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방일연수단 참가자 모집
제 4 차 21 세기 유스 조선통신사-평화로 가는 길
일
대
비

시：2016.8.19(금) - 8. 28(일) 9 박 10 일
(단 8 월 18 일 부산에서 집합. 부산에서 숙박:숙박비 우리단체 부담)
상：한국대학생 28 명(남녀 단원으로 구성. 한 대학교 당 1 명,일부 대학원생도 가능)
한국내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국적 소유자
용：선박,항공료, 일본국내 체재비 전액 일본정부 부담(단 한국내 이동 교통비 등은 개인 부담)

모집조건
1.

한일우호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2.

일본어 아니면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자.

3.

혹은 역할 담당(별첨 참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음주는 금지)

4.

하루에 10km 정도 걸을 수 있는 체력을 소지한 자에 한 함(전체 일정중 4 번)

5.

방일 경험(일본체재 3 개월 이내)이 없는 사람 우선.

(★주의: 과거 일한문화교류기금 등 일본정부초청사업 참가 경험자는 불가)
선발방식: ①신청서: file 명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명시(신청서,추천서 서류는 아래 메일로 요청할 것)
②소속 대학교의 담당교수 추천서(추천서는 면접 당일 원본을 제출 할 것)
③여권 복사(여권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참가 결정 후 제출 가능)
제 1 차 마감: 7 월 10 일(일) 12:00 까지 단, 신청자 선착순 50 명으모 신청마감
서류심사 합격자에 면접날 연락(７월 16-20 일 예정) .동의서 제출 – 최종결정
결과발표:

7 월 20 일 까지 내정자 발표. 연락 못할 때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통보

문의 및 신청서류 요청: keihyeja29@hotmail.com leemimi01@gmail.com (하나는 CC 로 2 개 메일으로)
“NPO 법인한중일에서 세계로”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단체
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21 세기 유스 조선통신사-평화로
가는 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에도시대(17C～19C) 때 공식적인 외교사절단으로 조선통신사가
12 번이나 일본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 조선통신사들의 걸었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10 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마도,새토내해,교토,시즈오카,도쿄에서 걷기를 포함해 역사,
일본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방문,기업방문등 최신 분야도 배우고 다양한
일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일 시민단체가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도록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르포그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올해는 더욱어 뜻이 깊읍니다. 한일간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겠습니다.
NPO 法人日中韓から世界へ 代表理事 牛尾恵子
事務局 〒350-1317 埼玉県狭山市水野 646－6
TEL: +82-42-957-1577
HP: www.wanjck.com
Facebook : wanjck

험한 하코네
옛길고개를
넘는다

후지산이 보이는
하이라이트 길
삿타고개
일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

한일고류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유스조선통신사로서 평화선언 메시지 전달

한일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유스조선통신사 행사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