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15:00-19:00 세운홀

PCD@SEOUL
Processing Community Day in Seoul



행동지침 Code of Conduct

PCD@Seoul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의 행동지침을 따라주세요. 
  
이 지침은 PCD@Seoul을 진행하는 이들을 포함해 본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이 곳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나 어려움, 외모, 신체, 연령, 인종, 민족, 국적, 언어, 종교
로 인해 그 어떤 형태의 혐오나 괴롭힘, 폭력과 같은 불쾌한 경험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지침에 반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의 재량으로 제재를 받거나 행사에서 배
제될 수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세요.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말하기 전에 미리 고려해주세요.  

예의를 갖추어 주세요. 
의견이 충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마
세요. 참을성과 이해심, 배려심을 가져주세요.   

의식해주세요.  
당신의 언행이 우리가 만드는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각을 환영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행사에서 위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본 행사의 주최자나 다음의 메
일주소로 알려주세요. w.and.t.lab@gmail.com 

본 지침은 PCD팀에서 제공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Processing Community Day Code of Conduct  
    (page 5~10, https://tinyurl.com/y9w7wbbr), Dorothy Santos

이것만은 꼭 지켜요 !

https://tinyurl.com/y9w7wbbr
https://tinyurl.com/y9w7wbbr


일정

1. 시작(Welcome & introduction) 15:00 - 16:30 

• 주최자 소개(organizers) 

여성기술랩 - 전유진(Woman and Technology LAB, Youjin Jeon) 

서울익스프레스 - 홍민기(Seoul Express, Minki Hong) 

서울익스프레스 기술랩 - 이동훈(Seoul Express TechLAB, Donghoon Yi) 

• PCD 소개(What is PCD and PCD@worldwide?) 

PCD@LA 본 행사 리뷰(Review of PCD@LA 2019) 

PCD@Seoul 일정 안내(Schedule for PCD@Seoul 2019)  

• 참가자 소개(participants) + 티타임(Tea time break) 

2. 워크숍(Workshop) 16:30 - 18:00 

• p5 가지고 놀기                                                                                  

(Play with p5, beginner workshop example of Organizer’s Kit)  

• 다같이 드로잉 (Draw together, collaborative coding activity) 

‣ GitHub 링크 - https://git.io/fhHOG (대소문자 구분) 

3. 토론(Discussion) 18:00 - 19:00 

• 주제(topics)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을 배우는 법/가르치는 법                          
(How to learn/teach coding without using computer) 

‣ 차이를 인식하고 격차를 좁혀나가기                                                          
(One of topics in PCD@LA 2019 - ‘Accessibility, Disability, and Care’) 

‣ 코딩과 커뮤니티의 역할                                                                      
(What is the role of community for coding?) 

4. 마무리(Wrap-up) 

• 소감나누기                                                                                    

(Review PCD@Seoul and share opinions) 

• 향후 커뮤니티 계획하기                                                                    

(Discuss ways for the community to go forward) 

Schedule

https://git.io/fhHOG
https://git.io/fhHOG


WIFI Network: sewoonhall 

Password: 19672017 

PCD 
https://day.processing.org/ 

PCD@Worldwide 
https://day.processing.org/pcd-ww.html 

PCD@Seoul  
Feb 11, 2019 

세운홀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다시세운광장 하부) 
Sewoon Hall (159,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여성기술랩 & 서울익스프레스 기술랩 주최/주관  
Organized by W&T LAB and Seoul Express TechLAB 

Contact info 
W&T LAB (w.and.t.lab@gmail.com) 

 Youjin Jeon (jeonyou@gmail.com) 

Seoul Express (http://seoulexpress.kr, seoulexpresslab@gmail.com) 

 Donghoon Yi (icq4ever@gmail.com) 

 Minki Hong (minkifilm@gmail.com) 

West 207 Sewoon Makers' Cube 157, Eulji-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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