali@iearn-canada.org
Jim Carleton, Canada, jim@iearn-can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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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to:
작은 새가
우는 것을
들었나요?
일본의 가상의
캐릭터인 Machinto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전쟁과 분쟁의 상황을
알게 합니다.

고대인들의
기호

인문사회 & 과학
이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학교와 학생들이 인터넷, 역
사기록, 도서관의 문화관련 서적, 미술서적, 그리고 망토, 벽, 천정, 바닥장식, 상
형문자 같은 공예품을 통해 문화적 상징을 조사하도록 하고, 상징과 관련하여

고대인들의 기호와

신문, 파워포인트, 비디오, 사진, 공예품, 창작그림 등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이야

그들의 문화적 역사를

기하도록 지도합니다.

탐험

나이:

5~18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6월

언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iearn-symbols

웹사이트:

sites.google.com/site/earlypeoplessymbols

연락처:

Abdelaziz Rhazzali, Morocco, rhazzali@gmail.com
Barry Kramer, USA, bskramer48@hotmail.com
Chris Hockert, USA, chockert@comcast.net
Christine Kolstoe, USA, ckolstole@yahoo.com

가방 안의
상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요구를 조사한 뒤에 학생들이 주어진 일상용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학생들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과 대
화를 나누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갈색종이가방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제품을
디자인하여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국기

에 들어있는 6~8개의 물품(지우개, 병뚜껑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해내고
다른 국가의 개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각 학교는 마지
막 생산한 제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나이:

15~18

날짜:

2011년 10월~2012년 6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yiep

연락처:

Freda Goodman, USA, fredgoodman@gmail.com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의 국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국기의 역사, 색깔
에 깃든 의미, 디자인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또한 전세계에 관한 정보에 관
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의 국기에 대한

나이:

7~18

정보를 교류하며,

날짜:

2011년 10월 ~ 2012년 6월

역사적 의미, 색깔에

언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countryflag

연락처:

Aicha Smaili EL Alaoui, aichasmali@yahoo.fr

깃들 뜻 등을
나눕니다.

Mounia Kajjou, nicemouna@yahoo.com, Moro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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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각자 나라의 우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우펴의 역사, 그 우표
에 사용된 이미지의 의미, 그들이 수집한 우표로 통해 보는 그들의 관심사 등
을 나누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료조사를 하며 에세이를 쓰고 짧은 해설과
시를 쓰기도 합니다. 각 학급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 간 토
론을 진행하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우표를 만들어볼 수 도

나의 우표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과 삶을 그리고
교환하며, 그에 관해
토론합니다.

있습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tamps

연락처:

Ruty Hotzen, Israel, eh2y4@gmail.com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사회의 장벽을 극복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편견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친구이야기:
함께 가자!

문을 열게 됩니다. 친구들의 책은 다양한 그룹의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
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디네이터들이 제시한

학생들은 자신의

미션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꿈을 그리게

그림과 삶을 그리고

됩니다.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의 친구목록을 작성하고 사진 대신 연락
처와 그림이 있는 각 책의 가상본과 인쇄본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 모두
가 서로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꿈 가지 장벽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이:

10세 이상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러시아어, 벨라루시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friends

연락처:

Luidmila Trebunskikh, Belarus, milatrebunski@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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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며, 그에 관해
토론합니다.

과학, 기술, 환경, 수학

과학, 기술, 수학
청소년은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또한 대응하여 움직입
니다. 1995년부터 청소년 기획위원회는 매년 4월에 세계의 청소년들을 한 데
모아 어떻게 하면 환경프로젝트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공유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해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눕니다.

학생들은 수중생태계, 숲속생태계, 재활용, 쓰레기처리, 멸종위기 종, 에너지사
용,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가능한 프로젝트/학급 활동은 거주지, 날씨관
측, 에너지·자원이용, 수질조사, 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은, 우리의 도시와 나라가 각각의 YouthCan들을 가짐으
로써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건강한 지구를 위해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3, 4월,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컨퍼
런스를 비롯하여 이집트, 레바논, 기타 국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청소년은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에서 ‘행성의 개념 환경 잡지(the
Planetary Notions Environmental Magazine)‘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만의 Salim Al-Busaidi (adventure-15@hotmail.com)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
우리의 세계

나이:

모든 연령

날짜:

진행중

언어: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youthcan

웹사이트:

http://www.youthcanworld.org

연락처:

Jay Holmes, USA, jholmes@igc.org

과학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환경과학 협력하여 활동적인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각 그룹은 강으로 나가 “직접 손으로 해보는” 수질분석에 참
여하면서 전문가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화상회의, 워크숍 발표에 참여하기도 합

몇몇 국가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니다. 모든 iEARN 참가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온라인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학생들은 지역 하천에서 물 표본을 채취하고 다른 iEARN 모임의 결과물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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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2~18

날짜:

2011년 9월~2012년 5월 사이에 언제든 수질분석이 이루어
집니다. 미국 학생들은 2012년 4~5월에 수질분석결과를 포
스팅합니다.

언어:

영어, 다른 언어도 환영

포럼:

media.iearn.org/projects/rivers

연락처:

Rajib Das, Bangladesh, dasrajib@easternuni.edu.bd
Jessie Gorant, USA, jgorant@teaneckschools.org
Walter Hickey, USA, whickey@teaneckschools.org

댐을 짓는다는 것을 거대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영향을 불러오는 프로젝트
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계 많은 큰 댐들은 불과 몇 세기 안에 만들어
졌고 현재 많은 것들이 진행중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에 있는 댐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나이:

8~18

날짜:

진행중, 2011년 9월 시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dams

연락처:

Michael Tempel, USA, michaelt@media.mit.edu

‘샌드와치’는 교사들과 지역모임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틀을 제공하여 문제
들과 해변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각자의 지역에 댐이
지어질 경우 미치게
될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탐구해본다

샌드와치
(Sandwatch)

지속적인 대응법을 개발하게 합니다. 강력한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샌드와치’는
‘과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생물학에서 목공일 까지, 시에서 수학까
지 등과 같은 범위를 지원하여 여러 가지 학문을 아우르고자 합니다. ‘샌드와
치’는 관찰과 기록, 침식 및 응축, 해변조성, 인류의 활동, 해변 파편, 수질, 파
도, 연안류, 동식물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발전가능한 지속적인 주제와
관련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변소유권, 건설자원 채취를 위한 해변개
발, 해변사용자 간 이해관계, 지구온난화 대책,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과 쓰나미,
인구,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등입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9월 ~ 2012년 5월

언어:

영어(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타언어도 환영)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andwatch

웹사이트:

http://www.iearntandt.interconnection.org

- 60 -

학생들이 해변환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구조

연락처:

과학, 기술, 환경, 수학
Rondelle Keller, Trinidad and Tobago,
rondellekeller@gmail.com
Andy Paul, Trinidad and Tobago, acpaul2@hotmail.com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미래(OF2)

학생들은 iEARN과 Zerofootprint.net에서 개발한 어린이 계산기를 통해 탄소가
스배출의 “발자국”을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탄소발자국의 크기를 줄이고 다른
학교, 나라, 나이, 성별의 학생들과 비교하며, 개인적, 혹은 학교 차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족들과 자신의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토론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탄소발자국

나이:

모든 연령대

계산기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of2.iearn.org

연락처:

of2@us.iearn.org

새와 함께
학생들은 새관찰, 서로
발견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새를
연구합니다.

수선화와
튤립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주위의 새에 대해 배우고 삶의 방식과 문제에 대해
서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사진과 에세이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합니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도시의 새들의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방법이 제시됩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10월 ~ 2012년 5월

언어:

영어, 러시아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birds

연락처:

Svethana Yakubovskaya, Belarus, svetlexa@gmail.com

전 세계의 학생들은 수선화/튤립 화분을 선택하여 기릅니다. 학생들은 실험과
보고서를 통해 기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꽃봉오리가 언
제 피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학지식, 과학지식, 지질학과 문화를 활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동시에 구근을 심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학급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2011년 마지막 주에 심을 예정, 5월 경 수선화와 튤립이
꽃을 맺을 때까지 이어짐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daffodilsandtulips

웹사이트:

www.elementaryworkshop.org/Students/Daffodils/Daffodilpr
ojec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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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환경, 수학
연락처:
Ruty Hotzen, Israel, eh2y@netvision.net.il
Amy Dwyer, USA, ewmstech@elementaryworkshop.org

활동: 1) 태양열 오븐을 설계. 2) 태양열 요리에 있어서, 절연물질, 패널 조리기
구와 박스 조리기구, 열차단물질, 기상변화의 영향을 비교. 3) 태양열 요리를 홍

태양열 요리
프로젝트

보. 4) 태양열 요리기구의 사용법 토론 5) 태양열 활용의 장점에 대해 지역 신
문에 글 써서 보내기. 6) 태양열 요리에 대해 웹페이지 만들기. 7) 에너지 보존,
제3세계 국가의 삼림벌채 문제, 화석연료문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공
익광고를 라디오나 TV에 보내기 8) 글을 쓰고 연극하기, 혹은 태양열 요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 9) 태양열 오븐 조리에 적합한 조리법이 담긴 태양열 요
리책 제작. 10) 태양열 에너지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 만들기 11) 피난민 캠프와

학생들이 태양열
조리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며
대체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태양열 조리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모금.
나이:

모든 연령대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모든 언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solarcooking

웹사이트:

http://www.miamicountryday.org/podium/default.aspx?t=11796

연락처:

Rowena Gerber, USA, gerberr@miamicountryday.org

말라리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입
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매년 2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염되고, 환자

말라리아
박멸

의 대부분은 아이들과 임산부입니다. 5억 명의 사람들은 매년 말라리아에 걸립
니다. 대부분이 죽음을 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빈혈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겪고 있습니
다.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의 비율―대부분이 무관심 때문입니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맞이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치료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법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며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alaria

웹사이트:

http://botswana.malaria-eradication.org

연락처:

Tommie Hamaluba, Botswana,
tommiehamaluba@yahoo.com
Bill Meyers, USA, bmeyers@dawsonscho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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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세계에 널리
퍼진 말라리아의 원인,
효과, 예방, 대응책을
분석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젊은 여성
정보통신분야에서

과학, 기술, 환경, 수학
‘정보통신 분야의 젊은 여성 프로젝트’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젊은 여성의 참여
를 높이고, 정보통신 관련 전문지식들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간
다에서 8개의 시범학교가 진행 중입니다.(80%가 여자학교이며 나머지 20%는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각 참가국은 각 나라의 상황을 기초로 한 교육과정을 개
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나이:

15~25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womeninict

연락처:

Kakinda Daniel, Uganda, dkakinda@yahoo.com
Namatovu Carol, Uganda, cnamatovu@gmail.com
Namazzi Vivienne, Uganda, Vivista2k@yahoo.co.uk

달 탐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 수학적, 그리고 기하학적 탐험활동입니다. 달을 정확
히 바라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입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세계 어디에

달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세계 어디에서든 달의 모

있든, 우리는 같은

양은 같습니다. 다른 시간에 우리는 아마 보름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달을 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왜일까?

반달은 태양빛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태
양의 빛이 달을 가리는 것이 결정되어 우리는 다른 모양을 보게 됩니다. 다이
어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참가자들은 달의 모양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

5~18

날짜:

2011년 9월 ~ 12월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moon

연락처:

Michael Tempel, USA, michaelt@media.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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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환경, 수학
학생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정원을 만들어봅니다. 친환경적으로 정원을 만

ANIA

들어보면서 지속가능한 계발을 생각하고 에코시스템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

어린이 정원

다. 학생들은 사진이나 이야기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집중적인 커리

사진과 이야기로

큘럼과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나이:

5~18

날짜:

진행중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gardens

웹사이트:

www.mundodeania.org

연락처:

Tania Westby, tawestby@seattleschools.org

지속가능한 정원에
대해 나누어봅니다!

Jennifer Geist, junngeist@gmail.com , USA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을 공부해볼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을 위해서 과일 나무, 채소 등
을 섞어서 식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유익한 곤충에 대해서도 배
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학생 스스로 더욱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이:

5~18

날짜:

9월 시작 예정이나 기후 환경이나 참여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통 속의 정원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배우기
위한 작은 통 속의
에코시스템 정원

있음
언어:

영어

포럼:

media.iearn.org/projects/gardens

웹사이트:

www.iearntandt.interconnection.org/tub_gardens_project.htm
Yema Jaikaran, Trinidad and Tobago,

연락처:

yema.jaikaran@yahoo.com

a) 수학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b) 나의 지역사회에서의 수학
c) 통계와 사회

우리 생활 속
수학

d)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학의 가치 알리기

수학이 우리가족과

e) 세계적 자료 수집 활동

지역사회에 미치는

f) 수학과 문화에 대한 자료 전시
g) 일상, 지역사회와 수학을 연결하고 위한 아이디어
나이:
전연령, 부모님과 지역사회 지도자 포함
날짜:

2011년 10~11월, 2012년 3~5월

언어:

모든 언어 가능

포럼:

영어: media.iearn.org/projects/math
스페인어: media.iearn.org/projects/matematicas

웹사이트:

www.orillas.org/math

연락처:

Kristin Brown, USA, krbrown@igc.org
Enid Figueroa. efigueroa_orilla@comca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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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국제 팀 혹은 “동아리”에 배치하여 공유된 주
제를 다루는 글로벌 프로젝트통신협력 프로젝트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이 과정
은 높은 피드백, 상호교육, 학급의 학생들이 통신협력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각 동아리에 있는 학급에 의
해 만들어진 모든 프로젝트를 모으거나 요약한 동아리 출판물을 만들기 위함입
니다. 이러한 동아리들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특정 활동을 하는 그룹 활동이
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각 학기가 시작하기
2주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www.iearn.org/circles/ 를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학습동아리의 창시자인 Margaret Riel과 학습동아리 코디네이터
Barry Kramer가 개발한 교사용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11년~2012년 일정
9월~1월 학기: 2011년 9월 30일에 시작해서 2012년 1월 14일에 끝납니다.(15
주, 12월 중 1주 방학) 지원서는 2011 9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5월 학기: 2011년 1월 30일에 시작해서 2011년 5월 25일에 끝납니다.(15
주, 4월 중 1주 방학) 지원서는 2012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 media.iearn.org/coursereglc

· 각 학습동아리는 한 학기 동안 함께 일하게 될 6~8개 학급으로 구성됩니다.

학습동아리 구조

각 학기가 시작할 때, 새로운 집단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각 학기동안 모든
사람―교사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지역의 친구들과 팀 교육과 팀 학습을 하
게 됨을 의미합니다. 각 동아리에서 약 4~7개 국가가 배정됩니다.
· 학습동아리에 참가하는 모든 학급은 동아리 내에서 다른 그룹과 협력하여 프
로젝트를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온라인 기획자들과 학습
동아리 교사 가이드(http://www.iearn.org/circles/lcgide) 는 새로운 학생과 경험
이 많은 학습동아리 학생 모두를 도와주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가이드들은
학습동아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학급에서 학급 간 협력
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학급은 다른 학급에서 제안한 각각의 프로젝트에 무언가를 기여합니다. 모
든 사람들은 모든 학습동아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학습동아리 피드백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동아리는 협력의 결과
물을 만들어냅니다. 각 학급 팀은 그룹 발표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발
표할 책임을 집니다.
· 학급들은 각 학기에 앞서 공통된 주제와 유사한 성적등급에 따라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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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집니다. 학습동아리에 등록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거나(http://www.iearn.org/circles/) Barry Kramer에게 메일을 보내주세
요.(bskramer48@hotmail.com 이나 learningcircles@us.iearn.org)
· 학습동아리를 위한 네 가지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신문
(Computer Chronicles), 공간과 관점(Places and Perspectives), 생각하기
(Mind Works), 나의 영웅(My Hero). 나의 영웅 글쓰기 테마는 학습동아리
와 나의 영웅 프로젝트(www.myhero.com) 간의 협력입니다. Wendy Jewell
이 나의 영웅 학습동아리를 기획하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10년 1월부터 5월 학기의 학습동아리는 캐나다 Ontario주의 배리(Barrie)
에서 열리는 제17차 iEARN 컨퍼런스의 “꿈을 잡아라”를 기반으로 한 특별
동아리로 지원 받을 것입니다.

컴퓨터 신문

이 테마는 커리큘럼을 통틀어 논픽션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온라인 상의 피

Computer Chronicles

드백은 컴퓨터 신문과 같은 출판물처럼 신문을 제작하며 순환합니다. 각 학
급은 학습동아리 프로젝트처럼 신문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섹션을 후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학급들은 파트너 학급에게 기사를 요청하여 그
것을 수정하고 신문의 한 섹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섹션은 완성된 동아리
출판물을 만들기 위해 동아리 파트너가 후원한 다른 섹션과 합쳐집니다.
www.iearn.org/circles/lcguide/cc/cc.html 을 보시면 컴퓨터 신문 교사 가이드
에서 컴퓨터 신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생각하기는 창의적이고 설명적인 글을 쓰도록 할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

Mind Works

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글쓰기 주제는 소
설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형식을 이끌어줍니다. 목표는 학생들을 도와서 그
들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서 표현하고 먼 장소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글을 공
유하고 비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의 동아리 결과물은 창의적인 사
고(Creative Minds), 생각하기(Mind Works)라는 이름의, 혹은 모임에서 만든
이름의 문집이 될 것입니다.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이야기, 장소를
노래한 시, 도시의 대화, 학교 이야기, 지역의 전설, 지역제품의 인격화 같은
특별한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혹은, 학생들은 가족, 직업, 학교, 도시와 같은
주제들에 관한 다양한 표현형식을 지원하고 요청하기 위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ww.iearn.org/circles/lcguide/mw/mw.html 을 방문하면 생각하기
교사 가이드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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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관점 테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

공간과 관점

역의 역사, 문화, 정부, 지질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목표는 학생들

Places and

을 도와서 역사적 사건들과 지질학적 상태가 어떻게 작용하여 그들의 삶을

Perspectives

형성했는지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를 주고자 합니다. 각 학급은 장소와 시각 리뷰에서 한 섹션을 위한 프로젝
트를 후원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급은 지역의 전설, 지역 토박이 인터뷰, 역
사적 지역명소 설명, 날씨비교, 지도공부 등에 관한 섹션을 후원하게 됩니다.
www.iearn.org/circles/lcguide/pp/pp.html 을 보시면 공간과 관점 가이드에서
공간과 관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와 나의 영웅 프로젝트(www.myhero.com)의 협력 관계인, 나의 영
웅 학습동아리는 학생들이 전 세계의 영웅이야기를 만들도록 기획 된 글쓰
기, 멀티미디어 테마입니다. 이 동아리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다

나의 영웅 행동지침

양한 지역의 학교와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글

My Hero Call to

쓰기, 사진, 디지털 비디오를 통해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Action

날짜: 2012년 1월~5월, 학습동아리 기간.
이 학습동아리는 2011년 9월에서 2012년 1월 까지 ‘나의 영웅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목표는 교사와 학생들
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웅의 일을 지원해주거나 그 일을 지속
혹은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위의 2009-2010년 학기 네 가지 테마에 추가하여 교사들은 특별한 학습동아

교사가 후원하는 테마

리를 후원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나 의견
을 제안하고 싶다면, Barry Kramer(bskramer48@hotmail.com)로 연락해서 여
러분의 프로젝트를 위한 홍보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10대 프로젝트(The Global Teenager Project: GTP)는 초등학교, 중학교,

세계 10대 프로젝트

직업학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테마가 있는 학습동아리를 제공

(GTP)

합니다. 1998년에 설립된 GTP는 34개국 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협동을 통한
글로벌 학습을 제공하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아랍

"오늘의 학생이

어의 6가지 언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GTP 학습동아리는 새천년 개발목표

내일의 리더가

에 기반을 둔 테마를 포함하며, 2년에 한 번 제공됩니다.

됩니다.“

Margret Riel에 의해 널리 알려진 학습동아리 개념을 이용하여 GTP는 학생
들과 교사들이 10주의 학습탐험을 경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잘 기획된 학
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협력학습, 정보통신기술을 학교에서 도입하도
록 하기 위해서, GTP는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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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많은 경험을 한 학급을 위해서 연구조사 기반의 협력학습스킬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ICD가 시작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GTP는 모든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제에 대
해 토론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담당
학급에 새로운 생각과 방법을 시도함으로서 모든 교육과정을 활성화합니다.
Suriname, Curacao, Netherlands의 40개 정규학교와 특별학교가 참가하는 다
섯 가지의 ‘포괄적 학습동아리’가 2010년 2월에 시작합니다. 위키디피아 기반
의 학습동아리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광범위한 학습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www.globalteenager.org 를 방문하세요. 등록은
GTP 국가 코디네이터(웹사이트 확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단에 국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GT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Eliane
Merni(Lebanon)과 Bob Hofman(The Netherlands)에게 연락해 주세요.
(eliane@globalteenager.org, bob@globalteenag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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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이 지원하는 언어
iEARN은 130여개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30여개의 언어로 프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EARN 프로젝트는 다양한 언어로 진
행되며, 국제협력 매체로서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의 프
로젝트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언어로 진행
되는

여러

가지

모임과

관련

자료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www.iearn.org/globe_language-resources을 방문하세요. 프로젝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EARN 국가별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iearn.org/countries) 인쇄일 현재, 국가 웹사이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
다.
Argentina, http://www.telar.org
Armenia, http://www.iearn.childib.am
Australia, http://www.iearn.au
Belarus, http://iearn4u.com
Canada, http://www.iEARN-canada.org
Czech Republic, http://vok.gymck.cz/%7Eiearn/
Egypt, http://www.iearnegypt.org
India, http://www.iearn-india.org
Iran, http://iearn.saf.ir
Israel, http://www.geocities.com/iearnil
Italy, http://www.narnia.it
Japan, http://www.jearn.jp
Jordan, http://www/facebook.com/pages/Iearn-jordan/203717169640869
Lebanon, http://iearn-lebanon.wetpaint.com
Macedonia, http://www.imor.org.mk
Mali, http://www.mkj-iearnmali.org/spip.php?rubrique36
Morocco, http://www.meam.org
Nambia, http://www.schoolnet.na
Netherlands, http://www.iearn.nl
Palestine, http://www.iearn.org/palestine
Puerto Rico/Orillas, http://www.orillas.org
Qatar, http://www.rotaknowledgenet.org/iearn-qarar.home
Romania, http://www.iearn.dej.ro/en_index.html
Russia, http://iaern-russia.org
Sierra Leone, http://www.iearnsierrale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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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enia, http://info.edus.si/iearn
Spain, http://pangea.org/iearn
Sri Lanka, http://www.iearnsrilanka.org
Taiwan, http://taiwaniearn.org
Thailand, http://arts.kmutt.ac.th/iearn/home_en.htm
Uganda, http://www.schoolnetuganda.sc.ug
Trinidad and Tobago, http://www.iearntandt.interconnection.org
United Kingdom, http://www.iearn.org.uk
Ukraine, http://www.kar.net/~iearn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us.i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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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규정 발췌
1994년 7월 12일
Argentina, Purto Madryn에서 열린
iEARN 운영팀 회의에서 서명

전

문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의 비전과 목표는 청소년들이 지구와 인류의 복지와
건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1 장
목표와 원칙
제 1 조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 (iEARN 혹은 기관)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 사이에, 인간의 평등과 자기결정의 원칙 존중에 기반을 둔 친밀한 관계를 계발
한다.
2.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통신과 다른 기술의 사용을 통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세계평화를 강화하
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한다.
3. 인종, 성, 언어, 문화, 혹은 종교적인 차별이 없는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촉진시키고 장려한
다.
4.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경험과 세계의 전통과 교육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다른 기관들의 경험을 공
유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진한다.
5. 개인의 Member-centers에서 교육적으로 유익한 자료들을 공유한다.
6. 국제적이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7. 통신기술,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iEARN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희망하는 청소년 기관, 학교 혹은 개인
의 다른 자료들을 공유하고 전달한다.
8. 프로젝트의 개설을 돕고, 각각의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9. 전 세계의 iEARN 센터들이 자금과 운용 면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교육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프로젝트, 특히 세계의 건강과 복지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세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낸 기관, 시민들을 아우르는 글로
벌 커뮤니티를 설립하기 위해 보호단체, 학술모임, 대학교, 비정부기구, 정부와 함께 일한다.
11. 고품질의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계발하고 유지한다.
12.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세계적 협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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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찾기
ㅅ

ㄱ
가방 안의 상품
고대인들의 기호
고정관념 파헤치기
공공예술
교복교환 프로젝트
국제벽화 문화교류 프로젝트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은?
글쓰기 프로젝트

57
57
42
38
42
33
56
30

ㄴ
나니아와 CS 루이스
나란히
나의 꿈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도시 그리고 나
나의 도장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나의 영웅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
나의 학교, 너의 학교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세요
내 생의 하루
내 세상에 태그달기
내 이름은?
눈에서 눈으로
뉴스로 가까워지는 세계

39
35
53
54
47
58
43
40
51
53
52
31
39
32
41
44

ㄷ
다른 사람 알기
달 탐험
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55
63
60

ㅁ
마을의 역사 프로젝트
Machinto: 작은 새가 우는 것을 들었나요?
말라리아 박멸
미래시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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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1
60
40
36
44
52
36
50
33
54
54
43
61
44

ㅇ
아트 마일즈(The Art Miles)
야생동물의 아름다움
ANIA 어린이 정원
에코 스마트
역사 속의 아프리카 여성 리더들
영화예술: 행동과 가치들을 이끌어내기
옛날이야기
우리가 노는 방법
우리가 만드는 하모니
우리 나라 국기는?
우리는 십대
우리 생활 속의 수학
우리의 강, 우리의 세계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미래(OF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33
35
64
36
51
34
39
56
31
57
55
64
59
61
50

ㅈ
50
56
62
47

ㅂ
벽의 이야기를 듣기
비전

삶의 법칙: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에세이 프로젝트
새와 함께
샌드와치(Sandwatch)
생각하는 음식: 요리책
서예 프로젝트
선행
세계 어린이들의 나라
세계예술작품: 배려란?
세계의 결혼풍습
세계의 놀라운 순간들
세계의 음악
세계의 전통 복장
세계청소년 뉴스(WYN)
수선화와 튤립 프로젝트
CIVICS: 청소년 자원봉사와 활동

전 세계에 연을 날리다
전자학교웹진
정보통신 분야의 젊은 여성
종이접기

34
30
63
37

ㅊ
38
29

청소년 자연재해 회의 2011
청소년에게 힘을 불어넣기
청소년은 할 수 있다

48
47
59

축제일 카드교환
친구노트: 함께 가자!

38
58

ㅋ
컴퓨터 마련을 위한 인형

41

ㅌ
태양열 요리 프로젝트
테디베어 프로젝트
통 속의 정원
특별한 장소

62
37
64
32

ㅍ
펜으로 만나는 친구들

29

ㅎ
하나의 권리와 하나의 사람
학교폭력근절 프로젝트
한계가 없는 청소년들
항해: 청소년 프로젝트의 자원봉사
혈연 - 가족이야기

47
46
46
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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