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상반기 유라시아 아카데미>

유라시아 이해하기 토크콘서트 참가자 모집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유라시아 지역 진출 지원 및 유라시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1 상반기 유라시아 아카데미 : 유라시아 이해하기 토크 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운영개요

 m 교육기간 : 2021. 4. 22.(목) ~ 5. 13.(목) ⇒ 매주 목요일 19:00부터

 m 진행방식  

  - 1,2,3회차 :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 4회차 : 대면 오프라인 강의(부산대학교)

 m 강    사 :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외교 관계자, 방송인 등

 m 교육내용 : 유라시아 지역 관련 기초 지식 및 소양 교육

회차 일정 강의 내용

1

4.22(목),
19:00-20:30/
온라인(ZOOM)

러시아, 창의성의 나라
• IT 선진국 러시아를 이끄는 창의성의     

  원천과 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재단법인 여시재

이대식 기획실장

2

4.29(목),
19:00-20:30/
온라인(ZOOM)

실크로드의 땅,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치 및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모색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우스마노프 도니요르

2등 서기관

3

5.6(목),
19:00-20:00/
온라인(ZOOM)

한·몽 관계, 미래 30년을 내다 보다
• 지난 30년의 한-몽 외교를 통한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정

 주부산몽골영사관

척터 우너르자야

영사

4

5.13(목),
19:00-20:30/

오프라인(부산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 지금 러시아는?
• 러시아 비즈니스 분위기 및 소비        

  트랜드와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

※ 운영 사정에 따라 일정 및 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개요

 m 신청기간 : 2021. 4. 9.(금) ~ 5. 11.(화) ※ 회차별 신청 일자 상이

 m 신청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인 등 유라시아에 관심있는 자 누구나

 m 모집인원 : 100명 내외(온라인)/30명 내외(오프라인), 선착순

 m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

   ▷ 신청 링크 및 QR 코드 (1회차 : 러시아, 창의성의 나라)  

     : https://forms.gle/9JJuUTT6LzxNWpf99

    ※ 2~4회차는 순차적으로 링크 오픈 예정(회차별 포스터 참고)

 m 참가자 혜택

   ▷ 교육비 무료

   ▷ 우수 참여자 시상(회차별 2명) : 상품 수여 

    - 토크콘서트 참여 후기 등을 SNS를 통해 1회 이상 공유한 자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설문을 제출한 자(링크 모바일 발송)

 m 운영일정

신청서 접수

⇨

회차별 참석 문자 발송

⇨

접속/참석

1회차 : 4.9.(금) ~ 4.20.(화) 

2회차 : 4.16.(금) ~ 4.27.(화) 

3회차 : 4.23.(금) ~ 5.4.(화) 

4회차 : 4.30.(금) ~ 5.11.(화)

회차별 강연 당일 

ZOOM 링크(온라인) 및 

참석 확인 문자(오프라인) 발송

  1회차 : 4.22.(목) 19:00

  2회차 : 4.29.(목) 19:00

  3회차 : 5.6.(목) 19:00

  4회차 : 5.13.(목) 19:00

□ 기타 유의사항

 m 회차별 모집 포스터는 회차별 신청일 첫날 게시 예정이며, 포스터를    

   참고해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제출해야 함. 선착순 접수로, 제출 착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bfic.kr),  

   유라시아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kr) 및 인스타그램 계정

   (@eurasiabusan) 참고)

 m 신청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m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m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국제교류재단(☎051-711-6855)으로 연락 바람.

http://www.bfic.kr
http://www.eurasia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