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Cool Japan 리포터(여름) 모집요강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사업인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교류 

(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일본을 방문할 한국 청소년을 모집한다.  

단, 영남지역과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학교 재학자에 관해서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과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이 따로 청소년교류 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 아     래 - 

1. 일본 방문의 목적

- 일본을 방문하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한다.  

-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을 귀국 후 온라인(SNS 등)･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국에 발신하여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진에 기여한다. 

2. 선발일정

①서류접수

 - 대학생  : 2017년 5월 10일(수)〜5월 24일(수) (※당일 정오까지 우편 도착 분 유효) 

 - 고등학생: 2017년 5월 17일(수)〜5월 31일(수) (※당일 정오까지 우편 도착 분 유효) 

②1차 합격자 발표

 - 대학생  : 2017년 5월 26일(금)

 - 고등학생: 2017년 6월  7일(수) 

  일본문화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munwhawon) 게재. 

합격자 발표 예→(지원자 이름: 홍●동, 핸드폰 끝자리 숫자 123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 일부 게재 

③면접

 - 대학생  : 2017년 6월  9일(금),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 

 - 고등학생: 2017년 6월 16일(금),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 

④최종합격자 발표

 - 대학생  : 2017년 6월 12일(월), 개별 통보. 

 - 고등학생: 2017년 6월 19일(월), 개별 통보. 

3. 응모방법

    - 에세이와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를 함께 제출할 것. 

 [모집요강 다운로드] 

http://www.kr.emb-japan.go.jp/youth_exchange/cooljapan2017_01.pdf 

[대학생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 다운로드] 

http://www.kr.emb-japan.go.jp/youth_exchange/cooljapan2017_01_university.pdf 

[고등학생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 다운로드] 

http://www.kr.emb-japan.go.jp/youth_exchange/cooljapan2017_01_high_school.pdf ①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필 작성할 것.  

    - 우편 접수만 가능. 

 

4. 에세이 테마와 분량 

- 테마:‘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매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  

- 분량: A4용지 1장 이내 (1500자 내외) 

- 언어: 한국어 또는 일본어 

 

5. Cool Japan 리포터 활동 

2017 Cool Japan 리포터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대학생: 2017년 7월 19일(수)부터 

7월 28일(금)까지(예정) 9박 10일 간, 고등학생: 2017년 7월 25일(화)~8월 3일(목)까지(예정) 9박 

10일 간)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되며, 일본 방문 후 직접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과 방문 감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귀국 후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일본 

방문에 대한 소감과 자신이 발견한 일본의 매력 등에 대해 알린다. 

※일본 방문 비용(일본 왕복 항공권, 일본 국내 숙박비·교통비·식비)은 일본정부가 부담함. 

 

6. 응모자격 

①고등학생 및 대학생. (만 30세 미만) 

②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과 인솔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정부의 초청에 의한 일본 방문   

경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주한일본대사관이 허락 혹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원칙적으로 대상자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일본에서  

장기체류(6개월 이상)한 경험이 없는 자여야 된다.  

④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의 취지와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 프로그램  

 에 관한 모든 절차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를 가진 자여야 한다. 

   ※주최 측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한 개인적 이유로 프로그램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⑤일본 방문 사전설명회, 종료 후 성과보고회에 반드시 참석 가능한 자. (일정 추후 안내)  

  ⑥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자.  

 

7. 선발인원 

75명 내외(대학생 약 35명, 고등학생 약 40명)을 선발.  

 

8. 주관: 일본국 외무성   실시단체: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http://www.jkcf.or.jp) 

 

9. 접수처 

- 우편접수: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청소년교류 담당자 앞. 

 

10. 문의  ② 

http://www.jkcf.or.jp/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전화:02-765-3011 (내선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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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