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미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유스 포럼 프로젝트는 국내 청소

년이 세계 청소년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다양한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하게 될 

글로벌 유스 포럼은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과 9월 말레이시아 믈라카에서 진행되는 <여성와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참가 회의

제4회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

<4th University Scholars Leadership Symposium>

본 행사는 매년 영국 NGO Humanitarian Affairs UK에서 주최하고 Humanitarian Affairs Asia 지부

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회의로 UNESCO, UN Youth Unit, ASEAN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경제사회국(DESA)이 공식으로 인증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제 청소년 행사 중 하나로 국제사회 

문제에 관한 세계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입니다. 본 심포지움

은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성취를 위한 빈곤퇴치 프로젝트 디자인 대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

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강연 및 기타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인도주의적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에게는 2014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하는 심포지

움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자격 만 18세 ~ 30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universityscholars.org.uk/)

여성와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fficking of Young Women and Children>

본 행사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기관인 말레이시아 World Youth Foundation이 주

최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UNESCO 등이 후원하는 청소년 국제회의입니다. 인신매매는 국내에서 흔히 

단순히 사람을 납치해 사고파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인신매매는 그 범위가 훨씬 넓

어 착취를 목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인신을 모집, 운송, 은닉 등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빈

곤, 이주, 세계화와 맞물려 야기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로서 한국 내에

서도 이주민 착취를 통한 성매매, 강제노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의 예방 및 근절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도출하고자 마련된 회의로서, 4박 5일 간 상호대화식(interactive) 워크숍 및 기

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격 만 18세 ~ 30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humantrafficking.wyf.org.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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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간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6.22(토)

15:00 - 18:00
프로그램 소개, 포럼 주제 소개, 활동계획 수립

사전교육(강연)

* 4차시의 강연은 

두 팀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26(수)
“Fighting poverty is an endless story?" 

- 세계 빈곤의 근원과 심화 원인

7.3(수)
“How has the global society been dealing with world 

poverty?" - 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

7.17(수)
“Is human trafficking really still happening?" 

- 국제 인신매매의 실재와 한국의 문제

7.24(수) 
“Is it impossible to stop it? 

- 인신매매의 예방, 보호 그리고 과제

사전모임

1) 6.29-7.27 매주 토

2) 7-8월 매주 목

*사전모임 날짜 및 시간은 참가자와의 

사전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참가회의 준비

1)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 - 빈곤퇴치 프로젝트 만들기

2)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국제컨퍼런스 - 한국의 인신매매에 관

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국제회의 참가
1) 8.1(목) - 8.7(수)

2) 9.3(화) - 9.7(토)

1)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 - 필리핀 마닐라

2)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국제컨퍼런스 - 말레이시아 믈라카

평가회 
1) 8.17(토) 

2) 9.14(토)

‣ 팀별 국제회의 활동 평가회 및 설문조사

‣ 두 팀 참가활동 내용 공유

사후활동 9.21(토)/9.28(토)/10.5(토)

“빈곤과 인권에 관한 정책옹호(Advocacy) 활동”

(캠페인 제작 또는 시민운동 참여 등)

- 활동 기획 및 역할 분담

- 활동 이행 

1. 모집대상

l Senior Delegate - 만 25세 ~ 30세 대학/원생, 관련 분야 실무자 등 (※나이는 회의당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l [빈곤], [인권], [이주],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

l 국외 참가자 및 전문가와의 국제교류와 지적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

l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분

l 약 3개월간의 사전교육과 회의 준비(프레젠테이션 등), 국제회의, 사후활동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2. 활동기간

l 전체기간: 2013년 6월 22일(토) ~ 2013년 10월 5일(토), 주 1-2회

l 일정

※ 사전교육 및 모임 주요 내용

1)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 

- 국제개발협력 및 MDGs에 관한 전문가 강연

- 관련 주제 리서치 및 스터디

- 빈곤퇴치 프로젝트 만들기 - 이슈, 국가선정, 프로젝트 구상, 사업계획서 쓰기 (마감일 7.20)



- *예선 통과 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준비

2)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국제컨퍼런스

- 인권, 이주, 젠더에 관한 전문가 강연

- 관련 주제 리서치 및 스터디

- 인신매매 관련 한국 케이스 조사

- 한국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준비

3. 참가자 혜택

l 국·영문 활동증명서 발급 (주최기관 증명서 포함)

l MDGs, 인권, 젠더에 관한 전문가 특강 제공

l 해외 청소년 및 국제문제 전문가, 학자, 언론인 등과의 교류 기회 제공

l 주최기관에서 준비한 현지 필드 트립 또는 야외 활동 

4. 선발과정

‡Senior Delegate

l 신청서 접수 : 6월 4일(화) ~ 6월 18일(화)

l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6월 19일(수) 14:00 이후,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l 2차 면접 전형 : 6월 20일(목) - 그룹면접 (영어면접 포함)

l 최종합격자 발표 : 6월 21일(금) 15:00 이후 (대기자 공고)

5. 신청서 접수

‡Senior Delegate

l 미지 홈페이지(www.mizy.net) 공지사항의 {모집} ‘2013 글로벌 유스 포럼 Senior Delegate 모집’ 공지글에 

첨부된 ‘2013년 글로벌 유스 포럼 Senior Delegate 지원서’ 작성 후 aryeon29@mizy.net으로 제출

l 신청서 마감 : 2013년 6월 18일(화) PM 23:59

6. 참가비

※ 세계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 - 1,500,000원(항공비 + 회의등록비($750)+현지수용비) 

※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 1,000,000원 (항공비 + 회의등록비($170) + 현지수용비) 

l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참가비 증액 가능

l 참가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당사자 부담

l 최종합격자에 한해 6월 22일(토) ~ 24일(월) 참가비 입금 안내 예정 

7. 문의  교류협력팀장 연아람 070-4667-3780(직통) / aryeon29@miz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