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네트워크 소개

위치 및 연락처 정보
▲ 동호대교방면

사단법인 한강네트워크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
니다.
한강네트워크는 설립취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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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evelopment)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2, 리틀스타빌딩 2층
전화번호 . 02-566-2016
이메일 . info@hangangnetwork.org
홈페이지 . www.hangangnetwork.org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제공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교류 증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조화로운 사회 건설

hangangnetwork
hangangnetwork
hangangnetwork

한강네트워크 연혁

blog.naver.com/hangangnetwork
2016. 5. 4 - 5. 10

태국 양성평등 및 평화로운 사회 재고 컨퍼런스

2016. 5. 23

사단법인 설립

2016. 5. 23 - 6. 5

외교부 공동주최 한국의 공공외교 논문공모전

2016. 6. 16

외교부 공동주최 한국의 공공외교 컨퍼런스

2016. 5. 19 - 7. 28

책 읽는 목요일 1기

2016. 7. 26 - 7. 30

문화간 대화 해외 워크숍: 카자흐스탄

2016. 8. 25 - 11. 3

책 읽는 목요일 2기

2016. 9. 3 - 11. 5

한강 청년 포럼

2016. 10. 21- 11. 25

외교부 공동주최 Seoul Youth Forum
*5개 대학에서 15개의 강의 및 토론회 진행,
플라자호텔에서 포럼 행사

2016. 12. 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강네트워크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세요”
KB국민은행 378837-01-007613
예금주 : (사)한강 학술 문화 교류 네트워크
한강네트워크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강청년포럼
Hangang Youth Forum
사회 통합, 기회 평등, 교육 등 여러가지 사회 이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시하는
활동

한국의 공공외교 컨퍼런스
Korea’s
Public Diplomacy Conference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논문을 공모하고 수상작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책 읽는 목요일
Thursday Book Club
책을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양 활동

서울청년포럼
Seoul Youth Forum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포럼. 한국관련 강의 시리즈,
워킹 그룹 토론회, 발표회로 이루어짐 (영어로 진행)

외국인 가정 방문
국제교류 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s
국내외 지식인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활발한
학술 문화 교류 활동 (단체 워크숍 홈페이지 신청)

Family Visit Program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을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문화를 교류
하고 친분을 다지는 프로그램 (상시모집, 홈페이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