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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시사IN> (02-3700-3284) 

수    신 : 학교장(방과후지원부장)

제    목 : 2019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 - 시사IN 공감콘서트 10주년 특집 참가자 추천 요청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사IN>은 오는 6월 11일 ‘2019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  - 시사IN 공감콘서트 10주년 특집

을 서울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3.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 선배들과 함께 자신의 고민과 향후 진로 등을 이야기하고 토론하여 새로

운 비전을 찾고 미래의 꿈을 충전하는 이 자리에 귀 학교 학생의 참여를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재학생 5명 내외 (50%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

  2. 추천 마감: 5월 24일(금)

  3. 행사 개요 및 추천서 양식: 별첨

* 만일 수강생 정원이 조기에 초과되면 추천 학생 가운데 일부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손슬기(02-3700-3284) / 홈페이지: forum.sisain.co.kr / 이메일: forum@sisain.kr(co.kr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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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님께

 2019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

- 청소년을 위한 <시사IN> 공감콘서트 10주년 특집-

(하버드·MIT·컬럼비아·프린스턴·스탠퍼드·UC버클리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함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하는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6월 11일(화)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리더

십 포럼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연입니다. 10주년 특집이라 지난 10년 동안 리더십 포럼에 

참여했던 강사 가운데 최고 인기 강사들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지난 해 <제 9회 미국 대학 한인학생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은 서울, 전북, 충북에

서 열렸고, 참가 학생들의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진학, 취업, 진로 등으로 고민이 많

은데 이런 고민에 귀 기울이거나 의견을 보태주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강연자들과 수강생들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 SNS 등을 통한 마음 나누기를 계속하는 게 특

징입니다.

그동안에도 멘토·멘티 그룹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강사와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카운슬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멘토·멘티 소그룹 만남을 위해 불

가피하게 수강 학생들의 정원을 제한합니다. 학년 상관없이 5명 내외로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급적 저소득 가정 자녀 등 취약 계층 학생들을 50% 포함시켜 주십시오. 무료 강연이니만큼 수강

생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첨부

 (1) 행사 개요

 (2) 추천서 양식



(1) 행사 개요

주 최: 시사IN (www.sisain.co.kr)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09:30 ~ 16:00

장 소: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 및 세미나실

대 상: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50명

참가비: 무료(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

* 강 사

1. 한혜민: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학 박사 졸업/ The University of Alabama 교육학 조교수

2. 이강욱: UC 버클리 전자전산 박사 졸업/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

3. 임태훈: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수료/라이스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

4. 황종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기계공학 학사 과정

5. 오은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졸업/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6. 배준환: 프린스턴 대학교 전자공학․뇌과학 박사 과정

7. 탁아름: 컬럼비아대학교 간호학 박사 졸업/뉴욕주립대학교 교수(예정)

* 진행 순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오 전 오 후

09:30~09:40 학생 등록 및 기념품 배포 13:10~14:10 식사 및 휴식

09:40~10:00 행사 소개 및 환영사 14:10~14:20 멘토·멘티 만남 이동

10:40~11:40 공감 콘서트 1부 14:20~15:00 멘토·멘티 만남 1

11:40~11:50 간식 및 휴식 15:00~15:10 멘토·멘티 만남 이동

11:50~13:05 공감 콘서트 2부 15:10~16:00 멘토·멘티 만남 2



(2) 추천서 양식

* 정확한 장소와 시간 공지를 위해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필수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를 forum@sisain.kr 이나 팩스(02-3700-3299)로 보내 주세요.

* 문의: 손슬기 (02-3700-3284 / forum@sisain.kr)

학교명                                   고등학교
추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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