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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유엔협회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WFUNA) is a nonprofit global organization representing and coor-

1946년 발족된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dinating a membership of over 100 national United Nations Associations(UNAs) and their thousands of constituents.

(WFUNA)]은 전세계 100여개가 넘는 유엔협회와 수천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유엔과

WFUNA aims to support, strengthen,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nited Nations. WFUNA’s main goal is to educate

시민사회간의 원활한 활동과 소통을 위한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FUNA는 유엔을

individuals on the goals of the UN Charter and encourage support for the UN. These goals are to be recognized by

지지하고, 유엔 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국제비영리기구입니다.

WFUNA’s various achievements and efforts, including seminars, research papers, internships, conferences, and training
programs.

UN Photo / Paulo Filgue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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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NA Youth Camp Korea educates today’s youth regarding the values of the UN and its agenda. To ensure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와

the success of WFUNA’s goal of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we invite today’s youth to the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세대 변화의 주역을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to participate in our 6th Youth Camp.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유엔협회세계연맹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청소년을 초대합니다.

The main curricular theme chosen for this year’s camp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youth camp will be able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n the primary objectives and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요 교육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입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는

goals of the global community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s through a specialized educational experience.

학생들은 능동적인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By applying a ‘Model UN’ based educational curriculum at the camp, today’s youth will not only develop
the necessary leadership skills for the global era, but will also improve their perspectives on global issues.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는 ‘모의 유엔’이라는 교육적 방법론을 적용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Through this camp, students will experience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delivered by the world’s finest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전 시킬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Model UN training professionals while also sharpening their public speech skills,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통해 학생들은 대중연설법, 논리력,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갈 것이며,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모의유엔

confidence.

전문가들로부터 최상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됩니다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리더십 개발 및
다양한 비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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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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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WFUNA Youth Camp commenced at the Kyung He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on January
11, 2016. WFUNA is a nonprofit membership organization working for a stronger and more effective United Nations. WFUNA’s mission is to build a better world by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UN through
the engagement of people who share an international mindset and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year, Model United Nations (MUN) trainers from a diverse set of countries and regions, thos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Europe, and Asia, joined the camp held in Korea to train participants on how
to become a world leader. The major language of the camp was English, and throughout the camp, the
participants were challenged to initiate solutions for significant global issues through conducting lectures,
debates, and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Most importantly, safety was one of the top priorities that
WFUNA took into consideration and threfore, fire drills and safety procedures were explained during the
orientation session by the Namyangju Fire Department.
The second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proceeded with a speech from one of the head trainers, Ryan Villanueva. After greeting the camp participants with a friendly welcome, he presente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s an example to show the students how he had participated in MUN as a stepping stone to
his current post. Likewise, MUN can help the participants learn how to become a world leader. Moreover,

MORNING

by being a part in the WFUNA Youth Camp, students can learn how the UN is dealing with international is-

Opening
Ceremony

perspectives by experiencing various points of view to a single issue, but they could also build confidence

sues and how they could be involved in presenting the solutions. Not only could the students broaden their
by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listening as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roughout their
conferences. The three main goals that the students were expected to achieve by the end of the week were:
students will (1) understand how the UN solves global problems; (2) participate in an MUN conference;
and (3) improve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FTERNOON

Afternoon
Activity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제6회 청소년캠프가 개막 했습니다.

- Making a Pizza

캠프동안에 모든 참가활동과 수업진행은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강사진들과 모든 참여 학생들은 도전

- 1-on-1 Feedback

유엔협회세계연맹은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유엔협회와 수천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유
엔과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활동과 소통을 위해 중재역할을 담당하면서 유엔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국제 비영리기구이다. 이번 해 또한 청소년캠프를 위해 미국, 캐나다, 아시아, 유럽 많은 강사진들이
내한하여 캠프에 참가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르치고 국제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적인 과제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론하고 공유하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개막식의 끝으로는 캠프기간 동안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VENING

TED TALK

다음 순서로 제6회 청소년 캠프의 교육과정 책임자인 Ryan Villanueva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에게 한국말로 친근하게 인사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현재 자신의 위치에
서기까지 모의유엔 참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리더로써 모의유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캠프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은 유엔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우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
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입장를 접해봄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넓힐 수 있을 뿐 만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오로지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회의들과
활동들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1) 유엔이 어떻게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배우고, (2) 모의유엔총회에 참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3) 영어실력 또한 향상
시키는 등의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캠프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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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iculum during the Youth Camp was divided into three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 교육과정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main goals: to understand how the United Nations works, to par-

유엔에 대한 이해, UN4MUN 의사규칙으로 진행되는 모의유엔 참

ticipate in a Model UN simulation that follows UN4MUNA guide-

가, 그리고 영어능력 향상 입니다. 청소년캠프 첫째 날의 프로그램

lines, and to improv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he first day
started with the activity named ‘Making a Pizza’ which helped the
participants learn and apply the term “consensus” by choosing the
topping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nd discussing the term

한 재료선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고른 후 파트너와 의견을

After a brief break, a one-on-one feedback session was held. A

나누었습니다. 그 후 큰 두 그룹으로 나누워져 자신의 의견을 제시

group of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trainer, and the train-

하고 다른 구성원을 설득한 후,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피자

where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expound on their preferred

에 올라갈 오직 5가지의 토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모의유

choices and come up with five ingredients for their pizzas. Through

엔에 기초 된 협상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과 유사한데, 이 활동

this activity, participants learned how to understand differing

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풀어

opinions and tried to solve a problem by reaching an agreement,

나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면서 협상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견

participants not only learned how to negotiate but also improved
their English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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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자 만들기로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은 처음 피자를 만들기 위

with their partners. Later, the clas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 similar way of what a Model United Nations procee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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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ers individually called the students to give them feedbacks. While
trainers were having the feedback session, students waiting
inside the classrooms wrote reflections on what they intended to
learn this week.
After dinner, three speakers, Charlene Hong, Finn Carlson, and
Ryan Villanueva gave their inspirational speeches. It was an honor to have the last presenter, Ryan Villanueva, the co-founder of
Best Delegate, to share his story of why he decided to quit his job
for the Model UN. His story, along with the other two presenters’
speeches, motivated the participants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pursue their dreams by overcoming their fears. The presenters
asked plenty of questions to the audience to engage them into
their talks, and lots of students seem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vent by raising their hands. Like any other TED Talks, the
speakers managed to inspire the audience with their touching
stories. This seemed likely as students showed particular interest
in the MUN, the UN, and studying in a global environment by the
end of the event.

짧은 휴식 시간 후 개인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반의 강사는
여러 학생을 맡아 개인별로 피드백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실
밖에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실 안에 대기 하고
있던 학생들은 일주일동안 계획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 Charlene Hong, Finn Carlson, 그리고 Ryan
Villanueva의 강연 시간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 중 Best Delegate의
공동설립자인 Ryan Vilanueva은 모의유엔에 대한 열정으로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자
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여
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모든 연설자
들은 TED Talk과 같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선택
하고 도전했던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날 이벤트의 끝으
로 많은 학생들은 유엔, 모의유엔 그리고 국제적인 배경지식에 대
한 더 큰 관심을 보였다.

WFUNA YOUTH CAMP

14

KOREA WINTER 2016

# INTERVIEW

15

# INTERVIEW

Emily Minjeong Kwak / Elementary Green
곽민정 / 초등부 Green

Nayeong Kwak / Middle Red
곽나영 / 중등부 Red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자기소개를 부탁해요!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를 부탁해요!

My name is Emily Minjeong Kwak. I’m in 5th grade, and soon I’ll

저는 곽민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5학년이고, 곧 6학년이 될 예정

Hi! My name is Nayeong and I go to Manseong middle school. I’m sixteen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만송중학교에 다니는 곽나영입니다. 사실

be going into 6th grade. I am allergic to

이에요. 저는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 번 먹어본 경험이

years old. Also, I live in Incheon. I feel more comfortable speaking in

아직 전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요. 한국어로 인터뷰 하는게 편해요. 한국

있는데, 그 때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Korean, but I want to be able to speak fluently in

어로 해도 되나요?

pineapples. I ate

them once before, and I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I am
allergic to the fruit.

English as well. For that reason, I would like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haha!

How is your day so far? What is your first impression of the
WFUNA Youth Camp?

WFUNA Youth Camp의 첫날이이에요!
캠프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Actually, this is my first time being in a camp ever, but I already

사실 저는 이번 WFUNA Youth Camp가 제가 참여하는 첫 캠프

love this camp! It’s really fun, the teachers are kind, and I got to

지만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매우 재미있고, 선생님들도 좋으

understand more about the MUN. I didn’t even know what MUN

시고, 그리고 모의유엔총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캠프 전에

was before this camp, but after visiting the WFUNA website with

는 모의유엔총회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호기심에 WFUNA의

curiosity, I saw the camp and signed up. So here I am!

사이트를 방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론 캠프에 두 번째 참가라고 하던데 다시 참가하게 된 이유
가 있나요?

I heard that you participated in the model UN for the second time.
Why did you decide to join this camp again

사실 2년 전 모의유엔 캠프에 참여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Actually, I was thrilled to participate for this winter camp because I felt I

다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의유엔을 처음 해봤지만 배

didn't experience enough two years ago. At that time, I was representa-

웠던 부분도 많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저번에 하지 못했던 나

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enjoyed it! I was very excited when I

라를 맡아서 색다른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참가하

imagined myself be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the

게 되었어요.

저번에는 미국대표자를 맡았었는데 내가 미국의 대표자라고 생각할 때마

most unforgettable moment during the model UN.

캠프를 다녀온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in the WFUNA Youth
Camp?

그것 말고도 WFUNA Youth Camp에 지원하게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I signed up for this program with my decision along with my par-

저는 이 캠프에 대한 제 관심과 부모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

tasks. After the previous camp, I’m sure that I changed a lot! I gained

ents’ recommendation. At first I came here because I wanted to

었어요. 처음에는 놀고싶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WFUNA와 모

confidence and felt more comfortable when speaking in English. Most of

just hang out. However, after I arrived, I became more interested

의유엔총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캠프가

all, I practiced at public

in WFUNA and MUN, so I think this camp will be great for me.

저에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speaking through many activities. Also, I still keep in touch with many

Do you feel any differences after the previous camp?
I was a girl who lacked confidence. So, I always tried to avoid challenging

사실 그전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면 망
설여지고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캠프를 다녀온 후에 제 자신이 변
했다고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자신
감도 생기고 영어를 말하는 게 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전
처럼 만날 순 없지만 연락하고 서로 이런 캠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요.

friends that I met here at the camp and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although we are not able to meet very often.

What do you expect the most from the camp?
I expect to be better in English and have a better
standing in MUN.

WFUNA Youth Camp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under-

저는 이 캠프를 통해 제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모의유엔
총회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과 목표가 있다면?
What do you expect the most and do you have any goals from the
camp?

무엇보다 모의유엔 당일이 가장 기대 되요. 모의유엔을 한 후에 최종적인

Most of all,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 final day of this camp be-

넣어보고 싶어요.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독일대표자가 되고 싶어

cause I like to suggest and fill in the legislation more than before. My goal

요. 최근에 독일에 대해 흥미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 많이 배우고

is to be a representative of Germany if possible because I have become

토론하면서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좋은 결의안을 만들고

very interested in Germany recently. So, I try to handle some tasks about

저번처럼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the country by taking care of some developing countries and gain different
experiences from it.

결의안을 만드는데 더 좋은 것을 제시하고 공유하면서 결의안에 많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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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ning class was composed of public speaking lessons, guided readings, UN briefings and a UN Jeopardy activity.
Public speaking is an important skill that is used on a daily basis and participants had the chance to learn how to deliver
good speeches by preparing their own speech, presenting it in front of the class, and receiving feedbacks from their trainers.
Later, participants received lessons according to the UN textbook provided. The trainer explained basic terms, the history
of the UN and how the UN is composed of different members while the participants took notes. Finally, one of the most
popular games in the United States called Jeopardy began! With this game the participants had the opportunity to do group
work, practice and test the lessons they learned in class by playing this fun game. All the participants were really active and
helped them review the contents back again.

TODAY’S
SCHEDULE

오전 수업은 대중연설 수업과, 독서, UN 브리핑 그리고 UN 제퍼디 게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영어로 연설문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트레이너 분들께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UN 교과서를 사용해 독서 시간을 가졌고 트레이너의 UN 브리핑 시간도 있었습니다. UN 브리핑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단어도 알게 되고, UN 역사와 UN 안에 구성된 멤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유명
한 제퍼디 게임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팀 내에서 공동으로 활동하고 수업 내용을 복습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재미있게 주제를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생들이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MORNING

Public Speaking,
UN Briefing,
UN Jeopardy
AFTERNOON

Guided Reading,
SDG Briefing,
SDG Posters Activity

The Afternoon class was composed of guided readings, SDG briefings, SDG poster activities, afternoon debrief + reflection
and 1-on-1 feedback time. After lunch, participants continued with their reading activity together with the SDG Briefing.
Later,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of four to five members each to make SDG posters. Through this activity, we could see
how the group members integrated to come up with goals to advertise the topics they have chosen. It was impressive to see
how everyone used English and worked together to make very creative posters. Finally, the trainer wrapped up the class by
giving a brief summary of the day’s class activity and while students wrote their reflections, mentors had 1-on-1 feedback
time with the participants outside the classroom.

EVENING

Shoes for Hope

+

Snack Time: Pizza party based on
the Monday activity of ‘Making a Pizza’.

오후 수업은 독서 토론, SDG 브리핑, SDG 포스터 액티비티, 오후 일과 정리, 오늘의 학습 복습 그리고 개인 피드백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참가자들은 이어서 독서 토론과 SDG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4 5 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누어져 SDG 포스터 만들기 액티비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통해 각 팀에서 선택한 SDG 주제의 목표를 찾아 홍
보하는 길을 만드는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팀에서 참가자들은 영어로만 말하고 협동하면서 창의적인 포스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너가 오후 일과를 정리하고, 오늘의 학습 복습 시간과 개인 피드백
시간으로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실 밖에서 트레이너 분들이 개개인한테 피드백을 주는 동안 안에서는 학생들은 계
획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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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for Hope

Participants had the opportunity to decorate shoes for hope, which is an
activity decorating shoes that have paintings of hope and world peace and
delivering them to youths in need all around the world and this time it
would be sent to the Republic of Uganda . Before starting the activity,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by watching
a short clip and listening to a brief presentation. Later, each participant
received the shoes to be decorated and had a fun time being creative. The
most well decorated shoe was selected to be presented in front of all the
candidates at the big hall. Through this activity,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he shoe they’ve decorated can provide happiness and hope to other
children’s in need.

참가자들은 희망의 운동화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은 희망과 세
계 평화 주제로 운동화를 그려, 전 세계 적으로 신발이 필요로 한 아이들에
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운동화는 우간다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활
동이 시작하기 앞서, 짧은 영상과 활동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각자 반으로 돌아가 참가자들은 꾸밀 운동화를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원하
는 스타일대로 운동화를 꾸민 후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운동화가 선정 됩
니다. 그리고 나서 대강당 실에 다 같이 모여 모든 참가들 앞에 꾸민 운동화
에 대해 발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
른 아이에 기쁨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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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MY COUNTRY OF
THE MODEL UN!?
Students seemed more familiar with each other deepened their under-

오늘의 간식-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한 생일파티와 장기자랑

standing about the United Nations as they gathered at the classroom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학생들은 스스로 씻고 아침식사 후 아침

at 9 A.M. after having breakfast. Today's program was mainly com-

9시 수업을 위해 모였습니다. 셋째 날 중등부가 다룰 내용은 정규과정인 (1) 대중

posed of public speaking: sharing posters, reading plus topic briefing,

연설: 포스터공유 (2) 독서+토픽 브리핑 (3) 토픽 활동: 과거정책, 국가정책과 생

and topic activities as formal curriculum. Making a soap was added as

명의 비누 만들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등 부 학

an extra program in the evening.

생들이 모의유엔에서 맡게 될 나라를 배정받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 Public speaking + Guided Reading (morning class)

• 대중연설: 포스터공유 + 토픽 활동: 과거정책 (오전 정규과정)

Today's first class began with sharing the posters made the day before.

오늘 수업은 모두의 힘을 합쳐 완성했던 포스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

Kim Young-jun's group which belongs to middle school red track

습니다. 중등 부(RED)팀의 김 영준학생그룹은 해양자원을 보존하는 목표로 한

shared opinions in order to represent their poster on resources, global

포스터를 소개하기 위해 모여 연설의 이목을 끄는 첫 문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하

warming, and global well-being. Students started with several inter-

고 흥미로운 많은 의견을 공유 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질문을 던지거나 놀

esting questions or facts and explained possible side effects and what

라운 사실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한 후 목표에 대한 소개, 조사 내용을 제시하기

their goals are. They finished their speech by referring to what human

도 하고 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포스터에 대한

beings can do. Through this program, the middle school blue track

소개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발표를 통해 자신감도 키우

students got invaluable insight into their topic and gained confidence

고 토픽에 대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중등 부(BLUE) 그룹별

as well. On top of that, students had a deeper understanding on water

로 수질오염에 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고 질문하면서

Topic
Activity

pollution and workable plans and the potential solutions to prevent th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거와 현재의 가능한 국제적인 해결책에 배우고 생각

problem. Today's morning class was finished with short quizzes based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모두 모여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통해 복

on the broad theme of water pollution.

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Guided Reading + Topic activity

•독서토론 + 정책 브리핑, 토픽활동: 나라 배정 및 조사 (오후 정규과정)

- Debrief

After having lunch, the middle school red track were gathered again

점식 식사 후, 중등부(RED)팀은 헤드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로

- Reflection

and talked about the topic of food waste. They had time to think on

인한 환경파괴를 주제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

how to reduce food waste and thought of possible solutions to solve

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모의유엔에서 중

the problem as if they were real representatives of a nation. Interest-

요한 자신이 맡게 될 나라를 배정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나라를 배정받은 학

ingly, we were able to see different faces after students were assigned

생이 있는 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나라를 배정받은 학생들의 모습 또한

their countries of the Model UN. They were also given information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정보가 적힌 종이를 받은 후 스스로 자세하게 조사

papers and found out extra data with trainers' help. Red track partic-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르는 정보나 단어에 대해서는 트레이너들의

ipant Park Min-seo was assigned to be a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도움을 받았습니다. 레드 팀의 영국 대표자를 맡게 된 박민서 학생 (서울 목운중.

Kingdom, even though she wanted Turkey or Cambodia which were

14)은 여행도 가보고 잘 알고 있었던 터키나 캄보디아를 맡아 발생하는 테러문

the countries she was interested in. Even so, she said it would be very

제에 대해 더욱 알아보고 해결해보고 싶었지만 강대국가인 영국 또한 만족하며

meaningful as the United kingdom is one of the powerful nations in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민서학생은 아직 영국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지 못

the world. She also briefly commented that she will make an effort to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하여 그 나라의 입장 그리고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세계의

be a sensible representative who views the matters from a wider angle.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MORNING

Public
Speaking
AFTERNOON

- 1-on-1 Feedback

EVENING

Soap
for Lif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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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for Life

The purpose of this program was making soap and delivering them to millions of children in need all over the world. While making
soaps, students had fun and becam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ctivity at the same time. This evening program finished with
a presentation of their artwork.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비누 자체의 개념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지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중등
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 비누를 만드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손으로 만지면서 완성되어가는 비누를
보면서 웃기도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자신만의 비누를 발표하면서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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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CHEDULE
After breakfast, students learned how to write an ‘Opening Speech’ for

아침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리드트레이너 Jessica Shin 선생님과 함께 내일 진행

tomorrow’s Model United Nations Simulation with the lead trainer Jes-

될 모의유엔대회에서 발표할 오프닝연설문의 구성 및 작성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

sica Shin. Then, students researched how their countries are involved

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의 의제와 관련

in the agenda, discussed possible solutions to the agenda in groups,
and prepared their own opening speeches with their trainers. During
the break, students had a fun time taking ‘selfies’ with mentors and

된 사항과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조사하였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오프
닝연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쉬는시간에 아이들은 트레이너와 멘토

trainers using ‘selfie-sticks.’ This helped students continue their research

선생님들과 함께 셀카봉으로 사진도 찍으며 공부에 지친 몸을 풀었습니다. 이어

in a stimulating environment since they were able to become closer to

서 조사를 진행할 때에 아이들은 보다 더 편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the trainers.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부쩍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Coming back from lunch, students had a time to share their solutions

점심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마련한 해결책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

with their classmates. After their short presentations, lead trainer Jessica

졌습니다. 아이들의 짧은 발표 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결의안의 구성 및 작성법

Shin explained how a ‘Resolution’ in Model United Nations should be

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수업은 아이들이 내용을 다소 어려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MORNING

Opening Speech
Preparation
AFTERNOON

Guided Reading,
Resolutions Activity
EVENING

SDG Play Night

written. She gave an official resolution that was passed by the United
Nations as an example and pointed out key ter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resolution better. After break, students familiarized them-

고려하여 실제 유엔총회에서 작성된 결의안을 예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꼭 알
아야 할 핵심단어를 정리하며 개념을 짚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selves with writing official documents by writing preamble and oper-

아이들 모두 잘 따라주었고, 쉬는시간을 가진 후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

ative paragraphs with trainers. Then, students were informed on how

단락(preamble paragraph)과 실행단락(operative paragraph)을 작성하는 시간

tomorrow’s Model United Nations Simulation is to be held and finished

을 가지며 공식문서를 작성법을 익혔습니다.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내일 진행될 모

today’s afternoon curricular activities by having one-on-one feedbacks

의유엔대회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자신의 담당 트레이너와 함께 개인피드백 시

with their trainers.

간을 가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후일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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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Play Night
Before beginning the EP Night program, students had a chance to learn

본격적으로 ‘SDG연극의 밤’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들은 이번 WFUNA 청

about SDG 16, the theme of the 6th WFUNA Youth Camp. Then, students

소년캠프의 주제인 SDG 16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후, 트랙별로 나눠져 국

broke off into their own tracks and debated on how the international conflicts they selected could be resolved peacefully. Afterwards, each team
made a play and shared it with other tracks. The play was in the format

제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지 토론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아이들은 연극을 구상하였고, 모든

of giving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a certain conflict for one min-

트랙의 학생들이 다같이 모여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은

ute, demonstrating the play for four minutes, and presenting a two-minute

1분간 팀의 상황을 설명한 후 4분동안 상황극을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

speech on the conditions that students think are needed in order to resolve

고, 해당 갈등 상황이 평화적인 협상타결로 이어지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2

the conflict peacefully. Students were able to apply what they have learned
so far during the camp in coming up with solutions without upsetting the

분동안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SDG 연극의

opposite party. It was interesting how each play was uniquely and creative-

밤’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접목시켜 갈등 상황을 다투지 않고 해결

ly organized despite the fact that several teams selected the same conflict.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겹치더라도 연
극의 내용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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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ing Ceremony started with a short speech by Ryan Villanueva and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introducing the

TODAY’S
SCHEDULE

chairs of each committee,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 topics to be debated.
The distinguished delegates introduced their topics at the podium.
1) Animals in danger
2) Hunger, human waste
3) Clean water
4)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ORNING

AFTERNOON

EVENING

Opening
Plenary

Informal
Consultation

Fashion
Night

After the opening ceremony, students moved to each track to continue the formal meeting. During the formal meeting, each delegate
presented the issues of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inally, the delegates reunited together with their regional groups
to find solutions to the topics.

모의유엔 개회 총회는 Ryan Villanueva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PGA (총회의 대통령)이 각 위원회의 의장을 소개하고, 사무총장
과 회의 때 다룰 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각 트랙의 대표단은 무대 앞에 나가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1) 위험에 처한 동물
2) 굶주림과 폐기물
3) 깨끗한 물
4)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참가자들은 각 트랙으로 돌아가 공식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식회의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의장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발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의장들은 지역 그룹별로 모여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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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Finn / Trainer of Highschoo Gold
핀 / 고등부 트레이너

The afternoon program was composed of Informal Consultations. Let’s 오후 수업은 비공식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는 상
see the impressions that trainer Finn had towards the students so far. 황을 지켜본 핀 칼슨 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 I’ve seen a lot of improvement so far, the fact that they’ve become
more confident, opened up to one another, and were not shy to speak

“ 지금까지 참가자들을 본 결과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아이들과 친해

out loud. They felt more comfortable amongst each other, recognized 지고, 부끄러움 없이 큰 소리로 발표하는 모습이 가장 큰 발전인 것 같
their hard work by looking at the posters they’ve made and the effort 습니다. 서로 더 편해지고, 포스터 만들기나 의제 조사 같은 액티비티를
they’ve put into their research, and dived into the topic matters to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find resolutions. Also, they now strive for consensus and are able to
voice their opinions more actively. One last thing that I would like to

이제 참가자들이 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

say is… don’t be afraid of failure because failure teaches you more 는 모습에서 큰 발전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은… “ 실패는 성공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워
than success.”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After dinner, the fashion night activity was held. Every track was
assigned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which they had to
express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 on their T-shirts to be later
demonstrated on the fashion show. The high school track were
assigned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hich is an
organization of 188 countries,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Students returned
to their respective classrooms to design and plan stories that
could best represent the organization.
Finally, all the participants reunited at the main hall and made a
fashion show. The mentors became the judges, and the winners
were assigned according to the response from the audience.

저녁 식사 후, 패션 나이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트랙 별로 국제 기
구를 배정받아 그 국제기구를 잘 표현할만한 스토리를 옷에 디자인하여 발표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고등부는 국제금융기구 (IMF)를, 초등부는 국제해사기
구 (IMO)를, 중등부는 각각 국제아동기금(UNICEF)과 유엔교육과학문화전문
기구(UNICEF)를 배정받았습니다. 교실로 돌아가 참가자들은 열심히 스토리를
짜고 다 같이 옷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대강당에 모여 모든 참가
자들이 준비한 옷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트랙 별로 멘토 한 분씩
심사 위원이 되어 본인의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트랙을 심사하게 되며 응원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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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devoted their time to do a line by line reviews of their res-

학생들은 트레이너들의 지도와 함께 끝마친 하나의 최종 결의안에 대해 모든

olutions. All of the delegates read one resolution with the assistance of

조항을 읽으면서 최종결의안을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의장은 결

the trainers in case there was confusion for any words or phrases and a

의안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수정 할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고 정확히 알지 못

consensus from all the delegates. The chairperson asked for any questions

하는 단어나 문장은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결의안의 수정할 부

of the resolutions and for any revision necessary. The delegation of Egypt

분이 있다면 “한 나라의 대표자는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

and China requested for deletion of an article, but Brazil expressed to keep

길 원한다.”와 같은 언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Blue팀에서는 하나의 조항에 대

in terms of the clause. In this sort of situation, they will have a further
negotiation through Informal Consultations. This process was conducted

MORNING

Line by Line Review
AFTERNOON

Action Phase,
Simulation Debrief,
Implementation Plan,
Student Interview
EVENING

Roll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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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all the review time.
Participants continued with line by line review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xpressing objections with resolute and loud voice. After examin-

한 이집트와 중국대표자의 삭제가 요청되었고 그에 대한 브라질의 반대가 있
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별 비공식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참가자들은 최종결의안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트레이너는 공식회의에서 크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요청하는 것을 강조했

ing,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paragraph that they

습니다. 그 후, 그룹별로 다시 모여 협상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 다시 서로의

wished to revise and worked for a consensus. This process persisted until

입장을 표하고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there were no objections. The final resolution was adopted as a result of

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의 결과로서 최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Finally, they presented their own implemen-

종결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마

tation plan and played a game while others had one-on-one feedback time

지막 최종안을 발표한 후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outside.

은 자신만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밖에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동안 안에서
는 나라이름 맞추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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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write the letters to friends, 저녁 식사 후, 마지막 밤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멘
mentors, and trainers (rolling paper). Through this activity, they

토들, 트레이너들은 다 같이 모여 서로에 대해 롤링페이퍼 쓰

reflected back on the past week and had precious time to talk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주일간의 시간

to each other.

들을 되돌아보고 사진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소중한 추억
을 남겼습니다.

WFUNA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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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hae Han / High School
한지혜 / 고등부 기사작성

Yookyung Na / Elementary School
나유경 / 초등부 기사작성

FOLLOW US ONLINE
www.wfuna.org
www.facebook.com/WFUNA
twitter.com/wfuna
WFUNA
1 United Nations Plaza
Room 1177
New York NY 10017
USA

Dasom Park / Middle School
박다솜 / 중등부 기사작성

12F, Seoul Global Center
Building, 38 Jong-no (Seorindong),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 2 6925 2695

FMANU
Palais des Nations
Room E4-2A
1211 Geneva 10
Switzerland
Rue Montoyer 14
Bruxelles-1000
Belg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