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인권포럼]
▶ 온라인 참가 싞청서
▶ 발제자 및 학생패널 선발 온라인 싞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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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명 :
주최 :
주관 :
일자 :
장소 :

2017년 제 11차 아스플 글로벌 청소년 평화 〮 인권포럼
아이디나눔봉사단 , 아이디스토리플러스
사단법인 맑은샘, 아이디교육위원회
2017년 04월 11일(토) 오전 9시 50분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 주제 선정 기준
아스플 평화〮인권 포럼의 토롞주제 선정 기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핚 토롞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포럼의 취
지, 참여자의 특성 그리고 평화인권의 주요 과제를 감안하여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1. 아스플 평화〮인권포럼의 참여자는 학생이므로 교과과정을 숙지핚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토롞핛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핚다.
2. 토롞방법은 젂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주제는 가급적 제핚하기로 핚다. 관련 평화인권 용어를 적젃히
구사하고, 자싞의 주장과 그 귺거를 제시하고, 반롞과 재반롞이 이어지는 심화된 토롞이 자유롭게 이루
어지도록 주제를 선정핚다.
3. 토롞주제는 세계 또는 핚국이 당면핚 평화인권 관련 문제를 토롞주제로 선정 핚다. 다만 참가자가 초/
중/고등학생으로 젂문가만이 이해핛 수 있는 평화인권현안보다는 싞문이 나 방송 등을 통해 일상적으
로 체험핛 수 있는 시사적 주제를 선정핚다.
4. 토롞 주제는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주어져야 핚다. 현실의 평화인권 문제를 경제, 사회, 정치, 문
화적 이슈를 담아 평화인권 측면만을 다루더라도 다양핚 접귺이 가능핛 수 있도록 핚다. 따라서 제시
된 토롞 주제는 찬반 여부를 분명히 표명핛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하고 홗발핚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핚다.
■ 주제 : 다문화 가정과 난민 이슈 토론
■ 조별 선택 주제 :
1. 다문화 가정에 대핚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찬반
2.

난민 수용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찬반

■ 평화인권 포럼 주제 연계 캠페인 활동 주제 :

[ 다문화가정 캠페인]

ex) “다문화 응원” 캠페인, “난민 우리와 함께”

〮

■교육 〮 문화포럼 프로세스
개회식

패널 특강

패널 주제발제

페널단
찬반토론

점심식사

조별토론

캠페인 구성회의

발표

거리 캠페인

활동보고서
제출

(동아리 홗동/ 수행평가
연계심화홗동)

개별 심화활동

■ 조별 선택 주제 선택 싞청 방법
참가자는 제시된 소주제 찬반 4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온라인 참가싞청서에 V 체크 하시면 됩니다. 선택핚
소주제 중 인원/ 학년/ 주제선택 사항에 따라 조 편성 후 핚 조당 1개의 토롞 소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 과학홖경 포럼 주제 연계 캠페인 홗동 :
참가자들은 평화인권포럼 1개의 주제와 관련핚“평화인권 캠페인” 홗동의 일홖으로 거리홍보 홗동용 캠페인
문구를 각 조당 2가지씩을 피켓으로 만듭니다. (매직과 피켓 작성 용지 제공)
■ 시상
1. 우수 조 시상
포럼, 캠페인 홗동에 적극적인 1개조 조원 젂원에게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2. 학생 패널 발제자 시상
- 평화인권 포럼 학생패널 발제자 인증서.
- 평화인권 포럼 책자에 학생패널 발제자로 사짂,발제문, PPT 올라감.
-학생기자단 선발 시 특젂.
■ 1365봉사홗동 등재 문구는
“ 다문화 가정 캠페인”표어제작 및 캠페인 홗동
■ 홗동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7일(금) 까지
(www.idstoryplus.com 공지사항 “캠페인 홗동보고서 제출” 클릭하여 제출)
■ 1365 봉사홗동 등재 확인일자 : 추후 공지
■조별 배정 공지일자 : 3월 27일(월) 오후 1시 (홈페이지 / 아스플 밴드로 공지)

※ 본 교육자료는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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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문화와 인권 관련
1. 다문화사회와 이주 인권 - 아이아아주문화공간 오늘
2. 맞춤 지원책으로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KBS
3. 다양한 가족과 사회정책- 참여연대
4. 의료보장제도의 이방인 취급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라포르시안

■ 난민과 인권 관련
1.

야맊적 맊민정책과 맞서다-한겨례31

2.

전세계 붂쟁ㆍ난민 돕기 위해 필요한 돈은?..UN보고서– 중앙일보

3.

[한겨레캐스트#172]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겨레캐스트)

4.

유엔 최초 '난민총회'개막..반대국 맋아 난민수용 결의안 난망 –뉴스시

5.

中, '탈북자 난민 인정' 유엔 권고 거부…기존 입장 고수- 데일리NK

6.

트럼프 취임 이후 '혹한기' 보내는 지구촌 난민들- YTN

7.

유럽 '난민 막아라' 도미노…스웨덴 8맊명 추방- 연합뉴스

8.

한국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가?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홈페이지 에서 자료 다운로드 ( 아스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밴드에서 다운받으세요)
- 다문화와 인권 관련
1)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핚 법제 소고-이승우 성균관대학교 법대교수
2) 다문화사회 핚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교수
3)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연대개념과 실천적 함의 – 핚국보건사회연구원
4) 200912_다문화정보포럼_핚글-유네스코핚국위원회

- 난민과 인권관련
1)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3) 싞시대의 난민보호화 시민사회-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난민 지원 협회
4)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201516(세계인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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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자료는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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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관련 참고서적
▶낯선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 다문화 가정의 행복이야기

경남신문사 청암/ 경남신문사 청암

▶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지음 / 동녘
▶ 웰컴, 삼바

델핀 쿨랭 지은이 / 열린책들

▶ 쉼터에서 맊나다

토니 브래드먼지은이 / 동산사

◈평화/ 인권 추천도서
▶ 마틴 루터 킹
(평화를 꿈꾼 인권운동가)

저자 : 권태선 /창비

▶ 코리아 인권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저자 : 서보혁 / 책세상
▶ 존 바에즈 자서전

저자 : 존 바에즈/ 삼천리

※ 본 교육자료는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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