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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s Report 

 

 

WYR 2016 Video Report: https://youtu.be/50FRwNaLXdE 

WYR 2016 Opening Video: https://youtu.be/T5yhaVZ0TUo 

WYR 2016 Flash Mob Video: https://youtu.be/ZgX-tdGmtqs 

 

 

 

 World Youth Rally(월드유스랠리)는 Hostelling International 한국연맹에서 기획한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제캠프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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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인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가 될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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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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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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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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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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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1909년부터 약 10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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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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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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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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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화에 있어서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

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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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상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친구들에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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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러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미래사회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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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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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유스랠리 소개.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전 세계에 60여 개 국가에 있는 각국 연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200여명의 호스텔러(Hosteller)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대하여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한국 호스텔러(Hosteller)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보며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종합교육 효과가 있는 국제캠프프로그램입니다.  

https://www.hihos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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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유스랠리의 목적. 

 

1. 미래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호스텔러들에게 현시대에 꼭 

알아야 할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  

 

ㄱ. 지구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이들의 역할. (지구) 

ㄴ. 선조들에 의해 발달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중요성. (문화) 

ㄷ. 많은 것이 다르더라도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 (친구) 

 

2. 호스텔러들에게 호스텔링에 대한 철학과 미션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교육 

 

3. 팀 투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온 호스텔러들에게 알리는 일. 

 

 

 

 

Youth Forum           Cultural Performance     Flash Mob 

Youth Life Plan    Cultural Night        Gif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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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유스랠리를 진행하기 위한 역할 명칭. 

 

The World Youth Rally Hostellers Organization Chart 

 

2명의 매니저, 8명 그룹 리더, 32명의 팀 리더, 약 144명의 참가자 

 

분류 명칭 인원(명) 역할 설명 

Hosts 

매니저 2 행사기획, 모집, 면접, 교육, 

홍보, 책자 제작, 영상제작 등. 

전체 행사진행 

그룹 리더 8 진행 보조 업무 

팀 리더 32 그룹 리더의 역할을 보조한다. 리더십 역량필요 

참가자 40 팀 리더의 역할을 보조한다. 한국 호스텔러 

Guests 

외국인 

호스텔러 

참가자 

100 

사전에 각국 연맹 참가자들은 

포럼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문화 공연에 대해 준비를 한다. 

각국 연맹에는 

약 10명의 

참가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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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유스랠리 프로그램 세부소개 

 유스포럼 / Youth Forum 

Planet - 지구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이들의 역할 

 

호스텔러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선발된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했을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젊은이들이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교류한다면, 그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길 것입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행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포럼에 주제 대한 발표를 준비하기 때문에 포럼을 

진행하면서 더욱 집중도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초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포럼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 Youth Life Plan 

Planet - 지구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젊은이들의 역할. 

 

젊음이 아름다운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럼 이후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팀 리더들이 각 팀원이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잘 정리된 미래 계획은 

모든 호스텔러들 앞에서 발표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그 호스텔러는 삶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리더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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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 Cultural Performance 

Culture - 선조들에 의해 발달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중요성. 

 

그 나라의 전통춤과 노래를 보고 듣는 것은 그 문화의 다양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그 국가의 춤과 노래를 캠프 참가 전에 준비하면서 

자신의 국가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세계화 되는 환경에서 

우리 문화만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 나라만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의 밤 / Cultural Night 

Culture - 선조들에 의해 발달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중요성. 

 

문화의 밤 프로그램은 캠프의 마지막 밤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팀과 상관없이 

전통문화복장이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어 

소통하기 좋은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팀 리더들은 자신의 팀원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호스텔러들은 평생 간직할 만한 사진들을 많이 

남겨 이후에 자신의 SNS상에 자연스럽게 올리며 호스텔링의 유익함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화 다양성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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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몹 / Flash Mob 

Friend - 많은 것이 다르더라도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 

 

각국에서 모인 호스텔러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음악에 맞춰 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춤을 연습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야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연습을 다 마치고 나서 사전 예고 없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음악이 끝나면 빠르게 흩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짜릿한 

하나의 목표에 함께 도전하면서 호스텔러들이 함께 협동하여 얻은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선물 교환 / Gift exchange 

Friend - 많은 것이 다르더라도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팀 멤버와 나에게 도움을 준 많은 

참가자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남길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캠프 이후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서로 자신의 국가를 소개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가 캠프 이후에 만난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해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서로의 소식을 전한다면 지구에 전쟁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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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침실 대화 / Dormitory Talk 

호스텔러들에게 호스텔링에 대한 철학과 미션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교육. 

 

공동 침실에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간의 소통은 호스텔링의 핵심 활동입니다. 

잠들기 전에 호스텔러들은 오늘 우리가 누린 많은 감사한 것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젊음의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지만 서로 감사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친구들과 맞이하게 될 내일을 더욱 기대하며 

잠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팀 탐방/ Team Tour 

팀 탐방 통해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온 호스텔러들에게 알리는 일.

 

한국의 국적을 가진 팀 리더들은 사전에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한국의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팀 탐방 시간에 외국 호스텔러들에게 한국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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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을 하며 간단한 한글도 알려주고 가이드를 하는 

팀 리더들의 태도와 탐방 코스는 한국을 소개하는 어떤 탐방 프로그램보다 훌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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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유스랠리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색상. 

Planet Culture Friend Korea Hostelling

1st 2nd 3rd 4th 5th

July 19 (Wed) July 20 (Thu) July 21 (Fri) July 22 (Sat) July 23 (Sun)

6:30 Good morning ! Good morning ! Good mo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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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Sleep Sleep Sleep

Flash mob Practice

Breakfast 8

( in Hostel )

Breakfast 4

( in Hostel )

Breakfast 2

( in Hostel )

Breakfast 6

( in Hostel )

Good Bye~!

Registration of 

Participants & 

Dorm check-ins 

Lunch 3

( in Hostel )

Lunch 5

( in Hostel )

c. Cultural 

Performances

(Opening Ceremony)

g. Dormitory Talk

Dinner

( Private )

Dinner 1

( in Hostel )

Introduction to WYR

schedule

Ice-breaking

Team building

g. Dormitory Talk 

Free time

h. Team Tour II

Dinner

( Private )

Good morning !
Flash mob Practice Flash mob Practice

h. Team Tour I

h. Team Tour III

a. Youth Forum b. Youth Life Plan
Flash mob

Practice

Dinner

( Private )

e. Flash mob

Lunch 7

( in Hostel )

d. Cultural Night

(Traditional Clothes)

f. Gifts Exchange

(Closing Ceremony)

 

세부일정은 매년 주제와 후원사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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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유스랠리의 기대효과 

Hostelling International Network Map 

 

 

https://www.hihostels.com/explore 

지구에 미치는 효과: 

호스텔러들에게 월드유스랠리를 통해 전 세계적인 관점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미래 

가치관에 긍정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효과를 “조망 효과”라고 부릅니다. 

호스텔러들은 캠프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될 것이며, 주변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릴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지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 연맹에 미치는 효과: 

각국에 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스텔러중에서 호스텔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호스텔러들에게 호스텔링의 철학을 몸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교육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여러 형태로 호스텔링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친구도 호스텔러가 될 것입니다.  

 

개인 호스텔러들 에게 미치는 효과: 

그룹 리더들은 약 200여 명의 참가자와 팀 리더들을 이끌면서 조직운영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들의 부족한 점과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팀 리더들은 팀 내 

참가자들의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리더들의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모습과 캠프의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삶에서 실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도 변할 것입니다. 

https://www.hihostels.com/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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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러들에게 SDGs를 전달하기 위한 제42회 월드유스랠리 2017 소개. 

2017년에 열리는 The 42nd WYR 2017 에서는 

SDGs와 IY2017의 개념을 호스텔러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SDGs의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그룹 리더와 팀 리더들은 행사 이전에 이 

목표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월드유스랠리의 16개의 각 팀의 이름은 SDGs 있는 각 목표의 이름으로 정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써 4박 5일간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각 목표에 대하여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