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EP 2013 Winter (제5기 EGEP) 모집요강
5th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2013 Winter
“Transnational Feminisms and Women’s Activism”
l 일시/장소 : 2014년 1월 12일(일)~1월 26일(일) / 이화여자대학교
l 주

최 : 이화여자대학교

l 주

관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l 협력기관 : UN Women
l 온라인 지원기간 : 2013년 9월 30일(월) ~ 10월 13일(일)

이화여자대학교는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2013 Winter (제5기
EGEP)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EGEP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매년 2회(1월·7월) 시행하고 있는 2주 단기 집중
여성활동가 교육프로그램으로서, UN Women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비정부 공
공분야(NGOs, 국제기구, 민간기관 연구소, 개인활동가 등)에서 일하는 여성활
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
카의 여성 교육 확대 및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GEP 2013 Winter(제5기 EGEP)는 2014년 1월 12월부터 26일까지 “초국적 페
미니즘과 여성의 액티비즘”을 주제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정부 공공부문에
서 일하는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1. 교육목표
§ 젠더/여성 관련 이론과 실천 역량 강화
§ 아시아-아프리카 맥락에서 재생산, 건강, 성폭력, 종교, 발전 등 다양한
여성 이슈 및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관한 지식을 심화함
§ 지역-국가-초국적 맥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주의 리더십 및 여성
연대 역량을 강화함

2. 교육내용

EGEP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포럼
§ 강의
§ 액션플랜
§

§
§
§

스터디투어
소셜아워
씨티투어 및 문화체험

※ 선발된 참가자는 공개포럼 발표 기회를 가지며, 이를 위한 발표문(여성/젠더
이슈 혹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 A4 5쪽 내외)을 제출하게 됩니다.

3. 모집대상
§
§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비정부 공익부문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
진 여성 활동가
지역‧국제단위의 비정부 공공분야((NGOs, 국제기구, 민간기관 연구소,
개인활동가 등)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
차세대 여성리더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갖춘 자

4. 모집인원

20~25명

5.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에세이
§ 추천서
§ 여권사본 (만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http://egep.ewha.ac.kr)
※ 제출서류 양식은 http://acws.ewha.ac.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6. 언어

영어를 공용어로 함

7. 심사기준
§
§
§
§

활동경력(25%)
여성이슈에 대한 전문성(25%)
여성리더로서 발전 가능성(25%)
공동체 기여 잠재력(25%)

※ 합격자에 한해 11월 15일에 개별 통지합니다.

8. 교육 지원
본 프로그램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육비와 기숙사비, 2주간의 체재비를 지원하며, ODA 수원국 참가자에 한해
왕복 항공비를 지원합니다.

9.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홈페이지
(http://acws.ewha.ac.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egep@ewha.ac.kr).
※ 추석연휴 기간에 수신된 문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연휴 이후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