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에 관한 안내
공익목적사업 지정기부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공익목적사업에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과 함께 법인·개인의 기부금이 커다란 원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여러 구좌도 가능합니다)
법인： 한 구좌 30만엔 
개인： 한 구좌 10만엔

◉특전
기부해주신 분께는 아쓰미재단 연보를 보내 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SGRA) 지정기부

SGRA는 아쓰미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수익과 법인·개인의 기부금, 각종 
기관의 프로젝트 조성금, 기타 수입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 편집팀에 의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SGRA사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충실한 활동을 
계속하며 네트워크를 더욱 더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여러 구좌도 가능합니다)
법인： 한 구좌 5만엔 
개인： 한 구좌 1만엔

◉특전
기부해주신 SGRA 찬조회원께는 SGRA리포트, 연차보고서, 
포럼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송금계좌안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메지로지점 보통 6499525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우체국 계좌번호 00170-5-392039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기부금 면세조치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부는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장학사업 및 
국제교류사업(SGRA)에 대한 지정기부로서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당재단은 ‘공익재단법인’ 인정을 받아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소득세, 법인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개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적용법인’의 인정도 받아,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 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개인 주민세 기부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경도는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112-0014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 3-5-8

아쓰미국제교류재단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e-mail: aisf-office@aisf.or.jp
homepage(아쓰미재단): http//www.aisf.or.jp/
homepage(SGRA): http//www.aisf.or.jp/sgra/

아쓰미장학금의 개요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이하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1.  일본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로,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장학금 지급 종료 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 또한, 정규재적연한을 넘겼거나 혹은 
타국의 대학원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연구원 등의 자격으로 일본의 대학원에 재적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2.  본인 소속의 대학원 연구과(연구실)와 본인의 거주지가 
모두 관동지방(동경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치기현, 군마현)에 있는 자.

3.  일본어에 능통한 자(모든 응모서류와 면접은 일본어로만 
가능합니다).

4.  국제이해와 친선에 관심이 있고, 당재단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는 자.

■ 장학금 내용
장학금은 월액 20만엔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1년간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응모방법
장학금 희망자는 7월 1일 이후, 각 대학원의 유학생 장학금 
담당과 또는 당재단 사무국으로 응모요항과 신청서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7월1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응모 신청은 매년 9월에 
접수합니다.

■ 선고방법
사무국의 서류와 면접을 통한 예비심사 후, 선고위원에 의한 
서류선고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합니다.

아쓰미장학금에 대하여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지급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꾀하면서 장
학 지원을 행합니다. 장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취하면서 장차 세계적인 규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쓰미재단의 네트워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류와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로운 발전’에 공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연구를 환영합니다.

생할지원과 동창회 활동 (라쿤회)
아쓰미장학생 동창회의 명칭은 아쓰미 다케오 회장이 평소 즐겨 그리
던 다누키(너구리)에서 유래하여 라쿤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쿤회는 
서울, 베이징, 타이페이, 보스턴 등 장학생 출신자들이 거주하는 각 도
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에세이집
아쓰미재단의 5주년, 10주년, 15주년을 기념해서 SGRA회원의 
에세이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쓰미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미래로-나의 제안
(아시아미래회의 우수논문집)

SGRA가 2년에 1회, 아시아의 주요도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미래회의’
의 논문집입니다. 아시아미래회의에서 우수상으로 선발된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SGRA회원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학 국제센터, 
주요 도서관, 해외의 대학 및 일본연구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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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未来会議（AFC）とは
アジア未来会議（Asia Future Conference）は公益財
団法人・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が
主催し、日本で学んだ人や日本に関心のある人が集
い、アジアの未来について語る＜場＞を提供してい
ます。2013 年３月の第１回（世界の中のアジア：地
域協力の可能性、於バンコク）、14 年８月の第２回（多
様性と調和、於バリ島）に続いて、第３回は 16 年９
月に北九州市で「環境と共生」のテーマのもとに開
催されました。本書には、この会議に向けて投稿さ
れた多数の論文の中から厳正な審査によって選ばれ
た優秀論文 20 本を収録しました。 

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SGRA）とは
SGRA は、世界各国から渡日し長い留学生活を経て
日本の大学院から博士号を取得した知日派外国人研究
者が中心となって、個人や組織がグローバル化に立ち
向かうための方針や戦略をたてる時に役立つような研
究、問題解決の提言を行い、その成果をフォーラム、
レポート、ホームページ等の方法で、広く社会に発信し
ています。研究テーマごとに、多分野、多国籍の研究者
が研究チームを編成し、広範な知恵とネットワークと結
集して、多面的なデータから分析・考察して研究を行い
ます。SGRA は、ある一定の専門家ではなく、広く社会
全般を対象に、幅広い研究領域を包括した国際的かつ学
際的な活動を狙いとしています。良き地球市民の実現に
貢献することが SGRA の基本的な目標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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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A리포트
SGRA포럼의 강연록과 SGRA멤버의 투고논문을 SGRA리포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카피 리포트는 SGRA회원에게 배부되고, 
일본의 대학내 국제센터, 주요 도서관, 해외의 대학·일본연구기관에 
증정하고 있습니다. PDF판은 SGRA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리포트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active/report/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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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
전시키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쓰미 장학생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학 경험자 네트워크인 ‘세키
구치 글로벌 연구회(SGRA)’를 통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GRA라는 
명칭은 일본에 유학한 외국인 연구자의 목소리를 아쓰미재단 사무국이 있는 도쿄
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글로벌하게 발신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 아시아미래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학제적인 학술교류활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이사장 아쓰미 이쓰코

인사말 국제교류사업

SGRA는 세계 각국에서 도일하여 장기간의 유학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
가 중심이 되어, 지구사회의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
는 연구를 추진하는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회의,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세계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해외거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GRA는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교류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목표입니다. 

SGRA 소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을 향하여

SGRA는 아쓰미재단의 사업자금과 법인·개인의 기부, 각종 
기관의 각 프로젝트에 대한 조성금, 기타 수입 등을 운영자금
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 편집팀을 중심으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１.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합니다.

２.  운영위원회는 본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합치하는 연구 카
테고리를 선정하고, 적시에 프로젝트 팀을 편성하여 사업
을 추진합니다.

３.  프로젝트팀은 SGRA멤버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널리 정보 발신을 행
합니다.

4.  프로젝트팀은 개별 프로젝트의 한시조직으로서 편성됩니다.

SGRA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의 약칭입니다. 아쓰미재단의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
키구치에서 세계를 향해 글로벌한 과제를 발신합니다.

SGRA 개요

다분야 연구 
경제・경영・기술・역사
공학・환경・정치・교육
예술・문화・심리・의학

전문 연구자 
이론・데이터체계

창조・신지식
경험・의욕

아쓰미재단
라 쿤 회

다국적 집합 
글로벌한 시점
국제적인 비교

일본장기체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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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A 의 특징

설립 취지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서 일어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은 이미 국가단위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상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
다. 현재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에 대해, 국제적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위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이 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1993년 작고하신 아쓰미 다케오 가지마건설 명예회장의 유

지를 받들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국제화 추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설립되었습니다. 당재단은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유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일본의 풍성한 문화와 사회를 접하고, 
보다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아쓰미 회장의 국제교류 촉진에 대한 신념을 이어가면서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국제이해와 친선의 싹이 돋아, 마침내는 세계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
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1일）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

아쓰미재단 사업은 크게 장학사업과 국제학술교류사
업(SGRA)의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교류사업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SGRA)

장학사업
아쓰미장학금

아쓰미재단의 두 가지 공익사업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아시아미래회의

아시아미래회의는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연구자, 일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구자,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미래, 
지구사회의 미래를 학제적 국제적인 시점에서 논의하는 <장/플랫폼>
입니다. 2012년도부터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SGRA는 이 회의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는 ‘지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프로젝트

■ 일·대 아시아미래포럼
일본, 대만에 공통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테마에 대해 일본, 대만, 
그리고 광역 아시아의 시점에서 고찰하는 포럼을 대만의 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SGRA 차이나포럼
일중간의 다원적인 문화교류사의 재검토와 동아시아의 다이내믹한 
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부감하는 포럼을 중국 각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한 아시아미래포럼
한국 (재)미래인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일한 교대로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비 공유형성장세미나
1970년대 일본이 성취한 경제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진행된 
‘공유형성장’을 기본 테마로 필리핀의 제반과제를 검토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SGRA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

8개의 카테고리에서 도출된 테마에 따라 원탁회의나 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화와 지구시민
점차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세계속에서 ‘지구시민(Global Citizen) 
의식’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나 자리매김을 과제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구상아시아
세기를 넘어 아시아는 융성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의 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50년 
또는 100년후의 아시아를 어떻게 구상하고 구축해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글로벌한 시점에서 탐구합니다.

■  환경과 에너지
기술과 사회의 양측면에서 다분야, 다시점, 다방면으로 문제에 맞서, 
실용가능한 기술과 새로운 발상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  과학기술과 인간사회
현대의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한편, 사회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문과·이과 융합’의 관점에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학제적으로 고찰합니다.

■  동아시아의 인재육성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이 추구하는 인재육성전략 
및 국경을 초월한 인적 이동에 따른 기술이전, 문화마찰, 교육격차 등의 
과제와 그 배경에 관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세계평화
21세기를 맞이한 동아시아는 무엇보다도 상호이해와 신뢰, 그리고 
평화의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해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나아가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전보장과 평화로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종교와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글로벌한 시점에서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  젠더와 사회
사회적인 제도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젠더는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젠더의 시점에서 현대사회, 역사, 문학, 
미디어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구조, 권력관계 및 배제의 메커니즘을 
고찰합니다. 젠더 뿐만이 아니라, 인종, 국적, 사회계층, 장애의 유무 
등과의 교차를 검토하고, 폭넓게 젠더와 사회에 대해 탐구합니다.

SGRA 스터디 투어와
SGRA 카페의 실시 등

SGRA에서는 ‘SGRA 스터디 투어 in 후쿠시마’와 SGRA 카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SGRA 세션의 개최 지원

아시아미래회의(AFC)와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
(EACJS)에서 SGRA회원으로 구성된 세션 개최를 지원합니다. 세션 
개최를 희망하는 팀(SGRA회원에 의한)을 공모하고, 선발된 팀의 
참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활동

JAANUS：영문에 의한 일본건축, 미술용어의 온라인 사전에 대한 
기술 지원

SGRA 기와판 무료 구독 권유

SGRA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SGRA기와판은 
누구든지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자동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mailmaga/entry/mailing_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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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
전시키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쓰미 장학생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학 경험자 네트워크인 ‘세키
구치 글로벌 연구회(SGRA)’를 통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GRA라는 
명칭은 일본에 유학한 외국인 연구자의 목소리를 아쓰미재단 사무국이 있는 도쿄
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글로벌하게 발신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 아시아미래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학제적인 학술교류활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이사장 아쓰미 이쓰코

인사말 국제교류사업

SGRA는 세계 각국에서 도일하여 장기간의 유학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
가 중심이 되어, 지구사회의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
는 연구를 추진하는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회의,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세계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해외거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GRA는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교류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목표입니다. 

SGRA 소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을 향하여

SGRA는 아쓰미재단의 사업자금과 법인·개인의 기부, 각종 
기관의 각 프로젝트에 대한 조성금, 기타 수입 등을 운영자금
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 편집팀을 중심으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１.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합니다.

２.  운영위원회는 본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합치하는 연구 카
테고리를 선정하고, 적시에 프로젝트 팀을 편성하여 사업
을 추진합니다.

３.  프로젝트팀은 SGRA멤버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널리 정보 발신을 행
합니다.

4.  프로젝트팀은 개별 프로젝트의 한시조직으로서 편성됩니다.

SGRA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의 약칭입니다. 아쓰미재단의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
키구치에서 세계를 향해 글로벌한 과제를 발신합니다.

SGRA 개요

다분야 연구 
경제・경영・기술・역사
공학・환경・정치・교육
예술・문화・심리・의학

전문 연구자 
이론・데이터체계

창조・신지식
경험・의욕

아쓰미재단
라 쿤 회

다국적 집합 
글로벌한 시점
국제적인 비교

일본장기체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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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서 일어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은 이미 국가단위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상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
다. 현재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에 대해, 국제적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위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이 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1993년 작고하신 아쓰미 다케오 가지마건설 명예회장의 유

지를 받들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국제화 추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설립되었습니다. 당재단은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유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일본의 풍성한 문화와 사회를 접하고, 
보다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아쓰미 회장의 국제교류 촉진에 대한 신념을 이어가면서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국제이해와 친선의 싹이 돋아, 마침내는 세계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
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1일）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

아쓰미재단 사업은 크게 장학사업과 국제학술교류사
업(SGRA)의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교류사업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SGRA)

장학사업
아쓰미장학금

아쓰미재단의 두 가지 공익사업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아시아미래회의

아시아미래회의는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연구자, 일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구자,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미래, 
지구사회의 미래를 학제적 국제적인 시점에서 논의하는 <장/플랫폼>
입니다. 2012년도부터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SGRA는 이 회의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는 ‘지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프로젝트

■ 일·대 아시아미래포럼
일본, 대만에 공통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테마에 대해 일본, 대만, 
그리고 광역 아시아의 시점에서 고찰하는 포럼을 대만의 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SGRA 차이나포럼
일중간의 다원적인 문화교류사의 재검토와 동아시아의 다이내믹한 
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부감하는 포럼을 중국 각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한 아시아미래포럼
한국 (재)미래인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일한 교대로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비 공유형성장세미나
1970년대 일본이 성취한 경제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진행된 
‘공유형성장’을 기본 테마로 필리핀의 제반과제를 검토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SGRA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

8개의 카테고리에서 도출된 테마에 따라 원탁회의나 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화와 지구시민
점차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세계속에서 ‘지구시민(Global Citizen) 
의식’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나 자리매김을 과제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구상아시아
세기를 넘어 아시아는 융성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의 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50년 
또는 100년후의 아시아를 어떻게 구상하고 구축해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글로벌한 시점에서 탐구합니다.

■  환경과 에너지
기술과 사회의 양측면에서 다분야, 다시점, 다방면으로 문제에 맞서, 
실용가능한 기술과 새로운 발상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  과학기술과 인간사회
현대의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한편, 사회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문과·이과 융합’의 관점에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학제적으로 고찰합니다.

■  동아시아의 인재육성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이 추구하는 인재육성전략 
및 국경을 초월한 인적 이동에 따른 기술이전, 문화마찰, 교육격차 등의 
과제와 그 배경에 관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세계평화
21세기를 맞이한 동아시아는 무엇보다도 상호이해와 신뢰, 그리고 
평화의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해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나아가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전보장과 평화로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종교와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글로벌한 시점에서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  젠더와 사회
사회적인 제도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젠더는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젠더의 시점에서 현대사회, 역사, 문학, 
미디어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구조, 권력관계 및 배제의 메커니즘을 
고찰합니다. 젠더 뿐만이 아니라, 인종, 국적, 사회계층, 장애의 유무 
등과의 교차를 검토하고, 폭넓게 젠더와 사회에 대해 탐구합니다.

SGRA 스터디 투어와
SGRA 카페의 실시 등

SGRA에서는 ‘SGRA 스터디 투어 in 후쿠시마’와 SGRA 카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SGRA 세션의 개최 지원

아시아미래회의(AFC)와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
(EACJS)에서 SGRA회원으로 구성된 세션 개최를 지원합니다. 세션 
개최를 희망하는 팀(SGRA회원에 의한)을 공모하고, 선발된 팀의 
참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활동

JAANUS：영문에 의한 일본건축, 미술용어의 온라인 사전에 대한 
기술 지원

SGRA 기와판 무료 구독 권유

SGRA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SGRA기와판은 
누구든지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자동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mailmaga/entry/mailing_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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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
전시키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쓰미 장학생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유학 경험자 네트워크인 ‘세키
구치 글로벌 연구회(SGRA)’를 통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GRA라는 
명칭은 일본에 유학한 외국인 연구자의 목소리를 아쓰미재단 사무국이 있는 도쿄
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글로벌하게 발신하고자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 아시아미래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학제적인 학술교류활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이사장 아쓰미 이쓰코

인사말 국제교류사업

SGRA는 세계 각국에서 도일하여 장기간의 유학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
가 중심이 되어, 지구사회의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
는 연구를 추진하는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회의,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세계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해외거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GRA는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교류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목표입니다. 

SGRA 소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을 향하여

SGRA는 아쓰미재단의 사업자금과 법인·개인의 기부, 각종 
기관의 각 프로젝트에 대한 조성금, 기타 수입 등을 운영자금
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 편집팀을 중심으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１.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합니다.

２.  운영위원회는 본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합치하는 연구 카
테고리를 선정하고, 적시에 프로젝트 팀을 편성하여 사업
을 추진합니다.

３.  프로젝트팀은 SGRA멤버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널리 정보 발신을 행
합니다.

4.  프로젝트팀은 개별 프로젝트의 한시조직으로서 편성됩니다.

SGRA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의 약칭입니다. 아쓰미재단의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
키구치에서 세계를 향해 글로벌한 과제를 발신합니다.

SGRA 개요

다분야 연구 
경제・경영・기술・역사
공학・환경・정치・교육
예술・문화・심리・의학

전문 연구자 
이론・데이터체계

창조・신지식
경험・의욕

아쓰미재단
라 쿤 회

다국적 집합 
글로벌한 시점
국제적인 비교

일본장기체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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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A 의 특징

설립 취지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서 일어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은 이미 국가단위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상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
다. 현재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에 대해, 국제적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위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이 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1993년 작고하신 아쓰미 다케오 가지마건설 명예회장의 유

지를 받들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국제화 추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설립되었습니다. 당재단은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유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일본의 풍성한 문화와 사회를 접하고, 
보다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아쓰미 회장의 국제교류 촉진에 대한 신념을 이어가면서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국제이해와 친선의 싹이 돋아, 마침내는 세계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
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1일）

고 아쓰미 다케오 회장

아쓰미재단 사업은 크게 장학사업과 국제학술교류사
업(SGRA)의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국제학술교류사업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SGRA)

장학사업
아쓰미장학금

아쓰미재단의 두 가지 공익사업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형성된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이
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
탁드립니다. 

　근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에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아시아미래회의

아시아미래회의는 일본 유학경험이 있는 
연구자, 일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구자,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미래, 
지구사회의 미래를 학제적 국제적인 시점에서 논의하는 <장/플랫폼>
입니다. 2012년도부터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SGRA는 이 회의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는 ‘지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프로젝트

■ 일·대 아시아미래포럼
일본, 대만에 공통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테마에 대해 일본, 대만, 
그리고 광역 아시아의 시점에서 고찰하는 포럼을 대만의 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SGRA 차이나포럼
일중간의 다원적인 문화교류사의 재검토와 동아시아의 다이내믹한 
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부감하는 포럼을 중국 각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한 아시아미래포럼
한국 (재)미래인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매년 일한 교대로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비 공유형성장세미나
1970년대 일본이 성취한 경제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진행된 
‘공유형성장’을 기본 테마로 필리핀의 제반과제를 검토하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SGRA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

8개의 카테고리에서 도출된 테마에 따라 원탁회의나 포럼 등의 
학술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화와 지구시민
점차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세계속에서 ‘지구시민(Global Citizen) 
의식’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나 자리매김을 과제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구상아시아
세기를 넘어 아시아는 융성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의 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50년 
또는 100년후의 아시아를 어떻게 구상하고 구축해 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글로벌한 시점에서 탐구합니다.

■  환경과 에너지
기술과 사회의 양측면에서 다분야, 다시점, 다방면으로 문제에 맞서, 
실용가능한 기술과 새로운 발상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  과학기술과 인간사회
현대의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한편, 사회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문과·이과 융합’의 관점에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학제적으로 고찰합니다.

■  동아시아의 인재육성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이 추구하는 인재육성전략 
및 국경을 초월한 인적 이동에 따른 기술이전, 문화마찰, 교육격차 등의 
과제와 그 배경에 관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세계평화
21세기를 맞이한 동아시아는 무엇보다도 상호이해와 신뢰, 그리고 
평화의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해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나아가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전보장과 평화로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종교와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글로벌한 시점에서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  젠더와 사회
사회적인 제도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젠더는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젠더의 시점에서 현대사회, 역사, 문학, 
미디어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구조, 권력관계 및 배제의 메커니즘을 
고찰합니다. 젠더 뿐만이 아니라, 인종, 국적, 사회계층, 장애의 유무 
등과의 교차를 검토하고, 폭넓게 젠더와 사회에 대해 탐구합니다.

SGRA 스터디 투어와
SGRA 카페의 실시 등

SGRA에서는 ‘SGRA 스터디 투어 in 후쿠시마’와 SGRA 카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SGRA 세션의 개최 지원

아시아미래회의(AFC)와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
(EACJS)에서 SGRA회원으로 구성된 세션 개최를 지원합니다. 세션 
개최를 희망하는 팀(SGRA회원에 의한)을 공모하고, 선발된 팀의 
참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활동

JAANUS：영문에 의한 일본건축, 미술용어의 온라인 사전에 대한 
기술 지원

SGRA 기와판 무료 구독 권유

SGRA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SGRA기와판은 
누구든지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자동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mailmaga/entry/mailing_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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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관한 안내
공익목적사업 지정기부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공익목적사업에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과 함께 법인·개인의 기부금이 커다란 원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여러 구좌도 가능합니다)
법인： 한 구좌 30만엔 
개인： 한 구좌 10만엔

◉특전
기부해주신 분께는 아쓰미재단 연보를 보내 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SGRA) 지정기부

SGRA는 아쓰미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수익과 법인·개인의 기부금, 각종 
기관의 프로젝트 조성금, 기타 수입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 편집팀에 의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SGRA사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충실한 활동을 
계속하며 네트워크를 더욱 더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여러 구좌도 가능합니다)
법인： 한 구좌 5만엔 
개인： 한 구좌 1만엔

◉특전
기부해주신 SGRA 찬조회원께는 SGRA리포트, 연차보고서, 
포럼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송금계좌안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메지로지점 보통 6499525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우체국 계좌번호 00170-5-392039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기부금 면세조치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부는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장학사업 및 
국제교류사업(SGRA)에 대한 지정기부로서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당재단은 ‘공익재단법인’ 인정을 받아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소득세, 법인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개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적용법인’의 인정도 받아,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 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개인 주민세 기부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경도는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112-0014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 3-5-8

아쓰미국제교류재단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e-mail: aisf-office@aisf.or.jp
homepage(아쓰미재단): http//www.aisf.or.jp/
homepage(SGRA): http//www.aisf.or.jp/sgra/

아쓰미장학금의 개요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이하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1.  일본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로,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장학금 지급 종료 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 또한, 정규재적연한을 넘겼거나 혹은 
타국의 대학원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연구원 등의 자격으로 일본의 대학원에 재적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2.  본인 소속의 대학원 연구과(연구실)와 본인의 거주지가 
모두 관동지방(동경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치기현, 군마현)에 있는 자.

3.  일본어에 능통한 자(모든 응모서류와 면접은 일본어로만 
가능합니다).

4.  국제이해와 친선에 관심이 있고, 당재단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는 자.

■ 장학금 내용
장학금은 월액 20만엔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1년간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응모방법
장학금 희망자는 7월 1일 이후, 각 대학원의 유학생 장학금 
담당과 또는 당재단 사무국으로 응모요항과 신청서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7월1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응모 신청은 매년 9월에 
접수합니다.

■ 선고방법
사무국의 서류와 면접을 통한 예비심사 후, 선고위원에 의한 
서류선고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합니다.

아쓰미장학금에 대하여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장학금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지급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꾀하면서 장
학 지원을 행합니다. 장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취하면서 장차 세계적인 규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쓰미재단의 네트워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류와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로운 발전’에 공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연구를 환영합니다.

생할지원과 동창회 활동 (라쿤회)
아쓰미장학생 동창회의 명칭은 아쓰미 다케오 회장이 평소 즐겨 그리
던 다누키(너구리)에서 유래하여 라쿤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쿤회는 
서울, 베이징, 타이페이, 보스턴 등 장학생 출신자들이 거주하는 각 도
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에세이집
아쓰미재단의 5주년, 10주년, 15주년을 기념해서 SGRA회원의 
에세이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쓰미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미래로-나의 제안
(아시아미래회의 우수논문집)

SGRA가 2년에 1회, 아시아의 주요도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미래회의’
의 논문집입니다. 아시아미래회의에서 우수상으로 선발된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SGRA회원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학 국제센터, 
주요 도서관, 해외의 대학 및 일본연구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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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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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ROPOSAL

アジア未来会議（AFC）とは
アジア未来会議（Asia Future Conference）は公益財
団法人・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が
主催し、日本で学んだ人や日本に関心のある人が集
い、アジアの未来について語る＜場＞を提供してい
ます。2013 年３月の第１回（世界の中のアジア：地
域協力の可能性、於バンコク）、14 年８月の第２回（多
様性と調和、於バリ島）に続いて、第３回は 16 年９
月に北九州市で「環境と共生」のテーマのもとに開
催されました。本書には、この会議に向けて投稿さ
れた多数の論文の中から厳正な審査によって選ばれ
た優秀論文 20 本を収録しました。 

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SGRA）とは
SGRA は、世界各国から渡日し長い留学生活を経て
日本の大学院から博士号を取得した知日派外国人研究
者が中心となって、個人や組織がグローバル化に立ち
向かうための方針や戦略をたてる時に役立つような研
究、問題解決の提言を行い、その成果をフォーラム、
レポート、ホームページ等の方法で、広く社会に発信し
ています。研究テーマごとに、多分野、多国籍の研究者
が研究チームを編成し、広範な知恵とネットワークと結
集して、多面的なデータから分析・考察して研究を行い
ます。SGRA は、ある一定の専門家ではなく、広く社会
全般を対象に、幅広い研究領域を包括した国際的かつ学
際的な活動を狙いとしています。良き地球市民の実現に
貢献することが SGRA の基本的な目標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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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A리포트
SGRA포럼의 강연록과 SGRA멤버의 투고논문을 SGRA리포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카피 리포트는 SGRA회원에게 배부되고, 
일본의 대학내 국제센터, 주요 도서관, 해외의 대학·일본연구기관에 
증정하고 있습니다. PDF판은 SGRA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리포트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activ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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