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ARF [아야-프]

Asia Young Activist Researcher Fellowship
미래 권리를 위한 실험과 전환의 플랫폼
한국, 서울에서 10일 레지던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 2020.1.5.(일)∼2020.1.15.(수)
모집 : 2019.10.8.(화)∼2019.10.28.(월)
온라인 제출 : ayarf.net/apply

* 액티비스트리서처(Activist Researcher)란?
Activist Research는 활동과 연구의 경계를 넘어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 과정, 현장 지식, 결과를 공유하는 다
른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행
Activist Researcher는 사회이슈를 발굴하고 사회 문제를 정의하여 그를 해결하고자 하는 액션으로 옮기고 이를
연구 결과물로 정리하고 확산시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청년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 커뮤니티, 사회,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나와 사회를 분리하거나 압도당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도전과제의 복잡성과 시스템의 구조를 읽어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청년 액티비스트리서처
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 주체
청년은 미래 시대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실현할 주체입니다. 청년은 기존 사회규범에 도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역할 해 왔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는 사회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
다. 이것이 청년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현재 정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청년이 대상화 혹은 소비자화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과소평가되는 사회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청년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청년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내려졌습니다.

미래는 여기에
오늘날 사회가 가진 복잡다단한 이슈가 위기로 직결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국경이나 경계 중심의 권리와
규칙을 넘어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YARF 개요
AYARF 프로그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개인 또는 모두 함께 경험하는 심화된 발견 프로세스를
통해 아시아 내 도시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다음으로는 공감, 소통 및
확산이라는 방향을 통해 개인 및 공동의 활동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 AYARF 프로그램은 아시아 청년 모두에게 열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들의 자격을 학력이나 직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AYARF 취지를 반영하여 개인이 가진 서사, 활동의 내용,
개인 및 활동의 성장에 대한 의지와 태도, 잠재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 액티비스트리서처에 대한 지원자 각자의 개념 정의를 존중합니다. 액티비스트리서처에 대한 확립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연구, 활동, 커

뮤

니케이션 3가지 영역으로 설명하며 액티비스트리서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AYARF 프로그램은 펠로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자기 발견의 과정을 거치
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지 지원서에서 보여주세요.

행사 세부내용
○ 기간 : 2020.1.5.(일)∼2020.1.15.(화)
○ 장소 : 서울혁신파크 및 서울 일대(영감을 주는 주말여행 계획 중)
○ 주요 참가자 : 펠로우 20명 / 강연자 및 교장단 15명
* 펠로우 기본 요건
- 나이 : 1986년 1월 16일∼2002년 1월 5일 사이 출생(만19세∼34세), 부모 동의 및 동행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한 청년
- 국적 및 거주지 : 아시아 내 테러 및 전쟁 위험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및 도시
※ 아시아는 5개 지역 중앙/동/남/동남/서아시아를 의미
- 과제 : 청년과 지구/자연, 청년과 기술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 자신의 관심분야가 이들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서술 할 수 있음
- AYARF 내용 및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연구 내용 및 결과물을 최대 3개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양식은 글이나 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제출(총10M 미만의 문서나 링크를 통해 동영상 공유)
* 주요 선발 일정
- 지원서 제출 : 2019.10.8.(화)∼2019.10.28.(월)
- 온라인 화상인터뷰 : 2019.11.1.(금)∼2019.11.14.(목) 중 1회
- 선발 결과발표 : 2019.11.15.(금)

펠로우 참가 혜택
○ 3일 프로그램으로 AYARF 패컬티가 연계한 급진적인 스피커들과 영감나누기
○ 3개 장소에서 펠로우의 활동/연구를 촉진
○ 4일 서울에서 자유연구(펠로우 희망 방문지 섭외, 작업공간 및 일비 제공)
○ 펠로우의 프로보케이션(작업) 세계에 확산
○ 강연자/교수진과 일대일 상호작용
○ 왕복 항공권, 프로그램 기간 숙박 및 식사(2020.1.4∼16)

○ 타임테이블

○ 교장단 및 강연자

디지털 기술과 시민권(Citizenship)을 결합한 급진적 미래 거버넌스 주창자
컴퓨터 언어인 펄(Perl)과 하스켈(Haskell)을 활성화시키고 댄 브릭린(Dan
Bricklin)과 협력하여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시스템인 이더캘크(EtherCalc)를 만
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만 국가 개발 위원회의 공개 데이터위원회와 K-12
커리큘럼 위원회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활동했고, 대만 최초 E-규칙제정
(e-Rulemaking)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애플과 함께 컴퓨터 언어학,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군중
오드리탕(확정)
대만 디지털특임장관

어휘학, 사회관계 디자인 분야의 컨설턴트로 일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정부를 농락하라'는 요구와 함께 시민사회를 위한 도구 조성에
주력하는 활기찬 공동체 고브제로(g0v)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국 첫 온라인 공론장 '아고라'부터 플랫폼 '빠띠'까지, 기술+사회혁신의 실험가
인터넷을 통해 평화롭고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진 사
회 사업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2016년에는 미디어 다음에서 프로젝트 매
니저와 개발자로 일했고 토론 커뮤니티를 위한 미디어·커뮤니티 플랫폼 '아고라
',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블로거 콘텐츠 유통 채널 '블로그어 뉴스'를 만들었
다. 사회 및 비영리 분야인 '슬로워크'를 위한 디자인 및 디지털 솔루션 회사를
권오현(확정)
슬로워크, 파티 창안자

설립, 최근에는 '빠띠'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새로운 협
력 방식의 민주주의 운동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광장에 함께 모여 있지 않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를 생각하
여, 시민들이 쉽게 모여 이슈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미디어
-시민의 결합 모델을 만들었다.

기후위기에

해법을 찾아 환경운동 현장과 정책, 정책과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액티비스트리서처
한국의 지역 및 도시 에너지 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녹색당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고 ‘원전하나줄이기’ 집행위원회 상무위원을 지냈다. 미니 태양
광 시스템, 에너지 자립 마을, 서울판 사료관세, 서울 에너지공사 등 ‘원전하나
줄이기’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서로는 마을의 에너지가
우리의 희망, 햇빛과 바람 배양,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 전환도시, 그리고 "

이유진(확정)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서울의 도시 에너지 자율성을 위한 실험:원전하나줄이기(공동연구)"등 주요 연
구들이 있다.

다큐 ‘산호초를 따라서’ 의 주인공. 다이버이자 카메라맨으로
산호초를 기록하게 된 그가 맞이하게 되는 위기와 도전, 그리고 연대
잭은 하와이의 태평양의 파도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산호초에 대한 열정
을 갖게 되었다. 산호초에 대한 그의 열정은 틴스포오션스(Teens4 Oceans)와
뷰인투더블루(View Into the Blue) 전까지 4년 동안 해양 수족관 산업에서 자
리를 잡았었다.

볼더 콜로라도 대학에서 진화생물생태학 학위를 받았다. 물병

학자이자 오랜 스쿠버 다이버로서 그는 과학과 예술을 통해 산호 이야기를 전
잭커리 라고(확정)
산호초연구자·활동가

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인용 https://www.chasingcoral.com/the-team/#zackery-rago)

○ 파트너쉽
- 주최 :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연구원, 청년재단
- 협력 : 씨닷, 다크매터랩스, 서울혁신파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AYARF Secretariat
t. +82 (0)2 6238 6922

e. ayarf.seoul@youthhub.kr

w. www.ayarf.net

AYARF로부터 최신 뉴스와 알림을 받으려면 AYARF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메일에 등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