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0(월)～23(목) 3 박４일                     

THE ６TH 

GLOBAL WORK  

CAMP 2018  

～Let’s create our future～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래요？ 

       앞으로의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거에요！ 

 

 장소  

국립 아소 청소년 교류의 집 

구마모토현 아소시 이치노미야마치 

미야지 6029-1 

참가비 

7,000 엔 

(10 회분 식대, 숙박비, 보험료, 

보고서 제작비용 포함) 

정원  
일본인 대학생 ５０명 
외국인 대학생 ５０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용지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신청기간 

6 월 20 일부터 정원 마감까지 

(선착순) 

교통 안내              

구마모토 시내, 오이타 시내 

방면에서 송영버스 있음 

 

문의・신청 

일반재단법인 

구마모토시 국제교류진흥사업단 

주소：〒860-0806 
구마모토시 주오구 하나바타초 4-18 

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TEL：096-359-2121 

FAX：096-359-5112 

Mail：pj-info@kumaoto-if.or.jp 

홈페이지 

http://www.kumamoto-

if.or.jp/default.asp 

 

mailto:pj-info@kumaoto-if.or.jp


  

~ 테마 ~ 

「Let’s create our future」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해 나가자. 

~글로벌워크캠프란~ 
아시아를 중심으로 100 명의 세계 젊은이 (일본인 대학생 50 명, 

외국인 대학생 50 명)가 3 박 4 일간의 단체 생활을 통해 돈독한 

교류를 쌓아가는 시간. 분과회 활동을 통해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탐구하며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교육 활동입니다. 

【기조 강연】 

앞으로 시작될 3 박 4 일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러분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강사의 체험담을 담아 강연합니다.  

【분과회 활동】 

이번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 참가하고 싶은 분과회를 직접 

선택해 주세요. 각 분과회의 내용은 소개 페이지 참고! 

【전체 교류회】  

4 일간 함께 지낼 친구들과 첫인사를 나누는 시간. 어떤 

친구들이 참가할까요? 교류를 통해 긴장을 풀면서 함께 

즐겨봅시다. 

【아소학(阿蘇学)】 

구마모토의 관광지 중 하나인 아소 신사의 역사를 공부하고 

지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메노토비라(꿈의 문)】 

자신의 장래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지 않을래요? 

분명 지식과 사고방식이 넓어질 거예요! 

【전체 보고회】 

이틀 동안 분과회에서 배우고 생각하며 토론한 내용을 모든 

참가자와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관광(아소)】 

마지막 날은 아소 관광!                                             아소에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답니다! 

프로그램 소개 



 

                                                             

 

 

 

 

 

 

 

 

 

 

 

 

 

 

 

 

 

 

 

 

 

 

 

 

 

 

 

 

  

DAY１(8/20) 

  9:30     출발(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8:30     출발(일본문리대학) 

                 ※15 분 전까지 집합 
 

12:00  도착(중식)・접수 

13:00  개회식 

     기조강연 

     전체교류회 

17:30     저녁 집합 

     석식・입욕 

19:00  분과회 시작 

21:00  종료 

22:30     취침 

DAY２(8/21) 

  9:00     분과회 활동 

12:00     중식 

13:00  분과회 활동 

17:30  저녁 모임 

     석식・입욕 

19:00  아소학(阿蘇学) 

21:00  종료 

22:30  취침 

DAY３(8/22) 

9:00~19:00   2 일차와 같음 

19:00  유메노토비라(월드카페) 

21:00  종료 

22:30  취침 

DAY４(8/23) 

   9:00    전체보고회 

11:00  폐회식 

13:00  관광(아소) 

15:00     아소 관광지 출발 

17:00 도착(구마모토시국제교류회관) 

18:00     도착(일본문리대학) 

일정(3 박 4 일) 

제 1 분과회    교육 

일본 유네스코협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약 5800 만 명, 

읽기와 쓰기를 못하는 성인은 약 7 억 8100 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분과회에서는 왜 

그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제 2 분과회    환경 

우리가 사는 지구는 현재 환경파괴 등에 따른 기후변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성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평균 지상 기온은 1880 년~ 2012 년 사이에 

0.85 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수면도 약 100 년 동안 0.19m 상승했는데요, 언뜻 

보면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은 이 수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분과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온난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노력할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미래의 지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제 3 분과회    관광 
<미래의 관광을 찾으러 가자! ~차세대를 위한 오・모・테・나・시~>※오모테나시: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지금, <관광>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매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는 일부러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는 곳과 그 주변에서 외국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 분과회에서는 관광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세대 관광」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해 보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스타일, 홍보 방법을 발견하여 「직접 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함께 찾아봅시다! 

제 4 분과회    방재와 리더쉽 
“준비되셨나요?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년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우리에게 다앙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진 직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는 각각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단결하기도 했죠. 

당시의 체험을 참가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유사체험'을 통해 비일상적 상황에 적응하며 

리더로써 활동하는 방법을 익혀보지 않으실래요? 

 

분과회 소개 

우리 분과회는 

영어로 진행합니다! 



 

제 6 회 글로벌워크캠프 참가신청서 

（한국인 학생） 

 

私は 2018 年度一般財団法人熊本市国際交流振興事業団が主催するグローバルワークキャンプの趣旨に賛同し、

参加を申し込みます。 

2018年   月   日            署名                 

※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関しては、適切に管理しあらかじめ本人(保護者)の同意を得ることなく第三者に提供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フリガナ 性別 

 男 

 ・ 

 女 

사진첨부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名前 

パスポートにローマ字で表記されている名前 

 

 

生年月日(西暦) 

       年     月     日(      才) 

フリガナ  

現住所 〒 

実家の住所(現住所と同じ場合は不要) 

〒 

緊急連絡先 

TEL： 

本人との関係   

電話自宅: 

  携帯: 

   FAX: 

E‐mail(PC) 

E‐mail(携帯) 

大学名(国名･大学名･学年･専攻) 

 

希望する分科会 ※第二希望まで選んでください。分科会の選択については希望に添えない場合があります。 

第一希望  

第二希望 

応募動機 

 

英語レベル 

あいさつ程度 / なんとか日常会話 / 日常会話ＯＫ / 高度な会話もできる / 

その他話せる外国語 

    

あいさつ程度 / なんとか日常会話 / 日常会話ＯＫ / 高度な会話もできる / 

その他(ベジタリアン・アレルギー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