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독주니어포럼' 참가 신청 안내
➢ 행사 취지
본 포럼의 목표는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한독주니어포럼'은 제18차 '한독포럼'과 함께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독포럼은 2002년 6월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양국의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주니어 포럼은 2012년 한독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양국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한독포럼과 함께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제8차 한독주니어포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포럼에서 다룰 양국관계에 관한 주제는 주관기관의 논의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한국측
참가자들은 포럼에서 선정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며, 참가자들의 대표가 그 결과를 한독포럼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한독주니어포럼은 총 다섯 개 주제의 분과세션이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 제8차 한독주니어포럼 일정
•

포럼 일정: 2019년 9월 13일 (금) – 9월 21일 (토)
◼

리더십 트레이닝 워크숍: 9월 13일 (금) – 9월 18일 (수)
* 9월 12일 (목) 인천-독일 이동 예정

◼

본 포럼: 9월 19일 (목) – 9월 21일 (토)

•

1차 예비 모임: 5월 25일 (토)

•

2차 예비 모임: 8월 (추후 확정)

•

참가자 후기 제출: 2019년 9월 30일 (월)

➢ 신청 안내
•

선발 인원: 25명

•

선발된 학생에게는 사전 준비과정 참여와 '주니어 포럼' 참가자격 부여

•

선발 학생 왕복 항공비 지원

•

선발 학생 중 서울/수도권 지역 외 거주 학생 대상 예비포럼 참석 교통비 지원

•

개최지에서의 공식 일정에 해당하는 숙소, 교통 및 식사 제공

•

'한독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만찬 및 문화 행사 참여

➢ 지원 자격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이하 (1983년 이후 출생자) 대한민국 혹은 독일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직장인

•

한국어 및 영어 또는 독일어 능력을 갖춘 사람

•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

두 차례의 예비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1차: 5월 25일, 2차: 추후 확정)

➢ 우대사항
• 독일어 가능자
• 과거 한독주니어포럼 참석자
• 소셜미디어 운영자

➢ 지원 방법
•

이력서 및 지원서를 마감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대표메일로 접수

•

대표메일: ewhapdc@ewha.ac.kr

•

마감일: 2019년 5월 10일 (금)

➢ 지원 서류
분류

내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및 전공 (또는 직장), 소셜미디어

이력서

운영 여부, 기타 활동 등
- 작성 언어: 영어 또는 독일어
(1) 자기소개: 한국어 500자 이내

지원서

(2) 토론하고 싶은 주제와 그 이유: 영어 또는 독일어 150단어 내외
(3) 분과회의 사용 언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중 택 1

※ 선발 완료 후 제출: 소속 기관 재학/재직 증명서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E-mail: ewhapdc@ewha.ac.kr / Phone: 02-3277-3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