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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청년평화의회 결의문

     전 세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한반도는 어쩌면 그를 위협하는 곳일 수도 있습
니다. 그러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저희 단체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저희 청년들은 그 갈등을 지켜보았고, 저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평화는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 1회 청년 평화 의회가 결성되었
습니다. 본 평화 의회 활동을 통해 같은 방향성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 
단체는 상호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궁극
적으로 평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역할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청년단체로서 평화라는 큰 뜻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스로 찾아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평화 컨퍼런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역할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여러 세대가 함께 고민해 보았고 두 차례의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평화에 대한 권리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엔아카데믹임팩트 어스파이어(UNAI ASPIRE)는 청년평화의회의 한 축으로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평화, 특히 교육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및 각 대학교 지부에서 자발적인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서 나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힘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주변 지역사회(초, 중, 고등학교 및 각 대학 내)
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UNAI ASPIRE 
세계시민포럼(Global Citizenship Forum), 각종 토크콘서트와 캠페인 진행, 타국가와 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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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을 알리고 함께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해외 봉사(아르메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넓고 깊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KUSA)는 청년평화의회의 한 축으로서 세대 간의 대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세대 간의 대화의 장을 축제와 같은 형태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강연 및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한 편견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청년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각지의 많은 단체들과 협력하여 평화에 대한 목소

리를 높이겠습니다.

     유엔크로니클 코리아(UNCK)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UN Chronicle 를 번역하여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

한다.
둘째, UN SDGs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프로젝트를 통해 UN의 가치를 공유

한다.
셋째,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단체들과 협력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높인다. 

     유엔한국학생협회(UNSA)는 청년평화의회의 한 축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에서의 청년의 권리 인식 및 신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활동을 통해 UNSA 
활동의 기반이 되는 유엔의 목적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야에서의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역할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세상을 변화시
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이슈에 오른 지금,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드뉴스 제작, 인터뷰 등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 활동을 통해 듣고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활동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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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 청년평화의회에 함께하는 모든 기관과 의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표하여 평화를 향한 청년들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우리 청년평화의회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의 1. 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결의 2. 타인의 권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존중한다. 
결의 3.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
결의 4. 세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다른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결의 5. 세계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최한다.
결의 6.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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