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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YGF) 개최안내 및 해외참가자 추천 의뢰

           1. 귀 과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에서는 2015년 6월 29일(월)부터 7일 2일(목)까지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75명과 한국의 청년과학기술자 45명 등 

총 120명이 참가하는 2015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oung Generation Forum, 이하 ‘YGF’)을 한국의 서울

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 YGF는 국내·외 청년과학기술자들이 미래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비전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국내ㆍ외 동포 전문가들간에 네트워킹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자질함양은 물론 민족 유대감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 연합회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YGF-2015”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선발하고자 하오니 

귀 과협에서는 참가 희망자의 전공분야 및 출신학교, 학/석/박사 학위 등을 안배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 1981년 이후 출생한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3학년 이상, 

박사 후 과정까지의 재학생(세부기준 별첨참조)

             나. 참가인원 : 총 1명

               1) 일반참가자 1명(유학생을 제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1.5 세대 

이후 해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자)

               2) 사회적약자  0명(유학생을 제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1.5 세대 

이후 해외동포 청년 과학기술자 중 고아, 편부모, 

입양자 등)

             다. 제출기한 : 2015. 4. 10(금)까지

             라. 제 출 처 : 국제협력팀(email: hdpark@kofst.or.kr)

             마. 지원내역 : 왕복항공료 일부(USD 1,150 한도 내에서 실제로 구입한 영수증 

금액을 지급) 및 숙식비 일체

               - 왕복항공료 : 행사 참가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항공권 구입 영수증 및 

해당국 거주 증빙자료 제출(세부사항 별첨참조)



           5. 우리 연합회에서는 각 과협에서 추천된 참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우리 연합회 

국제협력 통합포털(www.ultari.org)의 ‘회원가입’과 YGF 홈페이지의 ‘참가지원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귀 과협 참가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15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 개최계획(안) 1부

2. 2015 한민족청년과학도포럼(YGF) 참가자 추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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