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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의란 무엇인가? 

 

주 회의는 고등학교 나이의 학생들을 국제외교와 관계를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례행사이다. 

2022년 주 회의는 200명의 전 NSW의학생들이 국제법의 구조와 발전에 대하여 배운다. 그들은 또한 

국제 지지자가 되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기술과 의사소통을 기를것이다. 이 

기술들은 리더쉽 그리고 토론과 비판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주 회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또래와 

우정을 나눌수있는 기회도 제공할것이다. 주 회의는 총 2박3일에 걸쳐 진행된다. 학생들은 국제법과 현 

세계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사 패널이 마련되어 질문도 

할수있게 될것입니다. 셋째날과 마지막날에 학생들은 학생들이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에서 

국가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UN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행사일정 

● 언제: 금요일 11-일요일 13/3/2022 

● 어디: Collaroy Centre 에서 11/03/2022 하차 그리고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3/03/2022 픽업 

● 누구: 고등학교 9-12 학생 

● 비용:$270 

● 음식공급: 모든음식은 식이요법에 의해 제공될것이다.특이사항은 등록신청서에 쓰길 바란다 

● 숙식: 학생들은 신청서에 누구와 같은 방을 쓰고싶은지 선택할수있는 옵션이 있다.남성, 여성, 

혼숙을 원하는 옵션이 있고 기도를 위한 방도 가능하다 

● 음식: 모든 음식이 제공되며 가능한 식이요법에 의해 제공될것이다 

학생들은 여행일정과 준비물 그리고 핸드북을 날짜가 다가오면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될것이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nswstateconference@unyouth.org.au로 연락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성명 

 

유엔 유스 NSW는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공중보건을 지키도록 약속한다. 그러므로 모든 참가자는 주 

회의에 참가하기 2주전까지 모든 백신 접종을 마치는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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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증명하기위해 참가자는 백신접종 증명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The Australian 

Immunization Register에 의해 제공된 디지털 코비드 19 백신 증명서가 사용된다. 모든 의료면제는 

등록된 의료인으로부터 금지명령 증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참가자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48시간안에 받은 코비드19 음성테스트 결과서를 백신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제출해야만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NSW Health 에 의해 발행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한다. 

어떤 규정이라도 바뀐다면 모든 참가자들은 빠른시간안에 보고받을것이다. 우리는 이 행사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일이 되길 바란다. 만약 면제 또는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The NSW 

Director of Administration at nswadmin@unyouth.org.au 로 연락하길 바란다. 

 

장학금제공 

 

우리의 행사에 참가할수있는 능력이 등록및 기타비용에 영향을 받는 모두를 위해 장학금이 제공된다. 

당신이 행사에 참석하기 힘든일이 있다면 우리는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장려하며 가능한 비용계획을 

세울것이다. 

 

우리의 옵션은 당신의 요구를 잘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액 또는 부분 장학금: 참가 금액을 전액 지불하거나 일부 감면한다 

•비용지불 계획: 등록비는 일정기간에 걸쳐 유연하게 분할지급될수있다. 지불시기는 당신과 Equity 

담당자에 의해 결정될것이다 

 

만약 위 옵션에 대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 Equity 담당자에게 이메일 보내길 바란다. 

nswequity@unyouth.org.au 

 

번역: [Jae Ho 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