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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4th World Youth Rally 2019 
 

20190122 

1. 개요 
 

가. 사 업 명: 제 44 회 월드유스랠리 2019 (The 44th World Youth Rally 2019) 

나. 사업기간:  2019 년 7 월 14 일(일) ~ 7 월 19 일(토) – 5 박 6 일 

다. 모집기간: 2019 년 5 월 30 일(수) 1 차 서류마감 이후 면접을 통해 선발 

다. 장    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스텔 (8 호선 몽촌토성역) 

라. 대    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20 대 

마. 사용언어: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합니다.  

바. 참 가 비: 25 만원 (행사 전 일정 숙박 및 12 회 식사, 프로그램 제공) 

사. 문    의: tel. 02-725-3031        E-mail. WorldYouthRally@kyha.or.kr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 에서 2016 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 년까지 이행하며, 17 대 목표, 169 개 세부 목표, 230 개 지표를 담고 있다. 

 

제 44 회 월드유스랠리 2019 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전 세계에 60 여 개 국가에 있는 각국 

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100 여명의 젊은이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대하여 5 박 6 일간 진행되는 

국제행사입니다. 현 시대의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접 마음을 담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캠프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북한을 포함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세계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미래의 세계시민으로써 반드시 갖춰야할 3 가지 덕목에 대하여 

배우며, 깨끗한 자연과 서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여행하면서 지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자는 다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각국에서 선발된 배울 점이 많은 젊은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 지구적으로 넓힐 수 있고, 20 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최고의 무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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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드유스랠리 취지 

 

 ■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인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가 될 젊은 세대들에게 지구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 개발 관점을 교육하는 일.  

 

 ■ 왜 우리는 미래 인류, 현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하는가?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구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해결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지구를 아끼고 관리하는 주인이 아닌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 어떻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조망 효과(Overview Effect):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대한 

관점 변화로 인생의 많은 선택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주는 

일입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한 관점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은 그 당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시대에는 오히려 과거 학교 교육이 많은 기회를 막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 세계적으로 선행하여 길러주면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적 시야를 가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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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젊은이들에의 관점을 전 지구적 

지속가능 관점으로 넓혀 줄 수 있는 여러 교육방법 중에 세계적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독일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구인 호스텔링 인터네셔널 국제연맹에서 전개하고 있는 

호스텔링 활동이 젊은이들의 시야를 자연스럽게 넓혀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활동 중인 우리나라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이 있습니다. 

 

■ 호스텔링 인터네셔널 국제연맹 소개. 

 

Hostelling International(이하 HI)의 존재 이유(철학) 

 

“호스텔링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와 그 곳곳에 

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도움을 주는 일”  

 “TO HELP ALL, ESPECIALLY THE YOUNG,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ITS PEOPLE THROUGH HOSTELLING “(원문) 

 

그리고 HI의 핵심 목적은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에게 특히 좋은 교육을 받기 충분한 조건이 안되는 

젊은이들에게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도시와 국가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숙한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지위, 정치성향에 대한 차별이 없는 분위기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호스텔, 숙박시설을 짓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들 간에도 서로 함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다.” 

“ TO PROMOTE THE EDUCATION OF ALL YOUNG PEOPLE OF ALL NATIONS, BUT 

ESPECIALLY YOUNG PEOPLE OF LIMITED MEANS, BY ENCOURAGING IN THEM A 

GREATER KNOWLEDGE, LOVE AND CARE OF THE COUNTRYSIDE AND AN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VALUES OF TOWNS AND CITIES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AS AN ANCILLARY THERETO TO PROVIDE HOSTELS OR 

OTHER ACCOMMODATION IN WHICH THERE SHALL BE NO DISTINCTIONS OF 

RACE, NATIONALITY, COLOUR, RELIGION, SEX, CLASS OR POLITICAL OPINIONS, 

AND THEREBY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FELLOW MEN AT 

HOME AND ABROAD” (원문) 



 2nd Floor, 13 Songiro-30-gil, Songpa-gu, Seoul 05800, Republic of KOREA 

#102-82-07488 / T.+82 2 725 3031 / www.kyha.or.kr / kyha@kyha.or.kr 

페이지 4 / 22 

 

HI 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1909 년부터 약 100 년간 전 세계에 4,000 

개의 HI 호스텔을 설치하였습니다. HI 호스텔이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호스텔에서는 그 주변 지역과 

그곳에 같은 목적(문화와 사람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여행 온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기회를 주는 공동 침실 형태의 공동 숙박 실을 제공합니다. 물론 호스텔에 따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 호스텔링(Hostelling), 호스텔(Hostel), 호스텔러(Hosteller)의 개념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지역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호스텔(Hostel)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호스텔링(Hostell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여행을 즐기고 선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호스텔러(Hosteller) 라고 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문화와 시야를 가진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를 할 기회를 얻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의 모습에 가까워 질 것입니다.  

국제연맹 홈페이지: https://www.hihostels.com/ 

 

■ 호스텔러(Hosteller)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호스텔러들은 어느 누구보다 다양한 국가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고, 입시와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이 아닌 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이 탁월합니다.  

 

호스텔러들은 사람과 실제로 만나 소통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며. 

여행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SNS 상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을 동참하게 합니다. 

 

호스텔러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미래사회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위치의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개방된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hihos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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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Youth Rally 2019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1st 2nd 3rd 4th 5th 6th
July 14 (Sun) July 15 (Mon) July 16 (The) July 17 (Wed) July 18 (Thu) July 19 (Fri)

7:00
15
30
45

8:00
15
30
45

9:00
15
30
45

10:00
15
30
45

11:00
15
30
45

12:00
15
30
45

13:00
15
30
45

14:00
15
30
45

15:00
15
30
45

16:00
15
30
45

17:00
15
30
45

18:00
15
30
45

19:00
15
30
45

20:00
15
30
45

21:00
15
30
45

22:00 #Sleepforpeace #Sleepforpeace #Sleepforpeace #Sleepforpeace #Sleepforpeace

■ B1.

Youth Forum 1

(Cognitive)

Base on GCED

Dinner 1
( Olympic YH )

bye ~
No Program

( Lunch is not
available )

■ B3.
Youth Froum 3

(Behavioural)

Base on GCED

■ A2.

Youth Life Plan

Base on SDGs

■ C1.
Namhan
Sanseong
Climbing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Lunch 5
in Mountain

Lunch 3
( Olympic YH )

■ A3.
Closing

Ceremony
&

Cultural Night
with

Traditional
Clothes

Dinner 6
Eating

Korean Food

■ C4.
Night View in

Seoul Han River

■ C3.
Rural

Experience
Village Tour

Dinner 11
( Olympic YH )

■ A1.

 WYR 2019
Opening

Ceremony
&

Team
Building

■ D1

Seoul Hostelling
 

(Using public
transportation)

with
Korean Team

Leader

(Dinner is not
included in fee)

Check-in
Olympic YH

( Lunch is not
available )

The 44th World Youth Rally 2019

Good morning

Breakfast 2
( Olympic YH )

Breakfast 4
( Olympic YH )

Breakfast 7
( Olympic YH )

Breakfast 9
( Olympic YH )

Breakfast 12
( Olympic YH )

■ C2.

Playing in the
Valley Water

Lunch 10
( Olympic YH )

■E1.

#Sleepforpeace

Importance of
peace and

commitment
to future

generations

with
Teach North

Korean Refugees
(TNKR)

■ B2.
Youth Forum 2

(Socio_Emotional)

Base on GCED

Lunch 8
( Olympic YH )

■ D2

Seoul Hostelling
 

(Using public
transportation)

with
Korean Team

Leader

(Dinner is not
included i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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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A1. Opening Ceremony & Team Building   July 14 (Sun) (19:00 – 22:00) 

 

 19:00 – 20:00  Opening Ceremony & Cultural performance 

 

 

 

 

 

오프닝 세러모니에서는 행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VIP 분들의 축사와 각국 연맹 CEO 

분들의 축하인사를 함께 듣는 자리입니다. 또한 참가국 학생들이 준비해온 문화공연으로 

구성됩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그 국가의 춤과 노래를 캠프 참가 전에 준비하면서 자신의 국가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화 환경에서 우리 문화만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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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2:00  Team Building & WYR 2019 Orientation 

 

 

 

미리 선발되고 교육된 한국 팀 리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의 어색함을 깨기 위한 “얼굴 그리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면서 서로의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캠프에 

온 이유와 앞으로 기대되는 점들을 이야기 나누며 첫날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캠프 기획 

플래너들을 소개하고 전체 일정과 질의응답, 준비사항들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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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Youth Life Plan Base on SDGs   July 15 (Mon) (09:00 – 12:00)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기반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나와 같은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9:00 – 10:00  Part 1. 우리가 누리는 수 많은 혜택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기. 

 

자연, 국가, 이웃, 부모님, 주변 상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어디서 왔으며,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자신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미쳐 알지 못했던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10:00 – 11:00  Part 2.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나의 미래명함을 제작합니다. 

 

17 개의 지속가능목표는 인류가 달성해야 할 광범위한 목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반으로 미래의 명함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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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12:00  Part 3. 제작한 명함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발표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한 장의 명함으로 요약하여 참가한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집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SNS 로 친구를 맺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멋진 파트너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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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Youth Forum 1 for Cognitive Base on GCED  July 15 (Mon) (13:00 – 16:00) 

 

세계시민으로써 갖춰야할 3 가지 덕목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을 미래의 인재로 규정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지적인 영역”을 위해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듣는 세계의 사건과 사고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직접 들려주는 그 나라의 강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국가의 젊은이들의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3 가지 

주제로 발표준비를 부탁할 것입니다. 

 

1.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간단한 이유(강점)을 3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해주세요. 

 

2. 당신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3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해 주세요. 

 

3. 그 국가의 젊은이로서 더 나은 모국, 조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3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해주세요. 

 

위의 3 가지 주제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로 발표시간은 15 분, 

질의 응답 시간 15 분 총 30 분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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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D2. Seoul Hostelling (Using public transportation) with Korean Team Leader 

(Dinner is not included in fee)  July 15 (Mon) (16:00 – 22:00) 

     July 17 (Wed) (13:00 – 22:00) 

 

 

서울은 안전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멋진 곳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한국의 국적을 가진 팀 리더들이 조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을 느끼러 

갑니다! 팀으로 탐방을 하기 때문에 팀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선호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서로가 대화하고 배려함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현지인 팀리더들이 안내하는 서울투어는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번만 가면 아쉬운 팀리더와 함께하는 서울 호스텔링은 July 17 (Mon) (13:00 – 22:00)에 다시한번 

떠날 수 있습니다. 22:00 로 되어 있지만 밤까지 놀아도 됩니다. 😊😊 하지만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필수입니다!  많은 사진과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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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Namhansanseong Climbing     July 16 (Tue) (10:00 – 13:0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한국은 많은 산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이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남산산성을 함께 거닐고, 자연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벼운 운동화와 

도시락을 담을 작은 가방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팀원들과 먹는 도시락은 무엇보다 맛있을 것입니다. 물론 쓰레기를 잘 

챙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등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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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Playing in the Valley Water     July 16 (Tue) (13:00 – 16:00) 

 

 

한국의 7 월은 여름입니다. 더운 날 깨끗한 물 속에서 더위를 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깨끗한 

자연에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간식들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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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Rural Experience Village Tour    July 16 (Tue) (16:00 – 18:00) 

 

 

여행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확의 

기쁨도 느껴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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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Night View in Seoul Han River    July 16 (Tue) (20:00 – 22:00)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자랑거리인 한강의 야경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마감하면 어떨까요?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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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Youth Forum 2 for Socio_Emotional _ Base on GCED  July 17 (Wed) (09:00-12:00) 

 

Six blind men were asked to determine what an elephant looked like by feeling different parts of 

the elephant's body. The blind man who feels 

a leg says the elephant is like a pillar; the one 

who feels the tail says the elephant is like a 

rope; the one who feels the trunk says the 

elephant is like a tree branch; the one who 

feels the ear says the elephant is like a hand 

fan; the one who feels the belly says the 

elephant is like a wall; and the one who feels 

the tusk says the elephant is like a solid pipe. 

A king explains to them: All of you are right. The reason every one of you is telling it differently is 

because each one of you touched the different part of the elephant. So, actually the elephant has 

all the features you mentioned. 

 

우리는 종종 위의 장님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은 한 국가

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스랠리에서 여러 국가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양

한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주제는 5월 30일에 최종 발표됩니다. 주제의 예시로는 20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은 무

엇이 있을까?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돈을 얼만큼 벌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애인과 배우자, 또는 좋은 친구의 조건은? 우리는 왜 남을 

돕고 살아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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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Youth Forum 3 for Behavioural_ Base on GCED  July 18 (Wed) (09:00-12:00)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Social Media 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들 100 여명이 모여서 다 함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토론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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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SleepForPeace Importance of peace and commitment to future generations 

        July 18 (Thu) (13:00-16:00) 

 

 

 13:00 – 15:00  Part 1.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만약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세계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일까요? 남북뿐만이 아니라 

국가, 인종, 종교,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과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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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한 젊은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TNKR 의 도움을 받아 영어를 배우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도하고 그들이 평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Teach North Korean Refugees (TNK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making a 

difference in the refugee community. Our main activities are one-on-one individualized 

English tutoring, speech coaching, and fundraising. 

 

 15:00 – 16:00  Part 2. 평화를 기원하는 심볼 & 평화의 상징 만들기. 

 

 100 여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심볼과 상징물을 만들어 봅니다.  

 

#SleepForPeace 는 Hostelling International 의 

슬로건 입니다.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평화를 기원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나서 

다음세대도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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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Closing Ceremony & Cultural Night    July 18 (Thu) (19:00-24:00) 

 

 19:00 - 20:00  Closing Ceremony with Certificate and Closing Video 

 

 

 

 

무사히 유스랠리를 마친 참자들에게 수료증을 나누어 주고 소감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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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2:00  Cultural Night & Gift Exchange & write goodbye letter     

 

 

 

 

작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팀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함께해서 감사했다는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다짐하면서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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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4th World Youth Rally 2019 
 

 

 

 

Be friends, Best friends 
‘Be friends, Best friends’ is the Slogan of WYR. ‘Best friends’ is not just friends  

but friends beyond prejudice and differencest by understanding each 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