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lobal LYNCs
Project

GLOBAL LYNCs - LINKING YOUTH THROUGH NET CONNECTIONS

21st Century Classrooms
Developing intercultural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s is an essential part of
living with others in the diverse wor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Intercultural
Capability in the Victorian Curriculum assists young people to become responsible
local and global citizens, equipped for living and working together in an
interconnected world.

Welcome to a project that explores the potential of free technologies
supporting communications between schools in Victoria & Daegu
South Korea.
•
•
•
•
•
•
•

Teachers working with teachers
Base language for the exchanges is English (but we hope you will learn some
Korean too!)
Shared support with resources and technology
Bi-lingual project blogs & Newsletters (Korean & English)
Cross curricular content focus
Regular engaging telecommunications between classrooms
Building strong, sustainable partnerships

'The Global LYNCs project provides authentic learning opportunities for
schools while promoting global citizenship through engaging students in
multicultural curriculum based activities.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gain a sense of Australia's and Korea's role in the global
community.'

The MOU between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South West Victoria Region of Victoria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호주 남서부 지역 빅토리아주의 MOU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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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교실

문화간의 지식, 기술 및 이해는 21 세기에 다양한 세계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 가
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빅토리아주의 교과과정 중 ‘Intercultural
Capability’는 젊은이들이 지역 및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상
호 연관 된 세계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와 한국 대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
의 잠재력을 탐험하는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사와 교사간의 협업
기본 의사소통 언어는 영어(한국어도 배운다면 좋겠죠!)
자료와 기술의 공유 지원
2 개의 언어로 운영되는 블로그와 뉴스레터(한국어와 영어)
문화적 연계내용에 초점
교실간의 정기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글로벌 LYNCs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다문화적 교과과정에 기
반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동안, 진
정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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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wareness’ is soon to be part of the Pisa
international testing.
Victoria, the Education State is equiping every child with the skills and
understanding for the jobs of the future building the resilience, creativity and
well- being needed in contemporary life.
A global outlook is now fundamental to student endeavours.
Many Victorian schools have eagerly embraced opportunitie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others are at the early stages. The challenge is
how to ensure these international activities are strategic, integrated and wellimplemented so as to deliver global competencies for all students.
The 2015 World Education Forum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reaffirmed that
education is essential for peace, tolerance, human fulfil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nine pilot countries involved in a
UNESCO pilot project to enhance the capacity of teachers to transmit
appropriate and relevant knowledge and skills about global citizenship, update
curricula and learning materials, and increase school leadership to suppor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ESCO has taken up the challenge to promote global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in view of
current trends, events and turmoil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and interconnected world. An
education that can inculcate respect for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social justice and diversity is
critical for developing citizens who possess desirable values, knowledge and skills to ensure
inclusive, peaceful and sustainable societies.
http://www.unescobkk.org/education/teacher-education-and-training/gced/

“The lesson [Chelsea Primary School] did with Saeron Primary was on the news in Korea... It is a really big thing
in Korea and the Global Lyncs lessons seem to have the biggest spotlight in Korean education industry. Enjoy
the videos! ” - Sarah Park, Korean teacher, Chelsea Primary School Victoria.
First video: A Science lesson, explaining the reasons for time and seasonal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ies.
Second Video: Learning about traditional music.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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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식’이 피사 테스트에 조만간 포함될 예정.
(빅토리아) 현 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이 현대생활에 필요한 회복력과 창의성 및 행복을 쌓아나가면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기술과 이해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 안목은 이제 학생들이 노력해서 얻어야 할 근본적인 것이다.

다른 이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빅토리아 학교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기
회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활동이 전략적 및 통합적이며 잘 구현되도록 어
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과, 모든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 교육 포럼을 통해, 교육은 평화, 관용, 인간 성취 및 지속 가능한 발
전을위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9 개 시범
국가 중의 하나이며,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민에게 적합하고 관련 지식된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며,
교과과정과 학습자료를 업데이트 하며 국제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리더십을 증진시키
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점차 세계화 되고 상호연계 되는 세계의 현재동향, 사건 및 혼란의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글로벌시민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해왔다. 인권, 양성평등, 사회 정의와 다양성에 대한 존경을 심
어주는 교육은, 포괄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 및 지식과 기
술을 가진 시민을 양성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http://www.unescobkk.org/education/teacher-education-and-training/gced/

최근 한국 방송에서 취재한 글로벌 LYNCs. 아래를 클릭하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동영상: A Science lesson
두번째 동영상: Learning about traditional music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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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YNCS in 2016 // 2016 년 글로벌 LYNCs
We are recruiting new schools from Victoria and Daegu to join the project.
본 프로젝트에 참가할 빅토리아주와 대구의 신규 학교를 모집합니다.

If your school is interested in more information or joining please contact us.
귀 학교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참여를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Victoria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빅토리아주: Jo Tate
tate.joanne.e@edumail.vic.gov.au

•

Daegu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 대구: Keong Ku (구경연)
globallyncs@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 상세정보:
English language // 영어 - http://globallyncs.global2.vic.edu.au/
Korean language // 한국어 - http://globallyncskorean.global2.vic.edu.au/

Global LYNCs provides endless classroom possibilities.
글로벌 LYNCs 는 교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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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YNCs Classroom // 글로벌 LYNCs 교실

Professor Ku from Daegu visiting a
Victorian partner school in 2015. 빅
토리아주의 파트너 학교에 방문한 구
경연 교수.

Scarlett and friend of the project,
Blair Williams Aussie Korean TV
celebrity. 스칼렛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한국 방송인, Blair Williams.
Global LYNCs classrooms using free
Stellarium software and sharing a
Google Doc Spreadsheet. 스텔라리
움 소프트웨어(무료)와 구글문서도
구를 활용하는 글로벌 LYNCs 교실 .

Global LYNCs teachers develop and
share a range of classroom resources.
글로벌 LYNCs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자
료를 개발하고 공유합니다.

What's Blinky Bill doing in Korea? Join the project to
find out! 블링키빌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알아보세요!

2014 IMS Learning Impact Awards Finalist
2016 IMS Learning Impact Awards National Regional 3rd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