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사 개요
주최/Organizer: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후원/Sponsor: 제주특별자치도
Event Objective/행사목적


2012 WCC 개최 기념 자연보전 청년 워크샵의 계속 사업으로서 집중적인 교육 및
수련을 통해 청년들이 지구환경의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함



전국적으로 청년층 환경/자연보전 리더쉽을 확산하고 청년의 꿈을 기획



세계환경수도로서 제주의 비전과 특성을 전파하고 국제 청년사이버 환경포럼
구축의 계기로 삼음

Event Type/행사유형


청년 워크샵+생태탐방

Date/일시


2013 년 8 월 12 일 (월) - 14 일 (수)

Location/장소


제주 돌문화공원/교래 휴양림/올레 1 코스/성산해안길

Support/참가자 지원


각 참가자에게 항공료 일부 정액지원(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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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구성


강연: 지구환경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



토크 콘서트: 청년의 꿈과 미래



그룹토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생태탐방: 1 코스(어촌마을), 2 코스(오름과 예술) 중 선택하여 탐방



동영상: ‘지구환경의 미래를 위한 청년의 꿈’ 녹화



그룹 별 실천계획 발표



강연(타운홀 미팅 형식): 청년의 특권, 꿈의 기획



참가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Targeted Audience/참여대상


국내 또는 해외 거주 대학생 80 명 내외

Requirements/신청 요건
(a)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b) 등록비: 3 만원
Selection of Participants/참가자 선정
대학생 80 명 내외


남녀 대학생 균형 선발



제주 거주 대학생 10% 선발

Preparation Materials/개인준비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없을 경우 디지털 카메라)



개인 휴대품
*Eco-Cup 지원(환경보호를 위해 1 회 용품은 일체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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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워크샵 프로그램(Workshop Program)

Day 01 (2013. 8.12 월요일)

Time

Session

Venue

10:00 –10:30

등록

10:30 –11:20

등록 후 버스 탑승

11:20 – 12:00

돌문화공원(교래 휴양림)

교래휴양림 숙소

12:00 – 13:30

워크샵 오리엔테이션/조배정 및 조장 선정/중식 후

교래휴양림 숙소

돌문화공원 이동
13:30 – 13:40

개회사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3:40 – 14:30

기조강연: 지구환경의 미래와 청년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강사: 김성일(서울대 교수)
14:30 – 14:40

Tea Break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4:40 – 15:40

토크콘서트: 청년의 꿈과 미래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5:40 – 15:50

Tea Break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5:50 – 16:30

국제 청년사이버 환경포럼 소개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16:30 – 18:30

돌문화공원 1, 2 코스 탐방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8:30 – 19:30

석식

교래휴양림 숙소

19:30 – 21:30

지구환경의 미래: 조별토론 및 발표준비

교래휴양림 숙소

21:30 - 22:30

조별 친교시간

교래휴양림 숙소

22:30 -

취침

교래휴양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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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2 (2013. 8. 13 화요일)
Time

Session

Venue

07:00

기상 및 집합

교래휴양림 숙소

07:00 – 08:00

숲명상 프로그램: 숲과 하나되기

교래휴양림 산책로

진행: 선문화진흥원
08:00 – 08:45

조식

08:45 – 09:15

생태실습 장소 이동

교래휴양림 숙소

- 1 코스(어촌마을)
- 2 코스(오름과 예술)
진행: 제주생태관광
09:30 – 11:00

1 코스 - 해녀박물관
2 코스 - 용눈이 오름

11:00 - 13:00

1 코스 - 하도리 어촌체험(소라잡기)
2 코스 – 김영갑 갤러리

13:00 - 14:00

중식

14:00 – 17:00

1 코스 - 하도 어촌체험마을
2 코스 – 성산 해안길 걷기

17:00 – 18:00

절물 자연휴양림

18:00 – 19:00

석식

교래휴양림 숙소

19:00 – 19:45

‘자연보전을 위한 녹색의 꿈’ 동영상 녹화 및 업로드

교래휴양림 숙소

19:45 – 20:30

조별 생태탐방 체험 공유

교래휴양림 숙소

20:30 – 22:30

조별토론 종합 / 발표 준비

교래휴양림 숙소

22:30 -

취침

교래휴양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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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3 (2013. 8. 14 수요일)
Time

Session

Venue

07:00

기상 및 집합

교래휴양림 숙소

07:00 – 08:30

조식 및 정리정돈

교래휴양림 숙소

08:30 – 09:00

1, 2 일차 활동 보고(참가자 대표 2 인)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09:00 – 10:00

조별 토론내용 발표 I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0:00 – 10:10

Tea break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0:10 - 11:10

조별 토론내용 발표 II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1:10 – 11:20

Tea Break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1:20 – 12:20

타운홀 미팅: 청년의 특권, 꿈의 기획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2:20 – 12:40

수료식 및 기념 촬영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2:40 – 14:00

점심

“길섶나그네” 식당

14:00 –

해산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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