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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화 아동의 스토리텔링 페스티벌"Islakwatsa "

제 회 키나미귄 어 내 생물다양성에 관한 어린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1 )

년 월2007 2

프로젝트의 목적■

제 회 까미귄섬 어린이 문화 축제와 제 회 예술의 달 행사를 진행함1 1

생태문화 관광지로 까미귄을 발전시키기 위해 생태문화 보전에 관한 가치를 증진시킴

키나미귄 어(Kinamiguin) 11)의 사용을 대중화함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어린이 그림사전 키나미귄 어 를 개발함( )

키나미귄 어 문화은행을 설립함

까미귄에서 아동친화 프로그램을 강화함

우리가 개발한 환경 문화 예술 교육 방식을 이동식 전시물인 이동식 교구자원 을, , " "

지역사회에 소개함

아동의 창조성을 증진시킬 재활용 교구를 개발함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전시패키지로 주요 내용은 까미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키나미귄 어에 대한 쇼케이스이다 는 까미귄의 풍부한 생. Islakwatsa

11) 까미귄 섬의 지방어(dialect)

에니그마타 창작집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주 까미귄 섬 소재( , )

Maria Rosalie Abeto ZERRUDO
Enigmata Creative Circ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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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다양성에 대한 현장 학습을 위한 야외 교실의 의미한다 이동식 쇼룸인. "Balay

는 우리 지방의 개 군 에서 주요 학교들과 마을회관에서 전Kinabuhi" 5 (Municipal)

시될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인 은 키나미귄어로 번역. "Dula sa Gabon"

된 후 사전 워크샵의 결과물인 동영상 슬라이드 비디오 영상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 ,

의 형식으로 전시될 것이다.

전체 기획전시와 워크샵의 작품들은 교육부와 에니그마타의 파트너쉽에 의해 실행된

까미귄지구캠프를 포함하여 에니그마타의 문화은행 내에 축적된 어린이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어린이들이 쓴 시는 키나미귄어로 번역되었고 또한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다. .

키나미귄에 관한 까미귄 공업 주립대학 내에서 생태관광을 연구하는 학생들(CPSC)

의 작품도 본 기획전시에 포함될 것이다.

이동식 멀티미디어 전시 및 상영은 안전하고 상호적이며 즐거운 키나미귄 방식으로, ,

생물다양성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해 학교버스를 이용한 아동들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

문화 여행이 일부 포함되었다 섬에서 아동들을 위한 생태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설. ,

치미술 그림 연극 시 쓰기와 같은 창작 행위들이 수행되었으며 우리는 섬의 생물, , , ,

다양성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차자료들은 후에 개군의 전시회의. 1 5

일부였던 연극작품인 의 소품으로 활용될 것이다"Dula sa Gabon" .

키나미귄어로 진행된 연극은 까미귄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 선물이"Dula sa Gabon"

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창작작품에서 우리가 강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바대로 문화와.

예술을 증진시킴으로써 키나미귄어를 대중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되살려주고자 했다 연극의 주요 등장인물은 이동식 설치전시의 일. "Balay Kinabuhi"

부였던 연성인 형들이 사용되었은데 주요 연성인형들은 창의력 증진 방식으로 까미,

귄의 멸종위기종을 재활용 물품을 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전체 스토리텔링 축제에 대한 다양한 기록은 수합된 후 생물다양성 키나미귄 그림<

사전 을 만드는데 활용되었다 이 사진사전은 키나미귄 비사야 따갈로그 영어로> . , , ,

된 첫번째 어린이 그림사전에서 다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개 바. 58

랑가이 내의 개 학교 주민 만명 아동 및 유소년 약 만명 에서 활용될 것이다72 ( 8 / 3 ) .

축제의 정점은 섬의 중심지인 맘바자오 읍내에서의 대형 전시이다.

프로젝트의 실행■

장소별 세부사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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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상영A. "Dula sa Gabon"

연극 상영은 년 월 일과 월 일 총 일 에 하"Dula sa Gabon" 2007 1 20-28 2 6-11 ( 15 )

루 평균 시간씩 에니크마타 트리하우스와 조각정원에서 이루어졌다4 .

전시장 개관B. "Balay Kinabuhi"

에 관한 워크숍은 국제적인 예술가인 알마 퀸토의 프로젝트인balay Kinabuhi

자연 과의 공동 워크솝의 결과물로 에니그마타 트리하우스 갤러리 년“Oikos ” (2007

월 일 와 까미귄 공립고등학교 까마귄 카타만 소재 년 월 일 에1 27-28 ) ( , 2007 1 29 )

이루어졌다 지구노래 와 이슬라 라는 영화가 메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클라. “ ” “ ” ,

우드 씨의 프로젝트인 어린이가 만든 어린이를 위해 만든 환경 영상 비디오 이야“ <

기해봐 도 상영되었다 후자는 까미귄 교육부와의 파트너쉽과 프랑스 의 패트리모니> .

상스 프론티에르의 후원으로 에니그마타 트리하우스의 갤러리와 야외 공간에서 2006

년 월 일간 상영된 바 있다8 23-30 .

전시C. Dula sa Gabon

예술의 달 월 행사 기간 중 다음의 프로그램에 대한 장소 제공이 있었다 관내 학교2 .

와 재단의 제안에 따라 년 예술의 달의 주제는CPSC 2007 “ni ng Sining, Yaman

이 되었고 주로 생태안내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대학 학년 학생들ng Lahi , CPSC 3

이 자원하여 연극 배우로 참가하였다.

전시는 관내의 대표학교 개 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각 학교는The "Dula sa Gabon" 8 ,

까미귄 섬 내 개 군에 산재하고 있다5 .

주요 활동2.

초기에 제안된 활동 중 일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감액된 비용으

로 실현되었다.

워크숍과 시연A. "Dula sa Gabon"

연극 워크숍과 시연은 스토리텔링 축제의 메인행사이"Dula sa Gabon" Islakwatsa

다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참여자도 리허설과 공연에 참여가 가능했던 소속의. , CPSC

청소년 자원활동가들로 제한되었다 관객이었던 초등학생들은 축제에 몰두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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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의 학생들을 연속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었다 워크숍은 제한된.

시간 내에 양질의 결과를 위해 오직 워크숍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행해졌다.

전시 실시B. "Balay Kinabuhi"

연성 조각과 태피스트리 워크숍은 토양 물 대기의 치유 를 목적으로 하는 생“ , , ” “

태계 자연 워크숍의 일부이다 본 워크샵은 알마 퀸토를 감독으로 교육부와 에니크” .

마타가 공동으로 조직하였다.

교실에서의 생물다양성 미술 교육

년 월 일 월 일2007 1 27 - 3 17

행사 요약I.

까마귄의 교육부는 에니그마타 창작 집단과의 파트너쉽 하에 까미귄 섬 내의 모든 공

립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생대표들을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YES-O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은 학생들이 필리핀의 생물다양성 특히 까미귄 섬을. (

중심으로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청소년기 동안 학생들의 환경 책임감)

과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예능 매체를 활용한.

현재의 환경상황에 대한 평가 아동의 참여 책임있는 관리정신 을 위한, , (stewardship)

행동계획 등은 상호적인 학습을 통해 증진되었다 즐거운 학습경험은 쉽게 책임감의.

지표가 되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법과 도구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이어지고 있

다.

본 보고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수행된 활동들로부터 관점과 학습을 제공하며 더불어

이상의 활동을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 제언과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참가자들II.

사전 워크샵은 개 군 내 개 학교에서 수행되었고 총 참여학생은 약 명이다5 40 2000 .

맘바자오 군 개 학교 마히노그 군 개 학교 구인실리반 군 개 학교: 16 / : 8 / : 2

사가아 군 개 학교 카타만 군 개 학교: 5 / : 9

두번째 사례



- 212 -

워크샵III.

워크샵은 근대적이고 대중적인 예술 매체에 의해 촉진되었다.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

어린이 GAME

지역사회 조형하기 및 자연유산 보호하기

대중매체를 통한 에니그마타 생물다양성과 미술교육

프로젝트 명

어린이 를 통한 지: GAME(Grassroots Advancing Multi-Media Eco-education)

역사회 조형하기 및 자연유산 보호하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어린이 예술교육에서의 전진 어린이의 문화 이야기 축적하기( ). ,

교실을 활성화하기 생물다양성 보존과 문화 재생을 위해 지방어인 키나미귄 어를, " "

활용한 교구자원을 토착화하기

프로젝트의 배경 어린이들의 세계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교육: .

시키는 것은 창의적인 환경 내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개별화된 인간적 접촉의 가치를 잃어버,

린다면 기술를 활용한 교육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토리는 어린들. ,

이 자신의 문화와 재접속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달성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우리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의 전통을 복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내재된 환경 및 문화 보존에 관한 살아있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총

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자 한다.

섬의 교구자원과 멀티미디어 기구들이 제한된 까닭에 프로젝트를 갖춘 학교는(LCD

개교에 불과함 어린이의 가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데 심지72 ), 90% ,

어 대부분의 학교는 여전히 컴퓨터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상영이나 예.

세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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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영화 페스티발은 어린이들이 사면의 벽 넘어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제공하

는 것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환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까미귄주 교육부와 까미귄 기술주립대학 과의 파트너쉽에 따라 에니그마타 창(CPSC) ,

작집단 이하 에니그마타 은 지난 월에 개최된 예술의 달 기념행사 의 부문( ) 2 <2007 >

행사로 키나미귄어를 활용한 어린이 생물다양성 스토리텔링에 관한 행사를 추진하였

다 공식적인 행사명은 생태문화 어린이 스토리텔링 페스티발 으로 본. “Islakwatsa " ,

행사는 문화예술 국가위원회 의 후원을 받았다 본행사는 라(NCCA) . "Dula sa Gabon"

는 연극공연이었는데 주 동안 개 군의 개 학교에서 총 차례의 공연을 실시하, 2 5 40 9

였으며 총 관람자는 교사학생 포함 약 여명이었다 동 행사의 도입 단계에서 국, 800 . ,

제 어린이 스토리텔링 페스티발 중 두 개의"Tell Me a Story Mr. Cloud Project"

프로그램이 상영되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패트리모니 상스 프롱티에르.

가 후원한 그리고 이동 전(Patrimoine Sans Frontieres) . "Earth Song and Isla".

시기획이었던 재활용품을 활용한 연성 조각들과 태피스트리 작품인 "Oikos Natura".

까미귄 섬까지의 이동에는 후자의 운반에는 즐거운 집 팀의 도(House of Comfort)

움이 있었다 이상의 예술적 출발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섬의 생태문화 보존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교실 안팎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다양한,

청중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까미귄 섬은 세계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심지.

로 주요한 생태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지지만 역시 환경약화는 피할 수 없(epicenter) ,

는 흐름이다 우리의 자연유산 보존과 섬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역동적인.

수단은 바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해제 이 프로젝트는 토착화된 이야기 책 단편 영화 키나: , , BACK-UP(

미귄어 사용자를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어린이 그림사전 의 출판등과 같이 다양한)

교구자원을 개발하는 일련의 창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은 어린이. BACK-UP

용 그림사전으로 키나미귄어 비사야어 따갈로그 영어 버전으로 인쇄되었다 이 교, , , , .

구자원들은 향후 섬 내의 개 바랑가이의 개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대중매58 72 .

체가 어린이들의 삶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에 어린이 환경예술 영화 페스티발

은 주류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어린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CAFFE) TV .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재활용품 헌옷 비닐봉지 캔 을 활용한 여행자용( , , )

기념품 개발이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소규모 창업 프로젝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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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주도되었다 아이들의CHILD(Creative Home Indigenized Local Designs) .

작품과 이야기는 쇼룸인 에BIO(Biodiversity Island’s Original) "Balay Kinabuhi."

서 상영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까미귀 섬 내 아동용 프로그램의 강화 지역공동체의 가치 심화 창의적인 지역창, ,●

업을 통한 생태문화 보존에의 참여

교실과 지역사회를 환경친화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다중 매체 교구들로 활성,●

화시키기

교실교육을 위한 키나미귄 어로 된 다중매체 그림사전과 비디오 애니메이션의 개●

발 내용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것임( )

영화만들기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을 대중화하고 생물다양성의 맥락에서 영화 평●

가하기

까미귀의 멸종위기 종과 생물다양성을 보여주도록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창의적 재활용 기업 창업하기

어린이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 또한 지역사회 어린이 박물관으로 기능할●

전시장을 섬 안에 만들기

목표 대상 : 어린이 명의 초등학생 청소년 명의 고등학생 지역(11,6868 ), (5,743 ),

교사 명(492 )

제기되는 이슈 :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 보존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

경 및 문화보존을 옹호

프로젝트 실행장소 : 개군 개 바랑가이에 소재한 까미귄 주 교육부하의 개5 58 72

학교 주요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시연 전시 연극 순회공연 영화 상영 양방향 워. , , , ,

크샵 등임 에니그마타는 교육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까미귄 주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과 상시적으로 협의한다.

프로젝트 기간 : 단계 한 학교 년 월 년 월1 - - 2007 6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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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대효과 : 이상의 통합적인 프로젝트는 생물대양성 보존이라는 까미귄

섬 생태문화 관광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제안된 세심한 생태문화적 경험이

다 본 프로젝트의 가장 주된 수혜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

연다는 점에서 이것은 인생에 남을만한 투자이다 우리가 훌륭한 어린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훌륭한 미래도 가능할 것이다, .

현시기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지금까지 까미귄 섬에서.

문화행사나 본 프로젝트가 시연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적 자극 어린이 문화 스토(

리 축적 교실 활성화 키나미귄어를 활용한 교구자원 개발 각종 공연 전시 등 등 은, , , )

없었다 우리는 청중을 관객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 어린이들은 키나미귄어를 자랑스. , .

러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나미귄어로 된 생물다양성 그림사전과 같은.

교구자원은 토착어 사용을 대중화하려는 많은 학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척적인 사업

이다.

전시장은 관광객과 방문자들에게 살아있는 지역사회 경험을 매개하게 될 것이다 아.

동들에게 환경을 위한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자기 언어로 표현케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동시에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하는 창업

활동도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의 능력과 기술을 조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치있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백화점식 패키지로 된 전문가들과,

열정적인 운영자들의 도움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조건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조형하기는 단순히 돌이나 나무 조각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과제이다 기술.

에 대한 접근 재능에 대한 접근을 돕고자 하는 열정과 의도들은 또한 예술가들과 예

술 애니메이터들의 삶에 만족감을 제공했다 인생에서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과 연계되듯 순차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또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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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및 중등학생을 위한 생물다양성 예술영화 페스티발

(2007. 9.13-14)

행사 개요I.

까미귄은 개발의 압력에서 벗어난 섬으로 섬은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추

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대중매체를 활용. ,

한 창작교육이 가능하다.

마라위주립대학 문화담당자인 노엘 와 에니그마타는 학생들을(MSU) (Sonny Noel)

위한 생물다양한 예술영화 페스티발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가 후원하는 민다나. MSU

오 내 세계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환경이슈 가치 형성 문화 예술과 관, , , ,

련된 여개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 노엘씨는 영화상영을 위해 프로젝터100 . LCD

와 플레이어도 제공하였다DVD .

에니그마타는 개군 내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영화상영을 계획하였다 시간과 자원의5 .

한계로 일부 학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선정학교는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학교들이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사용이 어렵거나 음향시설 불량등의. LCD

기술적 제한이 있기도 했다 이것은 첫 번째 실험으로 차후에는 적합한 기술적 지원.

및 장소섭외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상영일정은 기술적 요구조건과 운송비용등을 고.

려하여 결정되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화는 <Colours of Paradise>, <God’s Must be Crazy>,

등이었다<The King of Masks>, <Whale Rider>, <Two Brothers> .

영화 상영 뒤에는 참가자와 운영자들 간에 영화상영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짧은 토론이나 의견교환 뒤따랐다 특히 관람객이 많은 경우 교사들과의 토론은 유. ,

의미했다.

참여학교II.

본 프로그램은 까미귄 내 개 군의 개 학교가 참여했고 총 참가자수 명 학5 18 , 2,278 (

생 및 교사 포함 이었음) .

맘바자오 군 개교: 2

네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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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히노그 군 개교: 4

구인실리반 군 개교: 6

사기이 군 개교: 2

카타만 군 개교: 4

.

아시아 생태평화 여행2006-2007

제천 간디학교

프로그램 담당 임영신 평화운동가 이매진 피스: ( , : http://www.imaginepeace.or.kr)

로잘린 아베토 제루도 에니그마타 창작집단 필리핀 까미귄섬( , )

후원 까미귄 주 교육부:

필리핀 문화교류 프로그램 평화여행2007 ( )

프로그램 개요1.

프로그램 명 필리핀 생태문화 교류 프로그램a. : 2007

프로그램 주관 제천 간디학교b. :

참가자 제천 간디학교 학년생 명c. : 4 18

프로그램 운영진 간디학교 교사 인 써니 상미 이매진피스팀 민다나오 프d. : 2 ( , ), (

로그램 담당 에니그마타 예술가들),

방문지 루손섬 마닐라 다스마리나스 불라칸 클락 팜팡가 수빅 올롱가e. : ( , , , , , ,

포 딸락, )

비사야스 바콜로드 두마게떼 보홀( , , )

민다나오 까미귄 까가얀 데 오르 부키드논 다바오 코타바토( , , , , )

프로그램 파트너이매진 피스 한국 평화운동조직 마닐라 청소년 센f. : ( ), NGO

터 민다나오 평화만들기 민다나오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카톨릭구제서비스 까, , , ,

미귄 주 교육부 아니모 인형극장 보홀 농아학교 프레다 재단 에르다 재단, , , , ,

크리브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 공정무역관련업체 니그로스 포레스트 에니, ( ), ,

다섯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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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타 창작집단

프로그램 기간g. : 2007. 8. 29-11. 24 /11.25-12. 4

프로그램 목표2. (goals)

타문화 이해력과 수용력 증진

필리핀의 다양한 의 활동 경험하기NGOs

같은 아시아인으로써 필리피노들의 문제와 어려움 공유하기

자원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인생의 가치 정립하기

프로그램 목적3. (objectives)

필리피노와 필리피노의 문화를 이해해 보자

현장을 경험하고 한국 필리핀간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자

의사소통 기술로써 영어 배우기 통해 자신감을 증진시키자

아시아 청소년과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보자

민다나오 예술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평화의 즐거움을 경험하자

아시아의 생태평화운동을 경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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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kwatsa Eco-Cultural Kids Story Telling Festival "
(A Contemporary First Kinamiguin Biodiversity Childrens’s Arts Story Telling
Festival)
February 2007

Objectives of the project

1. To conduct the first Camiguin children’s art festival and the first February Arts Month

celebration in the island

2. To strengthen the values in eco-cultural preservation in the promotion of Camiguin as

an ecotourism destination

3. To popularize the use of Kinamiguin language

4. To produce a biodiversity children’s pictionary in Kinamiguin language for Department

of Education

5. To establish cultural banking for Kinamiguin language

6. To strengthen advocacy for child-friendly programs in Camiguin

7. To expose the community to a mobile resource material as the output of the mobile

exhibit as our way of educating the people about environment, culture and the arts

8. To explore product development out of recycled materials for creative enterprise for

children

I am the Change I want to see happen

in my universe…

Maria Rosalie Abeto ZERRUDO
Enigmata Creative Circ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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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he project

The proposed project is a package of multi-media interactive exhibit/ showcase of

Camiguin biodiversity in Kinamiguin Language. Islakwatsa is a concept of outdoor

classroom for on-site learning about the rich biodiversity of Camiguin. A mobile exhibit

"Balay Kinabuhi" will be showcased in five 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 in major schools

and town centers. A biodiversity story "Dula sa Gabon"will be translated in Kinamiguin

and will be showcased in a multi-media form and slides or video presentation and using

digital animation as an output of the previous workshop.

The whole showcase/ production would include some of the previous works of children

accumulated in Enigmata’s cultural bank including the previous Camiguin Earth Camp

conducted by Enigmata in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ost of the

children’s poetry will be translated into Kinamiguin and the multimedia production. CPSC

Ecotourism Students’ research on the Kinamiguin composeros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showcase.

The mobile multi-media exhibit will be done as part of the biodiversity eco-cultural tour

of the children aboard a school bus for an on-site learning on biodiversity in a safe,

interactive fun Kinamiguin way. During the eco-kids tour of the island, creative activities

such as installation art, paintings, theater and poetry will be conducted as we draw

inspiration from the biodiversity of the island. The raw materials will later be mounted

into the whole "Dula sa Gabon" theater production as part of the showcase in five

municipalities.

"Dula sa Gabon" animation/ theater production in Kinamiguin is a gift to the children of

Camiguin to popularize Kinamiguin language and to bring back the pride of the community

as we promote culture and arts as our highest expression as we bring out the creativity of

children. The main characters of the stories will be mounted in soft sculptures a part of

the "Balay Kinabuhi"mobile installation exhibit using recycled materials which will feature

soft sculture installation of Camiguin endangered species as a way of creativ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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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e documentation of the entire story telling festival will be consolidated to produce a

Biodiversity Kinamiguin Pictionary that shall be mounted as the first children’s picture

dictionary in Kinamiguin, Visaya, Tagalog and English Language. This resource book can

later be used in 72 schools in 58 barangay with around 80,000 residents with more or

less 30,000 children and youth. The culmination of the whole festival is a major

showcase in the main Mambajao town of the island.

ACTUAL IMPLEMENTATION

Description of the venue

Workshop and Mounting of "Dula sa Gabon"

The mounting of "Dula sa Gabon"theater production was done in Enigmata Treehouse and

Sculpture Garden for fifteen days starting January 20-28, 2007 and February 6-11, 2007

with four-hour a day practice.

Mounting of "Balay Kinabuhi" Exhibit

The balay Kinabuhi workshop was an output of the collaborative workshop with the project

of iinternational artists Alma Quinto "Oikos Natura" held at Enigmata Threehouse Galleri

on Jaunary 27-28, 2007 and Camiguin National High School Catarman, Camiguin on

January 29, 2007. The film "Earth Song" and Isla" as one of he main showcase of the

exhibit including the poems done during the Tell Me a Story Mr. Cloud Project "An

environmental multi-media video art film for children by the children"in partnership with

Department of Education, Camiguin and sponsored by Patrimoine Sans Frontiers, Paris,

France on August 28-30, 2006 in Enigmata Treehouse Galleri and outdoor locations.

Dula sa Gabon Showcase

During the February Arts Month, below are the schedule and venues of FREE

performances for DepEd schools and CPSC Foundation Day for the proposed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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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National Arts Month with the theme Ani ng Sining, Yaman ng Lahi with main

participation of third year CPSC Ecotourguiding practicum students as volunteer theater

artist.

The "Dula sa Gabon"showcase was performed in eight venues mainly in Department of

Education central school. in each of the five municipalities comprising Camiguin island.

Description of activities

Basing on the original proposed activities only a few were implemented considering the

budgetary constraints and based on the allowed expenses.

Workshop and Mounting of "Dula sa Gabon"

The theater workshop and the mounting of "Dula sa Gabon" was the main highlight of the

Islakwatsa Story Telling Festival. Due to the limited budget, the participants were also

limited to volunteer youth from CPSC who were able to adjust with rehearsals and

performances. It was realized that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so preoccupied

during the festivals and so we can only mobilized certain number of students as

participants. Workshops were conducted only to a workshop group for quality result in a

very limited time.

Mounting of "Balay Kinabuhi" Exhibit

The workshop venues for the soft sculptures and the tapestry was part of the "Oikos

Natura" workshop for "healing the soil, water and air" organized by Enigmata in

collaboration with Department of Education with Alma Quinto as artist facil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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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ART EDUCATION
in the CLASSROOM
January 27, 2006 to March 17, 2006

I. Executive Summar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istrict of Camiguin in partnership with Enigmata Creative

Circle, conducts biodiversity workshops using multi-media for YES-O student officers in

all the public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amiguin. The purpose of the workshops

are to enhance and increase the awareness of school children about the biodiversity of the

Philippines, especially that of Camiguin, and strengthen values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specially during their formative years. Using modern and popular art media,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situation and children’s commitments and

action plans for responsible stewardships are facilitated through interactive learning. The

fun learning experience is already an indication of responsiveness, and in addition

supporting methods and tools are being implemented for monitoring results.

This documentation report provides insights and learnings fromthe activities conducted with

the children,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action and guide for those who wish to

replicate the activity.

II. Participants

The preliminary workshop was conducted in 40 schools from five municipalities and around

two thousands students:

Mambajao - 16 schools

Mahinog - 8 schools

Guinsiliban - 2 schools

Sagay - 5 schools

Catarman - 9 schools

III. Workshop

Workshops were facilitated with the use of modern and popular ar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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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Network Asia
GAME for Children
Sculpting IslandCommunity and Protecting our Natural Legacy
Enigmata Biodiversity and Art Education through Popular Multi-Media

Title of the Project: GAME (Grassroots Advancing Multi-Media Eco-education) for

Children Sculpting an Island Community Protecting our Natural Legacy

(An extra-mile in Children’s Multi-media Biodiversity Art Education). Children’s

Cultural Story Banking, Animating Classrooms, Indigenizing Resource Materials using the

vernacular "Kinamiguin" Languag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cultural regeneration.

Rationale:

The world of children is animated and dynamic. Educating children needs a multi-faceted

approach in a creative setting. Technology has done wonders in the lives of people, but

the challenge lies in the context where we teach without loosing the value of personalized

human touch. For instance, stories are powerful tools in making children reconnect with

their culture and appreciation of their roots. We need to revive the tradition of story

telling where children are nurtured in a holistic way as they learn the living values of

environmental and cultural preservation in their own language with the use of multi-media.

Since the island has limited resource materials and multi-media equipment (such as only

one LCD projector is available for all the 72 schools), 90% of the children have no

access to multi-media and internet access not to mention that most schools do not have

computers. Activities like multi-media showcase and art film festivals can open new

windows for the children to see beyond the four walls, discover other cultures and other

environment.



- 225 -

Enigmata Creative Circle, Inc. (Enigmata), in partnership with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and Camiguin Polytechnic State College (CPSC) initiated the first contemporary

Kinamiguin Biodiversity Children’s Story Telling in the Island last February 2007 during

the February Arts Month Celebration entitled; "Islakwatsa Eco-Cultural Kids Story Telling

Festival" sponsor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featuring "Dula sa Gabon" theater production which was showcased nine times in two

weeks in all the five municipalities in over 40 schools, involving more than 800 DepEd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same event, an entry to the international children’s story

telling festival "Tell Me a Story Mr. Cloud Project" was shown in two parts; "Earth Song

and Isla"sponsore by Patrimoine Sans Frontieres, Paris, France. One colorful highlight

during this event was the mobile exhibit as an output on the recycled soft sculpture and

tapestry workshop "Oikos Natura" brought to Camiguin by House of Comfort. These are

some of what we have started which needs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In popularizing eco-cultural preservation in the island, there is a need to work on audience

development in a dynamic venue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Camiguin is one of

the epicenter of world’s marine biodiversity and being a growing ecotourism destin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inevitable. Educating the young is the most proactive

measure we want to reinforce in the preservation of our natural heritage and to sustain

the health of this island.

Project Description:

The proposed project is a package of creative processes in developing multi-media

resource materials like indigenized story books, short films, and printing of (BACK-UP)

Biodiversity Art Childrens’ Kinamiguin User-friendly Pictionary that shall be mounted

as the first children’s picture dictionary in Kinamiguin, Visaya, Tagalog and English

Language. This resource book can later be used in 72 schools in 58 barangays in the

island. Children’s Art film Festivals for Environment (CAFFE)can be a good alternative

venue from mainstream television since popular media has a very strong impact on the

lives of children. Another main component is product development out of recycled

materials like scrap clothes, plastic bags, bottles which can become souvenir items for



- 226 -

tourists in the island as part of local community Creative Home Indigenized Local Designs

(CHILD) enterprise project. The works and stories of children will be showcased in a

BIO (Biodiversity Island’s Original) Showroom "Balay Kinabuhi."

Objectives and Expected Output:

To strengthen advocacy for child-friendly programs in Camiguin and deepen community◆

values and participation in eco-cultural preservation through a creative local enterprise

To animate children’s classrooms and the community with environmental friendly and◆

culture-sensitive multi-media resource materials

To produce a biodiversity children’s animated multi-media pictionary coupled with a◆

video animation in Kinamiguin language for Department of Education classrooms

To popularize the use of media such as art film making and appreciation in the◆

biodiversity context

To develop creative recycling enterprise for children utilizing scrap materials to◆

showcase endangered species and biodiversity of Camiguin

To build an Island Showroom as part of creative enterprise for the works of the◆

children for display or for sale which will serve as the children’s community museum

Target Group(s):

Children, youth and local educators (estimate of 11,686 elementary pupils, 5,743 high◆

school students, Ecotour Students and 492 school teachers);

Issue(s) to be Addressed:

Strengthening advocacy in environmental and cultural preservation with childrens’ direct

participation in biodiversity and heritage conservation.

Project Implementation Site(s):

Multi-media presentations, exhibits and showcases, theater road shows, art film sh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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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ractive workshops will be done in all five municipalities, 58 barangays and 72

schools under Department of Education in Camigiuin Province, i.e. Sagay, Catarman,

Guinsiliban, Mahinog and Mambajao. Enigmata has a signed Memorandum of Agreement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which channels all programs and communication

through the office of the Schools Division Superintendent, Province of Camiguin.

Project Duration:

Phase 1 - One school-year June 2007-March 2008

Project Benefits and Impact:

This collaborative project is one of its kind and the first eco-cultural experience to

support the vision of a rich eco-cultural tourism in this isla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main beneficiaries of this project is theschool children and youth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is an investment of a lifetime in opening the minds of the

children. When we create wonderful children, then we have a wonderful future.

Popular media has a very strong impact on the lives of children.In Camiguin where there

are limited cultural events and concrete cultural development programs, initiatives like

Children’s Cultural Story Banking, Animating Classrooms, Indigenizing Resource Materials

using the vernacular "Kinamiguin" Languag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cultural

regeneration, mounting mobile exhibit/ showcase is a very valuable project for audience

development. Children will start to use Kinamiguin language with pride. A resource

material like the Kinamiguin biodiversity pictionary is a pioneering effort in this island

which will enrich all the DepEd schools as we try to popularize the use of the vernacular

language.

A showroom shall be the link to the real community experience with the tourists or

visitors. The creative enterprise is important in the tourism industry to generate

resources while children are given a voiceto express their visions and dreams for their

environment. This is a valuable process where local talents and skills are honed and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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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direct beneficiaries of this project shall be exposed to high quality learning

conditions with the help of experts and seasoned facilitators which is a one-stop-shop

package.

Sculpting Community is rather a more challenging task than just sculpting concrete or

wood. The long lasting impact can become intergenerational which shapes society in

general. The amount of passion and intention with the help of exposure and a dash of

talent is what makes the life of a development artist and biodiversity art animator more

fulfilled. It is making one’s life the greatest work of art that matters most, and so others

can be inspired to do the same.

BIODIVERSITY ART FILM FESTIVAL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eptember 13-14, 2005

I. Executive Summary

Camiguin is an island off the beaten tracks which makes it an advantage for its natural

biodiversity. One specific project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udents is creative

education through popular media.

Enigmata in partnership with Cultural Affairs Office of Mr. Sonny Noel in Marawi State

University (MSU) launched a biodiversity art film festival in schools. It was part of the

MSU world cinema project in Mindanaowhere they sponsored more than a hundred films to

choose from mostly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value formation, culture and the arts.

Mr. Sonny Noel provided the films including the LCD projector and DVD players.

Enigmata organized several film showing with specific schools in five municipalities. Due

to limited time and resources only a few schools in the most convenient geographic

locations were able to enjoy this opportunity. The logistical support were no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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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 in some areas when LCD is not available or sound system is not good. This is

the first experiment which we hope to improve given the proper logistical support and

appropriate venue. The proceeds of the show was used to cover logistical requirements

and transportation fees.

A few of the most favorite movies include; Colours of Paradise, God’s Must be Crazy;

The King of Masks; Whale Rider; Two Brothers, among others.

A short discussion or interaction happens after the film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facilitator which shows the impact of the movie on the students. In the case of a large

audience, a discussion with the teachers was helpful.

II. Participants

The biodiversity art film festival was conducted in 18 schools involving 2,278 students and

teachers

Mambajao - 2 schools

Mahinog - 4 schools

Guinsiliban - 6 schools

Sagay - 2 schools

Catarman - 4 schools

Inter-Asia Eco Peace Travel
2006-2007
Jecheon Gandhi School, Korea

Program Directors:

Lim Youngsin

Peace Activist

Imagine Peace

Peace Maker Network / www.imaginepe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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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osalie Abeto Zerrudo

Enigmata Creative Circle, Inc.

Camiguin Island, Philippines

In partnership with

Department of Education

Camiguin Province

2007 PhilippinesCulture Exchange Program

Peace Fair Travel

1. Program Profile

a. Program Title : 2007 Philippines Eco-Culture Exchange Program

b. Program Holder : Jecheon Gandhi School

c. Participants : Gandhi School 4th Grade Students (18 persons)

d. Facilitators : Teacher Sunny , Teacher Sang-mi , Imagine Peace team (only Mindanao

Program) Enigmata Artists

e. Program Location :

Luzon : Manila, Dasmarinas, Bulacan, Clark, Subic, Tarlac

Visayas : Bacolod, Dumaguete, Bohol

Mindanao: Camiguin, Cagayan de Oro, Bukidnon, Davao, Cotabato

f. Program Partners : Imagine Peace (Korean Peace Organization), Manila Youth NGO

Center Mindanao Peacebuilding Institute Mindanao Youth Artist Network Cotab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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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Center, Peace School Catholic Relief Services Department of Education, Camiguin

Animo Puppet Theater Bohol Deaf School PREDA Foundation ERDA Foundation CRIBS

Philippines Altertrade Corp. Negros Forest Enigmata Creative Circle

g. Program Timeframe : August 29, 2007 November 24, 2007–
November 25 December 4, 2007–

2. Program Goals

- To develop cap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other cultures.

- To experience activities of various NGOs in the Philippines.

- To share each other’s issues and difficulties with Filipinos as being an Asian as well.

- To be able to reflect on our lives through volunteer works and establish our values in

life.

3. Program Objectives

-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cultures and the people in the Philippines.

- To experience field exposures and develop projects that would help maintain const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Koreans and Filipinos.

- To enhance confidence through learning English as a communication skill.

- To develop good friendship with Asian youth.

- To experience joy of peace through the workshops with Mindanao local artists.

- To get exposure on eco-peace movement in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