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은 유엔본부에 기반을 둔 

국제비영리단체로 약 110 여개 국가에 위치한 유엔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비전과 미션을 

널리 알리고 유엔과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협회세계연맹의 서울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 캠프를 주최하게 되었으며 

진행을 하게 됨에 있어 관련 비용을 모두 유엔협회세계연맹에서 후원하여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함게 참가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이슈를 바라보는 시야의 확대와 

글로벌 리더로써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WFUNA Youth Camp Korea: WINTER  2015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학생 추천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귀 교(원)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A. 제안내용 :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WFUNA Youth Camp Korea: WINTER  2015 프로그램      

     참가 추천 

B. 추천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i.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현재 국내 초등학교 5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중인 자 

ii. 직전 학기 교내 내신성적 상위 20% 내의 자  

iii. i), ii)항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써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 제출 가능한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C. 대상자 신청관련 제출 서류 

i.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증빙서류 

ii. 직전 학기 성적표 사본 

iii. 생활기록부 사본 

iv.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v. 학생 참가 신청서 (양식 첨부 1 참조) 

vi. 학생 에세이(주제: Why should I participate in the upcoming WFUNA Youth Camp: 

Korea?) (양식 첨부 2 참조) 

vii. 학교장 추천서 (양식 첨부 3 참조) 

 

 

 

 

 

 
 

제목: 제 4 회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청소년 캠프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추천 안내 



- 아      래 – 
 
○ 대 회 개 요:   차세대 변화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국제이슈,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토론에 대한 능력향상을 원하는 청소년 참가자를 위한 1 주간의 모의유엔 

캠프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유엔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유엔협회세계연맹만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일         시:  2015 년 1 월 19 일 – 1 월 25 일 (1 주) 
 
○ 장         소: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 대         상:  전국 청소년 (초등학교 5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 등 록 기 간:  조기등록 11 월 10 일 – 11 월 28 일 (선착순 마감) 
   정규등록 11 월 29 일 – 12 월 19 일 (선착순 마감) 
 
○ 첨         부:  #1. 캠프 안내 브로셔 1 부, #2. 캠프 안내 포스터 1 장 

 
더 자세한 내용은 www.wfuna.org/kore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2-6925-2695 

(유엔협회세계연맹 서울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14년 11 월 10 일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  

Bonian Golmohammadi 

http://www.wfuna.org/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