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회 한미학생회의
13th 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 한미학생회의(KASC)란?
한미학생회의는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선발된 양국의 학생들이 약 3 주간
개최국의 여러 도시와 대학들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와 국제 이슈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고 배우는 학술적,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한미학생회의는 2008 년 한미 양국
대통령의 축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이래로 매년 한국과 미국을 차례로 번갈아 가며
개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11 회 한미학생회의를 기점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는 'Two Countries Model'로 진행 방식이 바뀌었고, 2020 년 열리는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 역시 Two Countries Model 로 진행됩니다.
선발된 양국의 학생들은 한 달간 보다 성숙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한미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갑니다. 학생회의의 가치에 걸맞게, 회의 진행의
전 과정은 학생대표들(Student Delegates)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의가 끝나면
투표를 통해 학생집행위원(Executive Committee, 이하 EC)을 선출하고, 선출된 EC 들은
다음 해 학생회의와 여타 문화 교류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는 “Global Citizens: Honoring the Past, Embracing the
Present,

Shaping

the Future”

주제로 진행됩니다.

양국

학생 대표단은

여름에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며, 겨울에는 모든 학생 대표단이 만나 약 2 주 동안
서울 및 호놀룰루(하와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 ISC(국제학생회의기관)란?
국제학생회의기관(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s, ISC)은 미국 워싱턴 D.C 에
위치한 비영리기구로서 회의 주최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 보조를
담당합니다. 또한 회의의 멘토로서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학생회의(Conference) 개최를 보조합니다. 2020 년 13 회를
맞이할 한미학생회의(KASC)와 72 회를 맞이하는 일미학생회의(Japan-America Student
Conference) 및 2020 년 겨울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미학생회의(ChASC)를 준비
중입니다.

➢ 한미학생회의 특징
1) 학술적, 문화교류 프로그램
한미학생회의

프로그램은

원탁회의(Roundtable

Discussions)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표하는 Final Forum 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능성

있는

정책의

제시,

저명한

연사의

강연,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

교류행사를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학생회의는
대표단들의 학문적 소양 증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에도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들보다 두드러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Student-Run Program
한미학생회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자료조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진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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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책임집니다.

➢ ROUNDTABLE
지원자들은 제시된 Roundtable(원탁회의, 이하 RT) 주제 중 세 가지를 우선
순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단(Delegate)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배정된 하나의 RT 주제에 대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토의,
조사하여 주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학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속하는 멤버들과
함께 매일 2~3 시간씩 토의 시간을 가지며(제 13 회 한미학생회의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보다 긴 준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Final Forum 에서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한
토의를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미 양국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참가자들은 국제 정세에 대해 보다 깊은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성숙한 토론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 ROUND TABLE 주제

1) Art, History and Narrative
2) Diplomacy and Security
3) Identity,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4) Income Inequality –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5) Sustainable Development
6) Tourism and Culture

➢ 지원자 모집
● 지원자격
한국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최근에 졸업한 학생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한미학생회의의 모든 활동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요구되지만, 영어실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매 순간 영어로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한미학생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2 주간 합숙하며 동행합니다. 따라서
인내심과 배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 방법
www.iscdc.org 접속 > KASC > Start your application
- 개인정보작성
- 단편 영문 에세이(200 자) 작성
- 영문 성적표 사본 제출
-[선택] 추천인 1 명 제공(성명, 소속기관, 연락처기재)
*제출 마감일은 2020 년 5 월 23 일까지 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가 2020 여름 컨퍼런스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학생회의기관(ISC),

도쿄의

국제

교육

센터

및

2019-2020

집행위원회원들은 면밀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72 회 일미학생회의(JASC)와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KASC)는 융합형 모델로 여름에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겨울에 직접 만나 계획했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첫 회를 맞은
한중학생회의(ChASC)는 내년 겨울, 올해 여름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컨퍼런스들의 집행위원회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대표단에게 때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nfo@iscdc.org, kasc@iscdc.org 또는 (202) 289-9088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의 참가비는 미화 $3500 이하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산안 재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미화 $3500 은 기존의 참가비로 제 13 회 한미학생회의 참가비용은 이보다
적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한국-미국 항공권, 프로그램 기간 내 대부분의 숙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강연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참가자들이 소속 대학 혹은 기타 여러 기관의 후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KASC 는 참가자들이 본인의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소속 대학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후원금 요청(Fund Raising)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하단의 홈페이지 및 문의 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Contact Information
KASC 공식 홈페이지
문의 메일
yjeon.kasc13@gmail.com
dhnam.kasc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