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핵심 요소
한반도 내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UN의 전문 지식

LEARN

UN의 평화구축 사업과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한반도

SDG(지속가능개발목표)에

EXPLORE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ENGAGE

체험

평화 의제와 관련된 토론

네트워킹

학업 탐구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년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연, 국내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

협동과정

리더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의 지식 및 실무 경험

청년 및 전문가와의 토론,

프로그램 일정
WFUNA Peace Fellow Programme은 UN의

프로그램 안내

평화 구축 사업과 SDG16, 특히 동북아 지역
평화 의제에 관심을 보이는 전세계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7월에는 국내·외 청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5일간 대한민국 서울 및 평화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20여개국 참가자와 함께 유럽, 중동,
아시아 각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장기적인
영향과 사회통합 및 평화를 위한 노력을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 및 담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청년들이 평화
관련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장소
기간
참가인원

평화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는

청년 역량을 키우는 상호소통형 프로그램

오프라인/온라인

(온라인 사전 학습을 위한 전문가 강연 링크 제공)

2022년 7월 25일 ~ 29일
40명

1일차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참가자 소개

2일차

팀별 회의 및 발표 준비

파주 DMZ 답사

3일차

4일차

5일차
PEACE CONFERENCE

아시아 지역 분쟁 및
사회통합 사례 강연

남북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강연

기조강연

아시아 팀 중간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한반도 문제 관련 기관
방문 및 브리핑

파주 남북산립협력센터,
철원 노동당사 답사

유럽 지역 분쟁 및
사회통합 사례 강연

중동 지역 분쟁 및
사회통합 사례 강연

캠프 그리브스 숙박

유럽 팀 중간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중동 팀 중간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글로벌 청년
남북 갈등관리 및
사회문화 통합 제안 발표

팀별 회의 및 발표 준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BOUT WFUNA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은 100개 이상의 유엔협회(UNA)와 소속된 수천 구성원을 대표하고 조정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전세계 공통된 의제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유엔의 비전에 따라, WFUNA는 유엔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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