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새로운 도전을!
비욘드 투모로우 친구들과 함께 올 여름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비욘드 투모로우 한국 서머 프로그램 2016
참가자 모집 중

한국 (서울・부산)
8월 17일 (수)～ 24일 (수)
한국과 일본의 현 사회 과제를 추출하고
그 해결을 위해 양국의 학생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이 숙식을 함께하며 활동하고,
쌍방의 이해를 높이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비 무료）
프로그램 기간 중의
숙박비•식비•교통비•각종 활동비는
주최 측이 부담합니다.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의 모델에 대해 배우고,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저희들은 비욘드 투모로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과제를 생각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한국인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고 서로 도와주며 반드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거로 생각해요. 또한, 참가한 두 나라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양국 간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佐藤迅(사토 슌)

도쿄 법률전문학교 센다이 교 재학

동일본 대지진 때 어머니를 잃고, 살던 집도 유실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자신의 탓이라
책망하며 살아갈 의미를 잃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4년 전에 비욘드 투모로우에 참가하여 괴롭고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료를 만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다.

국적을 초월해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을 실제로 방문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국적을 넘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솔직하게 서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열린 대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 가치관,
인간성이 순수하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小野寺栄(오노데라 사카에)

마쓰시타 정경 학교(와세다 대학 상학부 졸업)

미야기 현 게센누마 시 오시마 출신. 2011년부터 비욘드 투모로우 활동에 참가하여 자신은 누구이고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를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장래에는 정치가로서 재해 지역의 재건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여,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의 활력이 뒷받침된 일본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는 친구들이야말로 응모해 주었으면
여태껏 이런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더라도,
외국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한 번 해보자”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참가해 주세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자신을
만날 기회이니까요.

坪内南(쓰보우치 미나미)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 이사•사무국장

게이오 대학 종합정책학부 졸업, MIT 도시계획 석사 과정 수료.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 <난민을 돕는 모임> 카불 사무소, 세계 경제 포럼,
바레인 경제개발 위원회 등을 거쳐 2011년부터 비욘드 투모로우에 근무.
【문의처】(문의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해 주십시오)
이메일: info@beyond-tomorrow.org
팩스 : 02-6322-2799 (한국 국내번호)
비욘드 투모로우 홈페이지 http://www.beyond-tomorrow.org/

※소속처는 프로그램 참가시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욘드 투모로우 한국 서머 프로그램 2016
모집 안내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
2016 년 5 월
【개요】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에서 2016 년 여름에 개최하는 <비욘드 투모로우 한국 서머 프로그램 2016
>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숙박비·식비·교통비·활동비)은 주최 측이 부담합니다.
일본 및 한국에서 선발된 고교생과 대학생이 2016 년 여름, 한국에서 약 1 주일간 숙식을 같이하며 다양한
과제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양국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추출한 후, 어떻게 양국의 젊은이들이 정치나 정책 기획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의 인재육성을 위한 한·중·일 및 미국의 참가를 염두에 두고,
젊은이들뿐만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포럼의 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１．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모색.
２．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대표하는 학생들에 의한 한일 교류의 실천과 민간외교의 플랫폼을 구축.

【일정】
2016 년 8 월 17 일 (수) ~ 24 일 (수)

【개최지】
서울 · 대전 · 부산

【프로그램（안）】
- 수준 높은 회합
정치·비즈니스·미디어·문화예술·시민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리더를 방문하여 한국 사회의
과제와 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사회적 문제의 검토
한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문제가 존재하는 지역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상에 대한 공청회 및 교류활동을 한다. 그리고 한일 사회적 문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검증하고 논의한다.
- 대화
한일 학생들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 토론·제언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여 향후 과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치나 정책
기획에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각계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에게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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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내
8 월 17 일 (수)
서울
한일학생 집합 · 오리엔테이션
환영 만찬
8 월 18 일 (목)
서울
브리핑 세션
현지시찰
8 월 19 일 (금)
서울
현지시찰 · 중간보고 작성
8 월 20 일 (토)
서울
중간보고 작성
리셉션 · 제언작성 중간발표회
8 월 21 일 (일)
서울→대전→부산
서울→대전 이동
대전 : 현지시찰 · 교류회
대전→부산 이동
8 월 22 일 (월)
부산
현지 시찰
8 월 23 일 (화)
부산
최종제언 작성
폐회식 · 최종제언 발표회
송별 만찬
8 월 24 일 (수)
부산
해산
※상기 일정 및 프로그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
(서울 숙박)
(서울 숙박)
(서울 숙박)
(서울 숙박)

(부산 숙박)
(부산 숙박)

(부산 숙박)

【참가 비용】
주최 측이 부담하는 비용
프로그램의 활동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활동비 등)
참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집합장소(서울 예정)까지의 교통비 및 해산장소(부산 예정) 이후의 교통비.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의 사적인 비용(자유행동 시의 식비 및 기념품 비용)

【모집인원】
약 10 명(예정)

【대상자】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영어 또는 일본어로 의사소통할 의욕이 있는 사람.
③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전형 방법】
서류 심사

【응모 방법】
응모 서류(별지)에 기재 후 아래의 방법 중 택일하여 응모.
① 응모용지를 팩스로 제출. 팩스 번호: 02-6322-2799
② 응모용지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 후 info@beyond-tomorrow.org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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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마감】

2016 년 6 월 12 일(일)
【전형 결과】
합격자에게만 2016 년 6 월 말까지 연락드립니다.

【문의처 (문의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해 주십시오.)】
이메일：info@beyond-tomorrow.org
팩스 ：02-6322-2799（한국 국내번호）
비욘드 투모로우 홈페이지 http://www.beyond-tomorrow.org/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 비욘드 투모로우 소개】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은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의 재단법인으로, 공감력있는 차세대 글로벌
시티즌(지구 시민)을 배출하기 위한 인재 육성사업인 <비욘드 투모로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는 이념 아래, 차세대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모여 깊은 사고와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타인과의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보다 넓은 관점과 깊은 공감력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필리핀 등에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해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eyond-tomorrow.org/)

이사

橋

大

郎

藤 英
内 南
竜介
瀬
평의원

啓
宮

男
崎

고문

尚
蔵

감사

江崎

하시모토 다이지로（이사장）
고바야시 마사타다
사토 데루히데
쓰보우치 미나미
혼조 류스케
무라세 사토루
기야마 게이코
미야기 하루오
야마자키 나오코
아가와 나오유키
다케나카 헤이조
에자키 시게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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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must be received by June 12, 2016

BEYOND Tomorrow Summer Program in Korea 2016
Application Form
Name

Last name

First name

성명(한국어)

성씨

이름
Female

Gender
Date of Birth

(Year)

Male
(Month)

(Day)

Name of School

School
Grade

학교(한국어)

학교명
학년

Address
주소(한국어)
Phone number

Home

Mobile

E-mail
Describe your hometown. What is great about your hometown? What are the issues?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inful experience in your life?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is your dream?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