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학생들의 창조적인 재능과 꿈을 키워주는 운동”

(사)좋은학교운동연합

        

수신처 한인회장님께

(경 유)

제  목 2016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 참가 장학생 추천 요청

사단법인 좋은학교운동연합  

수신자

대외협력위원장 박태하 사무총장    정호영 상임대표 김정수 이사장 이돈희

시 행 NR-16-051-01 ( 2016. 05. 11 )
우 151-8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가길 22 / http://www.goodschool1004.org/
전화 02-792-7932 전송 02-6442-9037 teo7park@naver.com / 공개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이 (사)좋은학교운동연합(이사장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전 민사고 교장, 서울대 명예교수), 글로벌청년재단, 자유교육연합, 국경없는마술사회가 
공동주최하고 월간교육, 에듀인뉴스, 행정자치부가 후원해 2016년 7월 27일(수)부터 8월 1일(월)까지 5박 6일
간 서울(서울대 호암교수회관)과 강원도(예림미술교육원) 일대에서 국내외 청소년 멘티 30명(신청서 제출 국내
외 청소년 심사로 선발)과 10명의 청년멘토(소정의 장학금 지원, 청년리더 특강참여), 그리고 주최 측 전문 운
영진이 함께 참여해 무료(국외 거주 청소년 항공료 참가자 부담)로 개최합니다.
           3. 지난 4회 동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파나마, 아프리카,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쿠웨이트, 
한국 등 국내외 거주 한인 청소년들 약 200명이 참석해서 한국의 역사문화 탐방, GK라디오 팟 캐스트 방송 
제작, 국내 글로벌기업 탐방, 서울대, 고려대, 한예종, 경희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 국내 우수 대학 방문, 청
소년들이 청년멘토와 함께 뮤지컬 기획, 대본작업, 연출, 연기연습, 음악믹싱, 의상 만들기, 무대설치, 뮤지컬 
공연 등 전 과정을 준비하는 창작 뮤지컬 공연 등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4. 올해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 멘토, 전문운영진이 함께 진행하는 『2016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 스쿨』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더욱더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의 청소년이 갖춰야 할 8가지 리더십 역량 함
양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과 각자 가진 꿈과 재능을 발휘 수 있는 미션 수
행 프로그램, 더불어 자신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삶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 탐
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멘티 장학생 참가 신청마감은 6월 20일까지 이며, 신청
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가대상 : 국제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에 관심 있는 중,고교 청소년(30명)  

          나. 신청기간 : 5월 9일 ~ 6월 20일(※ 선정심사 후 6월 24일 발표 및 통보)

          다. 참가신청 :  facebook.com/groups/gyf1004, teo7park@naver.com, TEL 02-792-7932 

          라. 참가비 : 전액무료(국외 거주 청소년 참가자 항공료 자부담) 기관/단체/학교 당 2명 이내 추천

          마. 멘토스쿨 기간 : 7월 27일(수) ~ 8월 1일(월) 5박 6일

          바. 장  소: 강원(영월예림미술교육원), 서울(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일대 등

          사. 문의처: 좋은학교운동연합(연락처: 02-792-7932, 010-4152-2024, 010-4110-0868)

붙임: 1.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 참가 장학생 신청서 1부

     2.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 프로그램 안내 1부. 끝.



2016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 참가 장학생 신청서

사   진

(필수)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    년 성별

주  소  (우)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추천인 성명

페이스북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관  계

 이력 사항

수상 경력

해외 경험

공인 외국어 시험

장래희망

취미・특기

좌우명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감명 깊게 읽은 책

희망대학 & 직업

신청이유

(300자)

자기소개

(500자) 

2016. 5
세계청소년꿈과재능멘토스쿨 사무국 귀 중



1일차 7월27일(수) 시간 장소

　7월 27일
(수)

▸2016 멘토스쿨 만나는 날(소집일) 14:00 종합운동장 8번출구 
학생체육관입구

▸버스 이동 (강원도 영월) 14:00~16:30

영월예림미술교육원
 

▸입소식 및 숙소 배치 16:30~17:30

▸입소 오리엔테이션 17:30~18:00

▸저녁식사 18:00~19:00

▸Magic토크쇼 & 매직힐링 타임공연
  - 최정한 국경없는마술사회 대표 20:00~21:00

▸팀 빌딩: 아트리더십1(오디션)
  - 이영민 연극뮤지컬배우 21:00~22:00

▸취침 22:00~

2일차 7월28일(목) 시간 장소

　7월 28일
(목)

▸아침식사 07:30~08:30

영월예림미술교육원
▸드림리더십1(명사특강) 08:30~09:20

▸컬처리더십1(뮤지컬 대본)
  - 류시균 작가 지도 09:30~12:00

▸점심식사 12:00~13:00

▸버스이동 13:00~13:30 교육원 → 선암마을

▸액트리더십1(뗏목체험) 13:30~16:00 선암마을 뗏목체험장

▸버스이동 16:00~16:30 선암마을 →  교육

▸드림리더십2(보컬 트레이닝)
 - 꿈의 노래 배우고 부르기/개사하기 
   (한국국제예술원 보컬학과장)

16:30~18:00

영월예림미술교육원▸저녁식사 18:00~19:00

▸소셜리더십1(모의대통령선거출마/정견발표) 19:00~20:00

▸소셜리더십2(후보자토론회_선거운동시작) 20:00~22:00

▸취침 22:00~ 　

3일차 7월29일(금) 시간 장소

　7월 29일
(금)

▸아침식사 07:30~08:30

영월예림미술교육원

▸서번트리더십1(재능봉사단 홍보물 제작) 08:30~10:00

▸글로벌리더십(모형항공기 제작/비행체험)
  - 정호원 지인지기교육대표 10:00~11:00

▸아트리더십2(뮤지컬 의상 제작하기) 11:00~12:00

▸점심식사 12:00~13:00

▸버스이동 13:00~13:30 교육원 → 곤충박물관

▸에코리더십(영월곤충박물관견학) 13:30~15:00 영월곤충박물관

▸버스이동 15:00~15:30 곤충박물관 →  교육원

▸드림리더십3(멘토 강연)
  - 청년멘토 5인의 꿈에 관한 이야기 15:30~16:30

영월예림미술교육원 
▸컬쳐리더십2(노래 만들기, 불러보기) 16:30~18:00

▸저녁식사 18:00~19:00

▸소셜리더십3(팀별 프로젝트 완성하기) 20:00~21:00

▸취침 22:00~ 　

2016 세계 청소년 꿈과재능 멘토스쿨 프로그램 안내



4일차 7월 30일(토) 시간 장소

7월 30일
(토)　

▸아침식사 07:30~08:30 영월예림미술교육원

▸버스이동 09:00~12:00 교육원 → 남양주

▸점심식사 12:00~13:00 남양주

▸버스이동 13:00~13:30 식당 → 다산유적지

▸컬쳐리더십3(실학박물관,유적지견학)
▸서번트리더십2(한국홍보캠페인1) 13:30~16:30 다산유적지 

(재능봉사단 UCC 제작)

▸버스이동 16:30 ~ 17: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숙소 배치 및 휴식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19:00

▸버스이동 19:00 ~ 19:10 서울대 → 서울미술고  

▸드림리더십4(모의대통령선거운동2-유세) 19:10 ~ 20:00
서울미술고 강당 ▸아트리더십3(뮤지컬 만들어보기)

   - 이영민 뮤지컬연극배우 20:00 ~ 22:00

▸취침 22:00~ 　

5일차 7월 31일(일) 시간 장소

7월 31일
(일)　

▸아침식사 07:30~08: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버스이동 08:30~09:30 숙소 →  성균관대 

▸드림리더십5(대학탐방-성균관대학교)
▸서번트리더십3(한국홍보캠페인2) 09:30~11:30 성균관대

(한국홍보캠페인2)

▸점심식사 11:30~12:30 대학로식당

▸컬처리더십4(대학로 버스킹 공연 해보기)
▸서번트리더십3(한국홍보캠페인3)

12:30~13:30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한국홍보캠페인3)

▸컬쳐리더십5(공연관람해보기) 14:00 ~ 16:00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버스이동 16:00 ~ 17:30 대학로 → 서울대

▸드림리더십6(서울대학교 탐방) 17:30 ~ 18:00 서울대 일대

▸저녁식사 18:00 ~ 19:00 서울대 교내 식당

▸드림리더십7(창작공연 연습) 19:00 ~ 21:00
서울미술고 강당 )

▸대통령 선거 및 이·취임식(파티) 21:00 ~ 22:00

▸취침 22: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6일차 8월 1일(월) 시간 장소

8월 1일
(월)　

▸아침식사 07:00 ~ 08: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이동 08:00 ~ 09:00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리허설 및 손님맞이 09:00 ~ 12:00

▸아트리더십4(창작뮤지컬 공연)
 -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등 참석 축사 12:00 ~ 13:00

▸점심식사 (가족과 함께) 수료식 13:00 ~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