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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 Newsletter is brought to you to appreciate your support in our actions !!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for any further information / question / support request. 

www.idream4all.org  
 

 
제 1회 I-Dream Day 개최 (2016년 2월 20일) 
 
I-DREAM Day is a gathering for all who shares the idea 
of Inclusive Development. 

I-DREAM Day는 동반성장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Our 1st I-DREAM Day in Paris was held on 20.02.2016. 2016년 2월 20일 토요일에 빠리의 첫번째 I-DREAM 
Day가 개최되었습니다. 

Members or not, all participants have actively participat-
ed in the seminar and discussion, where many presented 
why and how we need to pursue the Inclusive Develop-
ment. 

회원이건 아니건,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세미나와 토론에 참석하였고, 발표자들은 왜, 
어떻게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All are welcome the new members of I-DREAM, who 
signed up during this meeting. 

이번 모임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모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As announced, I-DREAM will organise a Youngsters' 
Appropriate Technology Camp during EKC2016 in Ber-
lin from 27 to 30 July 2016. 

앞서 공고를 한 바와 같이, I-DREAM 협회에서는 오는 
2016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EKC2016 컨퍼런스 기간 중에 청소년을 위한 적정기술 
캠프를 개최합니다. 

This camp is open for all Korean European Youngsters 
(age: 14 ~ 18). 
Those who wants to see what is Appropriate Technology, 
and what we can do for our humanity, as well as making 
friends from other part of Europe, it's you to come to this 
festival !! 

이 캠프는 유럽에 살고 있는 한인 2세들 (14살~18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인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캠프에 참가한 다른 
유럽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이 축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please contact us to organise an I-
DREAM Day in your locality.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지금 사시는 곳에서 I-
DREAM Day를 개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The registration is done through the EKC 2016 web site 
(www.ekc2016.org). 
Please don't forget to follow the link to "Science School - 
Appropriate Technology Camp" for registration. 

캠프의 등록은 EKC 2016 웹페이지를 통하여 받습니다 
www.ekc2016.org  
이 웹페이지에서 "Science School - 적정기술 캠프" 등록 
창구를 찾아주십시요. 

 
Please check our web site for more detailed infor-
mation…  www.idream4all.org 

 
자세한 내용은 협회 웹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idream4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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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건축팀 Africa Chad방문 (2016년 1월 14~19일)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I-DREAM 건축팀 3인 (이승호 건축사, 이인선 건축사, 현소영)이 부지 및 지역조사를 위해 
5일간 Chad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Chad 시내에 위치한 부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미팅 
및 컨퍼런스를 수용할 수 있는 Training Centre,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Guest House 신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문 기간동안 박근선 지부장님의 지원으로 부지측량, 지질조사,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점검, 지역 자재공급사 조사, 인근 
신축건물 견학, 자체제작 벽돌 강도실험, 현지 시공사 협의 등 건물 설계 및 시공, 적정기술 적용을 위한 제반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지원가능한 기술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raining Centre 및 Guest House 프로젝트는 2016년 5월 착공, 2017년 초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Chad 인근 생태마을 조성 프로젝트와 지역의 건축 방식을 도입한 $200 Micro House Prototype 개발에 대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 중에 N'Djamena 대학 총장단과 I-DREAM 건축팀 간의 협의가 있었으며, 
향후 지역개발 및 적정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좌]: Training Centre 및 Guest House 신축부지 측량, [우] Chad 인근 Raf Village 방문 중 벽돌 제작공정 견학 

 
2016년 2사분기 행사계획 
I-Dream 정기 회의 (짝수월 첫째 화요일 저녁 10시, 프랑스기준): 4월 5일, 6월 7일 
I-Dream 이사회 격주회의 (매월 1, 3주 화요일 저녁 10시, 프랑스 기준) 
건축팀 Training Centre 설계 완료 후 차드 방문 (날짜 TBD) 
튜터 준비모임 (1차): 4월 2일  
 
I-DREAM New Members (가나다 순) 
김영애 (2016.03): Roma, Italia 
김정모 (2016.02): Paris, France 
남정자 (2016.03): Athens, Greece 
손현숙 (2016.03): Roma, Italia 
심승자 (2016.03): Paris, France 
최병원 (2016.03): Paris, France 
한종엽 (2016.03): Athens, Greece 
 
I-DREAM Members 가입 방법 및 후원 안내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에서는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확정하고,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재능기부로 봉사하는 정회원 회비는 연 20유로 이며, 후원회원은 월 10유로 이상입니다. (2015-2016년 기준)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가입서와 회비 납부 정보는 http://www.idream4all.org/p/about-us.html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정모:  폴리테크니크에 석사 과정으로 프랑스에 오게 
되어, 최근에는 I-DREAM이라는 뜻깊은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태양전지 
분야와 관련하여, I-DREAM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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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Host:  동반성장연구회 I-DREAM, EKC 2016 
참가대상/Applicants: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청소년 (2004년 및 이전 출생자)   
 Korean Youth in Europe (Grade 7 or higher) 
행사장소/Venue:  Estrel Congress & Messe Center 
 Sonnenallee 225, 12057 Berlin, Germany 
참가신청/Registration: www.ekc2016.org  [Science School] menu (by 30th May 2016) 
참가비/Registration Fee:  10 Euros 
캠프 참가 및 자원봉사, 후원 문의 / Questions (camp registration, volunteer, sponsors):  idatcamp2016@gmail.com 
참가자 특전/Benefit:  식사 및 기념품, EKC 숙박 할인코드 제공 
 Meal and Souvenir, Hotel promotion code 
 
모든 참가자들에게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가 발행하는 캠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I-DREAM 동반성장 연구회는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과 외부 파트너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 자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4 년 4 월 2 일 프랑스 파리에 
협회등록을 한 사단법인입니다. 협회 활동 현황은 웹사이트 (www.idream4all.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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