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O 2018 하반기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모의유엔 사무국입니다.

KIMO (KIC Model UN Secretariat Outreach Partnership & Education) Program 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모의유엔 사무국과 중고등학교 모의유엔 동아리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중고등학교에서의 모의유엔 동아리 설립 및 대회 개최
지원과 둘째, 주기적인 UN 및 모의유엔 교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의 유엔이 생소한 학생들에게 모의
유엔에 관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무국 주최 모의유엔 워크샵 및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 KIMO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유엔 동아리 혹은 사무국의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모의유엔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모의유엔 동아리 혹은 모의유엔 동아리 설립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 지원기간
하반기: 2018 년 9 월 17 일 ~ 9 월 30 일 (23 시 59 분 까지)

❏ 프로그램 내용
UN 및 MUN (모의유엔)에 대한 기초교육과 모의세션을 통한 주기적인 교육
-

매 수업마다 최대 2 시간 진행

-

하반기 (10~12 월 동안 진행)

-

1 분기 당 최대 4 번 수업

❏ 교육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용인)

❏ 혜택
1. 중, 고등학교 내 모의유엔 동아리 및 사무국 설립 지원:
학교 내 모의유엔 동아리를 설립하고 싶어 고민하는 학생들은 KIMO Partnership 을 통하여 동아리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유엔 동아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2. 주기적인 UN 및 MUN 오프라인 교육:
120 분 씩 진행되는 UN 과 모의 유엔에 대한 오프라인 기초 교육 및 모의세션을 통하여 모의 유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세션의 장소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입니다.

3. 교내 MUN 대회 개최 시 수상자에게 장학금 수여 (10%):
교내 MUN 대회 개최 후 수상자 10% 이내에게는 사무국 주최 대회 참가 지원 장학금이 수여 됩니다.
하반기 파트너쉽 체결 동아리에게는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의 참가 지원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 혜택 변동가능

❏ 조건
보증금 5 만원 제출 (프로그램 종료 후 반환)

하반기 파트너쉽 체결 동아리는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단체 신청 필수

❏ 지원방법
사무국 홈페이지 (www.kicmun.org)를 통해 KIMO 지원 서류를 다운 받은 후 이메일
(kicmun@naver.com)로 지원서 발송

이메일 제목: [학교명, 단체명] KIMO 지원서
예시) 00 고등학교_00MUN_KIMO 지원서

이후 KIMO 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담당자와 동아리 대표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학관 에
와서 모든 조항을 읽고 서명한 뒤, 전반적인 프로그램 스케줄을 계획 후 파트너십 효력 발생

모의 유엔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www.kicmun.org
이메일┃kicmun@naver.com
TEL┃031)201-2325
FAX┃031)201-2326
Facebook┃www.facebook.com/kimunsecretariat (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누르실 시 뉴스 및 업데이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Blog┃blog.naver.com/kicmun
카카오톡┃@kic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