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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raising activ
itie

s!

Welcome to World Thinking Day 2016!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

것은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개의 연결을 만들어보면서 진정한 

연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6년, 세계우애일 도전 과제는...

걸스카우트 경험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세계우애일(WTD)을 맞이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까운 이웃과 공간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걸스카우트 친구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알아보

고 축하하는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Connect with WAGGGS (page 22) : 시야를 넓혀, 세계의 놀라운 걸스카우팅과 연결해 봅시다. 천만 

명 중 한사람으로서 세계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걸스카우트 세계센터를 방문해보세요.

4개의 특별한 연결을 만들고 4개의 퍼즐을 모아

• 

Connect with my friends (page 16) : 연결은 우정이고 우정은 행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심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친구에게 걸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계를 탐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connect10million (page 40) 활동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천만 명의 세계 걸스카

우트 대원들과 공유하세요.

Connect with the world (page 32) : 시야를 더욱 넓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야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알아보고 여러분 주변 세상에 대

해 배워보세요.

Connect with me (page 10) :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고 만족스

럽게 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 여러분의 연결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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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D2016 패치를 취득하기 위해, 대원들은 1~4 각 섹션에서 하나의 활동을 선택

하고 4개의 퍼즐을 모으세요. 그리고 4개의 퍼즐로 #connect10million하세요!



Fundraising activ
itie

s!

세계우애일과 특별한 연결을 하고 싶다면 

세계우애일 기금에 기부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루 동안 적은 비용으로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는 ‘Dress up day’를 열어봅니다. 

    본인이 갖고있는 옷이거나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원들과 모금 활동의 사례에 대해 공유해봅니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준비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 WTD행사에 초대하세요. 

  - 학교나 지역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이 활동팩에 있는 활동을 사용해도 됩니다.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을 주는 지역 보물찾기나 퀴즈를 기획하세요. 

모금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원들이 기획력과 협동력을 기를 수 있고, 보다 넓은 세계와 

걸스카우트 운동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녁식사, 갈라볼, 춤, 티타임 등 티켓을 파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해보세요. 

하이킹, 수영, 캠프 등의 후원행사를 열어보세요.

종이접기로 박스를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한 달 동안 동전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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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이드라인

연결(connect...)활동명

이 활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가

목표

활동소요시간시간

필요한 물품 및 활동 환경준비

적정연령연령

활동 전개 및 진행순서활동방법

다른 방법으로 활동하기

심화활동

저학년 또는 고학년을 위한 조언

대안

활동후, 시간이 있다면 다음 단계에 도전하세요!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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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WTD2016 #Connect10million

저학년 대원이 WTD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가요?

세계우애일은

 걸스카우트 대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세상에 알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걸스카우트에 참여 하도록 장려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 초대 –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 대학생들을 초대하여 WTD활동 진행을 돕게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

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WTD를 활용해 여러분의 대원들을 성장시키고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말하다 –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미디어에 말하기 위해 WTD를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행사에 언론

매체를 초대하여 기사를 쓰게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여러분의 활동을 홍보하세요.

다양한 활동 전개 – 여러분 주변에 걸스카우트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에게 WTD활동의 필요성과 내

용에 대해 설명하고 재미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해보세요. 기존 대원들도 함께 활동하여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켜봅니다..

Connect with WAGGGS!
Visit www.wagggs.org , Twitter (@wagggs_world) or Facebook (www.facebook.com/wagggs)
Tumblr wagggswtd.tumblr.com/submit or email your WTD story to youthlearning@wagggs.org

야외활동 하기 - WTD활동을 일반적인 대집회실에서 시행하는 대신,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의 청소년들 함께할 수 있

도록 공공장소에서 진행하세요. 혹은 가까운 학교에 WTD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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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데려오기 - 모든 대원이 WTD행사에 친구를 데려오는 것은 어떤가요?



 Connectiong the dots for Leaders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은 대원들이 세계우애일을 기념하고 동시에 WTD패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WTD2016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활동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패치를 어떻게 취득하나요? 

올해 활동팩은 5개 부분의 퍼즐 도전으로 구성되있습니다. 여러분은 4개의 퍼즐을 모으기 위해 네 개의 세션에서 각각 하나의 

활동을 선택합니다. 퍼즐을 모두 맞추고 #connect10million에서 마지막 활동을 수행하세요. 각 세션에는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는 활동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전적인 활동이 섞여있습니다.

각 세션마다 하나의 활동을 완료합니다. 각 세션별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 플러스 활동인 #connect10million을 하고 대원들

에게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활동팩은 90분 안에 5개 연결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활동시간이 긴 것을 선택하고, 

“심화과정”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추가 활동을 해보세요.

활동팩을 미리 살펴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할지 알아둡니다. 이 활동팩은 146개국의 모든 연령단계의 청소년

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룹에 어떤 활동이 적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각 활동을 시작할 때 활동 목표를 따라야 

하지만 원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룹이 최고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그룹과 함께 활동을 계

획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WTD2016활동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활동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DON'T FORGET TO SHARE YOUR STORIES, PHOTOS AND EXPERIENCE WITH THE ACTIVITY
PACK!

GO TO WWW.WAGGGS.ORG OR EMAIL YOUTHLEARNING@WAGGG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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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는 걸스카우트의 핵심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을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대원들이 가능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저학년 대원들에게는 WTD에 대해 배우고 질문을 할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팀으로써 활동을 완료하고 간단한 역할을 맡아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보도록 합니

다. 고학년 대원은 활동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고,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패치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달

할 수 있습니다.

#connect10million 활동을 1년 내내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몇 개의 활동은 모금활동이나 지역사회프로젝트와 같은 더 큰 도전

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WAGGGS의 다른 활동을 해보거나 세계센터로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이 활동이 마음에 든다면 언

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연맹과 연결을 지속하면서  www.wagggs.org에서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회를 잡아보세요.



ARE YOU
READY TO
CONNECT?

Let's get 
봅시다!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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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 ith me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퍼즐은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도전을 잠재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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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my happiness
superhero!1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준비물 : 신문, 테이프, 재활용품, 소그룹 활동

• 만약 슈퍼히어로의 미션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 
소그룹으로 모여 생각해보고 의견을 적어봅시다.

• 

그룹에서 한명의 슈퍼히어로를 선택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행복 슈퍼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분장과 의상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그룹에게 여러분의 슈퍼히어로를 소개시켜 봅니다.

• 토론 :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슈퍼파워를 갖고 있나요?

슈퍼히어로에 관한 만화를 제작해 보세요. : 슈퍼히어로를 만화로 그리거나 연기해보고, 만화 각각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WT2016 & #connect10million.

ALL 20mi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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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my breathing

청소년들이 편히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실내 혹은 야외 공간

명상, 휴식

2
준비물 : 편안한 음악(선택사항)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습니다.• 
아래의 스크립트를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각 문장마다 끊어서 읽어봅시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고요하게... 허리를 쭉 피고,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숨쉬기에 집중해봅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지도록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

면서 배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배가 몸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 쉰 다음, 다

시 배가 몸에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숨쉬기를 5~10회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기분을 느껴봅니다.”

토론 : 명상을 하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명상이 유용할까요?

저학년 대원은 베개나 인형을 배에 올려놓고 그것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숨쉬기를 

하거나, 손을 입에다 대고 숨을 내쉬는지 들이쉬는지 느끼면서 활동을 해봅니다.

10m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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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how I learn3
자신의 학습 방식을 알아봅시다.

준비물 : 색종이(개인별 3장), 종이접기 설명문 A,B,C(P.42-43)

각 그룹별 설명문 한 세트(A,B,C)씩 주거나 또는 세 그룹으로 나눠 A,B,C 방식을 돌아가면서 접해보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 학습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학습방식을 알고 있나요? 이 활동은 여러분의 학습방식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A,B,C 차례로 각각 5분씩 종이접기를 해봅시다.

종이접기A 종이접기B 종이접기C

그룹에서 한명의 대원이 조력자 역할 맡아 종

이접기를 지도합니다. 각 그룹의 조력자는 나

머지 대원에게 종이접기를 어떻게 하는지 오

직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림

을 보여주거나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

다. 누가 종이접기A를 완성했나요?

대원들은 설명서를 볼 수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누가B를 완성

했나요?

그룹에서 한명의 대원이 조력

자역할을 맡아 지도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종이접기를 하

는지 순서대로 보여주며 설명

합니다. 누가C를 완성했나요?

토론 :
종이접기A는 청각 학습자에게 적합

종이접기B는 시각 학습자에게 적합

종이접기C는 감각 학습자에게 적합

어떤 종이접기 설명방식(A,B,C)이 가장 따라 하기 쉬웠나요?

각 종이접기마다 다른 학습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종이접기가 어떤 스타일의 학습방식을 대표하는지 알아차렸나요?

여러분의 학습방식을 아는 것이 왜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활동은 학습방식을 알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

니다! 학습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44페이지를 보거나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

보를 찾아보세요.

20min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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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myself through others4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 자신감을 형성해봅시다.

준비물 : 옷핀, 종이(종이에 핀을 꽂아 각 대원의 등에 붙인다.) 연필이나 펜

•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친구를 찾아 등에 붙어있는 종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 기운나게 해주는 말

• 친구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것

• 친구의 성격 중 매력적인 부분

• 친구의 신체에서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

•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찾아 긍정적인 메시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다 끝난 후 

메시지를 읽고 생각해볼 시간을 줍니다.

토론 :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만족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 메시지에 대한 느낌을 써서 발표해 보세요.

기념으로 종이를 소장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보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등을 활용

해서 다른 대원들의 프로필에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와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WT2016 & #connect10million.

15m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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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a challenge5
개인의 도전과제를 가지고 열정을 펼쳐봅시다.

준비물 : 포스트잇이나 종이, 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나 핸드폰(선택사항)

• 다음 만남 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개인 도전과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나 의욕을 주는 목표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

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또는 새로운 것

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선택한 도전을 전시하기 위해 “도전 벽화”를 만들어 봅니다.
• 다음 만남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봅니다.

저학년 대원은 친구들과 함께 그룹별 목표를 정해봅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도전 여정’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매 주

마다 도전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룹 친구들에게 보여줄 때 시각자

료를 활용하세요.

ALL A week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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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 ith friends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퍼즐은 재미있는 도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16



Connect with friendship1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준비물 : 소그룹 활동 때 사용할 종이와 펜

• 
• 

• 

소그룹으로 모여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방법 ‘5가지'에 대한 목록을 적어봅니다.

각각의 방법에 서로 다른 모양을 지정합니다.(예 : 경청하기는 동그라미 모양, 배려하기 하트 

모양)

•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 자신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고르고, 그것을 

대표하는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룹이 모여 함께 인간 ‘우정 팔찌’를 만들어봅니다. : 원 모양으로 서서 자신이 

만든 동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자신의 동작이 어떤 방법인지 말해보

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봅시다.

ALL 10mi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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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aerodynamics

2인 1조로 팀을 만들고 각 팀별로 종이와 펜을 가지고 넓게 앉습니다. 각 팀마다 적당한 거리를 

확보합니다.

2
친구의 성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비물 : 종이, 펜 그리고 상상력!

• 짝과 함께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종이비행기를 만듭니다.

• 비행기를 만든 후, 비행기 날개 한쪽에 여러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성격을 적고 나머지 

날개에는 짝궁의 성격을 적어봅니다.

비행기를 한 곳(박스 또는 주머니)에 모아놓고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봅니다.• 

• 
• 

어떤 비행기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 대결을 해봅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비행기부터 어느 팀이 만든 것인지 추측해봅시다.; 날개 양쪽에 쓰여진 성격

을 읽어보고 어떤 팀의 비행기인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 

토론 : 여러분의 추측이 잘 맞았나요?

다 같이 누구의 비행기인지 추측해본 다음 정답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으로 멀리 날아간 비행기

로 같은 게임을 반복해봅니다. 마지막 제일 가까이 있는 비행기까지 발표가 끝나면 활동을 마칩

니다.

ALL

만약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개별로 비행기를 만들고 모든 그룹이 같이 누구의 비행기인지 맞춰

보는 게임을 해봅시다.

15mi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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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my fans3
긍정의 힘을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봅시다.

2인 1조

• 이 활동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 짝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 진 사람은 매 게임마다 이름을 부르거나 긍정적인 말로 이긴 사람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속하고 자신을 응원해줄 사람을 많이 모아야합니다. 모든 사

람이 한 팀이 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합니다.

토론 : 게임 중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았을때, 다른 사람을 응원을 해줄 때 즐거움을 느꼈나요?

• 하루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응원을 해주고 있나요?

ALL 10mi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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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the magic boots4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야외공간에서 시작점(A)과 끝점(B)을 지정합니다.(약 3미터 떨어진 거리)

준비물 : 신발 한 켤레 – 누구나 신을 수 있는 큰 사이즈

• 한 켤레의 마술 신발을 사용해서 전체 대원들을 A에서 B지점까지 옮겨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 마술 신발을 신은 발 이외의 다른 신체 부분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됨.

• A에서 B지점 사이의 공간에 신발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반될 수는 있음.

• 각 대원은 A에서 B지점까지 한 번만 신발을 신을 수 있음.

• 발이 사용되고 나면, 더 이상의 여행에 사용할 수 없음.

• 필요하다면, 한명의 대원을 활동 중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살펴보는 ‘심판자’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행운을 빌어요!

인원수가 많다면 팀을 여러 개로 나눠 대결해 보세요. 모든 대원을 A에서 B지점까지 먼저 옮겨 

놓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10min10
20



Connect with my senses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아봅시다.

5
야외로 나가 대원들이 그룹으로 탐방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간단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 활동은 시골이나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대원들은 위험하지 않는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활동 

전에 길의 위, 아래, 옆 모든 방면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루트를 표시합니다. 대원을 도

와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두 명씩 짝을 짓고, 한명은 눈을 가립니다.

• 여러분은 친구를 도와주며 재미있게 새로운 길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먼저 눈을 가릴지 

정하세요. 눈을 가린 사람을 A 나머지를 B라고 합니다.

• 안전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A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대를 언제든 벗을 수 있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알아차리기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키, 힘, 균형감각을 고려해야합니다.

• A를 맡은 사람은 모두 눈을 감고 안대를 씁니다. B는 A의 손을 잡습니다. 또는 A의 어깨를 잡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B는 A를 길을 따라 천천히 리드하고, 피해야 하는 장애물을 말해주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소통합니다. “고개를 숙여‘ 또는 ”발을 넓게 벌려서 뛰어“와 같은 지시를 합니다. A는 언제든 질문

을 할 수 있고 시각을 뺀 모든 감각을 사용해도 됩니다. - 소리, 냄새, 땅의 질감, 공기의 느낌 등

• 중간 지점에서 A와 B는 역할을 바꿉니다. 

토론 : A나 B 중 어떤 역할이 자신에게 더 맞는 경험이었나요?

이 활동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나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학년 대원들에게는 B의 자세한 설명 없이 성취할 만한 ‘임무’나 길을 걸으면서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을 모아오는 것, 젖은 물건을 만지는 것, 나무를 안는 것, 

소리로 무슨 동물인지 맞춰보는 것 등. 실내 활동이라면 시계를 가리키거나, 펜을 모으거나, 미술작품을 

만지는 미션을 해도 됩니다.

고학년 대원들을 위해 활동시간을 늘리거나 더 도전적인 하이킹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제외하고 활

동할 수 도 있습니다. 탐험할 공간을 못 찾았다면, 그룹의 반은 안대

를 쓰고, 반은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함께 텐트를 치게 하는 것과 같

은 다른 도전을 시도해보세요. 

20mi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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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 ith WAGGGS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퍼즐은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세계우애일 성금 그리고 세계센터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22



Answers:  1. Western Hemisphere (Venezuela), 2. Europe (Turkey), 3. Africa (Tanzania), 4. Europe (Slovenia), 5. Asia-Pacific (Sri 
Lanka), 6. Africa (Ghana), 7. Arab (Syria), 8. Asia-Pacific (Philippines), 9. Arab (Oman), 10. Western Hemisphere (Grenada).

Connect with the 5 Regions1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걸스카우트를 알아봅시다.

53페이지 사진 필요

세계연맹은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 서반구. 다음 

사진은 10개의 다른 회원국의 걸스카우트 대원입니다. 각 사진의 대원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맞춰

보세요.

대원들이 많다면, 소그룹으로 나눠 활동합니다. 가장 정답을 많이 맞추는 팀이 이깁니다.

ALL
AGES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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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서반구(베네수엘라), 2.유럽(터키), 3.아프리카(탄자니아), 4.유럽(슬로베니아), 5.아시아-태평양(스리랑카), 6.아프리카(가나),            

7.아랍(시리아), 8.아시아-태평양(필리핀), 9.아랍(오만), 10.서반구(그레나다)



Connect with GLOW2
온라인에서 GLOW를 해보고 세계연맹(WAGGGS)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비물 : 인터넷 사용,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GLOW는 세계연맹의 Global Lerning Online활동 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세계연맹이 제공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이용해보세요.

• 소그룹으로 모여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해 GLOW웹사이트에 들어가세요.

glow.waggs.org에 회원 가입하여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소개 > GLOW 교육과정 > 강의로 들어가서 세계연맹이 제공하는 입문과정

을 찾아봅니다.

• 강의를 모두 마치고 온라인 패치와 수료증을 받습니다.

GLOW가 제공하는 다른 무료 온라인 강좌를 찾아보세요. : I-Lead, Free Being Me 그리고 포럼을 통

한 다른  대원들과의 연결

ALL 15minGLOW컨텐츠는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16세 이상 대원을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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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the World Thinking
Day fund (1/2)3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이 세계우애일 성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소그룹활동 : 유인물, 펜

세계우애일 기금행사는 193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걸스카

우트 세계연맹의 중요한 기금 행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이 세계우애일 성금으로 약 

100waggsy(활동을 위한 가상의 화폐)를 모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소그룹으로 모여 아래의 프로젝트에 어

떻게 기부할 것인지 결정해봅니다.

10min10The activity continues to the next page...
25

Project Wagggsy

+

+

+

+

Total = 100

25명의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자기나라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훈련에 사용한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UN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국의 10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국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0명의 걸스카우트대원에게 세계센터 온라인 자료를 복사해 제공하여 안전한 온라인 사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활동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300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를 훈련할 회원국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의 10명의 영리더들에게 세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
해 영리더들이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실무경험 및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nect with the World Thinking
Day fund (2/2)3
대원들은 각 프로젝트에 ‘Wagggsy(가상화폐)’를 얼마나 할당할지 정해야 합니다.

토론: 'Wagggsy'를 각 프로젝트에 할당할 때 여러분은 팀 내에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모든 그룹이 결정을 끝내면, 각 그룹의 결정을 다른 그룹과 공유합니다.

‘Wagggsy’를 각 프로젝트에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하는 일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 프로젝트는 매년 진행되는 많은 WTD모금 활동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WTD모금활동

을 할 예정인가요? 5페이지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확인하세요. 

여러분만의 모금 계획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 

• 

여러분의 계획을 실행 할 모금 행사를 개최하세요. 

‘2016년 WTD Justgiving’ 페이지(www.worldthingkingday.org/en/fundraising)에 접속해 여러 

걸스카우트들의 모금 이야기를 보고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 
• 

WAGGGS의 웹사이트(www.wagggs.org)를 방문해서 ‘Our World’라는 세션을 찾으세요. WAGGGS의 146개 회원국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각 나라의 선서와 규율, 연령단계의 명칭 및 기타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만약 그 연맹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링크를 선택하고 연락처 세션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찾으세요. 아니면 그 나라

의 웹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그 나라의 대와 연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대와 대원들의 연령 및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

기를 원하는지(예: 패치 교환, 스카이프 통화 등)에 관해 소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6

이메일을 보낸 후 답장이 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기금모금에 관한 Wagggs의 메뉴얼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2016년 WTD Justgiving’페이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게시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WAGGGS는 우리의 운동을 지원하고자하는 미래의 기부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모금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걸스카우트와 연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Connect with Sangam4
쌍감 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인도)

다양한 활동 : 엽서(자신이 사는 곳), 색연필, 펜, 인터넷,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 
• 
• 
• 
• 
• 

ALL 10min
AGES

쌍감이란,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연결을 말합니다. 다음 리스트에 있는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쌍감 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아가세요.

27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보냅니다.

페이스북에서 쌍감을 태그하고 여러분이 방문하기 원하는 때를 말해주세요.

여러분과 대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쌍감을 태그합니다.

인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스마트폰을 사용해 Vine 비디오로 제작합니다.

쌍감에 대한 질문을 트윗합니다.

활동에 따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최소 10분
이상 활동하세요.

다른 어떤 활동도 가능합니다.

 www.sangamworldcentre.org에서 인도 문화와 연결하세요. 

#WTD2016과 #connect10million를 해시태그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and

Connect with Our Chalet5
스위스에 있는 아워샬레 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스위스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경험해봅시다. 

•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야외 공간을 선택하고, 시작과 끝 점을 지정합니다.(약 5m정도 떨어진 지점)

• 

준비물 : 소리가 나는 다른 종류의 물건(예 : 악기, 주전자)

• 
• 

• 

알펜호른은 스위스 알프스산맥에서 양치기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통 악기입니다. 알펜

호른은 주로 언덕 위나 골짜기 아래에 있는 이웃 양치기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음의 각기 

다른 조합으로 여러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3개의 역할로 나눕니다. : 양치기, 소, 자연

양치기 : 소리를 만듭니다.

• 

ALL 30min

소 : 양치기가 내는 소리를 듣고 지시에 따릅니다.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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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자연은 최소 3명 이상의 대원이 맡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무, 돌, 강 등과 같은 장애물로 길

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양치기가 소리로 내는 지시에 따라 소가 장애물(자연)을 피해 시작점에서 끝점

까지 무사히 완료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물체를 가지고 다음 지시를 나타내는 다른 소리를 생각해봅니다. : 오른쪽으로, 왼쪽

으로, 똑바로 다섯 걸음 걸어가, 멈춰 등. 모든 사람이 이 소리의 ‘규칙’을 알고 안전하게 활동 하도

록 합니다.

www.ourchalet.ch에서 스위스 알프스와 연결하세요. 

모두 준비가 되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Connect with Pax Lodge6
팍스라지 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영국)

준비물 : 제복, 스카프,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재료(색종이, 잡지 등 어떤 것도 가능)

팍스라지에 도브 로고 이외에 2층 버스 로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팍스라지가 위치한 런던에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모자이크를 할 수 있도록 종이에 

팍스라지 버스를 크게 그려봅시다.

• 모자이크를 만들면서, 팍스라지를 방문했을 때 런던의 

어느 곳을  가고(연결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봅니다.

• 모자이크 버스가 완성되면, 활동을 같이 한 그룹원들과 그

림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 팍스라지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 그 팀은 팍스라지의 버스 

벽화를 만들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WTD2016과 #connect10million를 해시

태그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www.paxlodge.org에서 런던과 연결하세요. 

ALL 10mi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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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Our Cabaña7
아워 카바냐 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멕시코)

준비물 : 판지, 마카, 펜, 색연필,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

•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아워카바냐에 있다고 상상해봅니다.

•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봅니다. 맥시코와 아워 카바냐에대해 알고있나요?

이 행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나라의 걸스카우트 대원들과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 소그룹으로 모여,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 우정, 맥시코

• 가능한 많은 단어를 생각해 내서 적어봅시다.

•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시나 노래를 적어봅시다 : 아워카바냐에서 세계 우애

• 여러분의 그룹이 활동을 마쳤으면 다른 그룹들과 창작한 것을 공유해봅니다.

• 시와 노래를 아워 카바냐에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세요.

#WTD2016과 #connect10million을 해시태그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ALL

www.ourcabana.org에서 영원한 봄의 도시와 연결하세요. 

15min
AGES

30



Connect with the Fifth World Centre8
5번째 세계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아프리카)

다음의 문구를 읽을 준비가 되었다면 몇 명이서 활동할 것인지 소그룹 규모를 정합니다. 소그룹끼리 

서로 경쟁시킬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한 문장만 읽게 합니다.

• 각 문장을 듣고, 팀원들은 그 문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토론해봅니다. 그리고 대문자 T(true) 

혹은 대문자 F(False)에 섭니다. 각 나라의 알파벳을 사용해도 됩니다.

• 정답을 발표하고, 문장이 거짓이라면, 괄호에 있는 추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 아프리카는 한개의 나라이다. (거짓 : 아프리카는 54개국의 나라로 구성되어있는 대륙이다.)

• 

• 

아프리카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 (거짓 : 아프리카 전역에서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31개국에는 백만 명 이하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있다.(진실)

• 

• 

2010년 아프리카 지역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위원회가 세계 센터 경험의 기회를 만드는데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진실)

ALL 15min

5번째 세계 센터는 다른 세계 센터와 같이 일정지역에 세워진다. (거짓 : 5번째 세계센터는 세

계연맹이 아프리카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세계센터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탐구

하는 프로젝트이다. ‘센터’는 일정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각 국의 소녀와 젊은 

여성에게 국제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에 따라 바뀌어 질 수 있다.)

• 지금까지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케냐, 나이지리아, 베냉에서 다섯 번째 세계센터 

행사가 개최되었다.(진실)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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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GGS 아프리카는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진실)



Connect
w ith the w orld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세요.

주변의 공원이나 해변 혹은 다른 야외공간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세계와 연결하세요. 우리는 

주변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다음의 활동들이 우리의 연결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

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더 많은 활동을 탐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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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diversity1
지역사회의 소수집단을 포용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져봅시다.

한 명의 리더가 카드에 적은 특성 중 하나를 말하고(예-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호명된 

특성에 해당되는 대원은 원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가 또 다른 특

성을 말하고, 새로 만들어진 작은원에 서있는 대원 중 그 특성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시 원 안으

로 들어가 더 작은 원을 만듭니다. (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저위험군)

야외 공간, 큰 원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간, 옷핀, 다양한 특성을 적을 종이(카드)

• 

• 

‘저 위험군’(머리카락 색, 안경을 썼는지 여부, 옷의 색깔,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등의 물리적인 

특성)과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거나 일반적이지 못한 '고 위험군'(타 지역에서 온 사람 혹은 장

애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등)을 나타내는 카드를 만듭니다. (저/고위험군을 구분 짓는 기준

이 불명확 하다면 임의로 다른 특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각 대원들이 새로운 원을 만들 때, 그룹의 구성원(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 좋은 이유

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제일 바깥쪽(고위험군)에 서있는 대원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도록 합니다.

토론 : 원의 중심이 되었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각 대원은 무작위로 배부받은 1개의 카드를 가슴에 부착하고, 모두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듭니다.

원의 바깥 부분에 위치했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 

얼마나 다양한 걸스카우트대원들이 있나요?

ALL 10min

여러분 지역사회의 소수집단에게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AGES

어떻게 하면 우리 그룹이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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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and guess!2
세계의 다른 지역을 발견해봅시다.

준비물 : 인터넷 사용, 컴퓨터,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팀이 승리합니다.

• geoguessr.com/world/play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이 어느 지역인지 추측

해보는 게임을 해봅니다.(5단계로 구성, 사진의 장소에 가깝게 예측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 

토론 : 새로운 곳을 발견했나요?

본인이 추측했던 장소와 실제 장소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요?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보세요.

13min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 또는 세계의 랜드마크 사진 10장을 모아놓고 활동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어느 곳인지 맞춰보세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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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카우트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 글로벌 이슈와 걸스카우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상깊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국가적, 지역

적으로 또는 환경에 관한 세계적 이슈, 외모 자신감, 성 폭력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서, 캠페인과 지역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www.wagggs.org.

를 방문하세요.

• 세계우애일 성금과 기부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걸스카우트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소개합

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 www.worldthinkingday.org/ en/ fundraising

스카프데이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또는 여러분의 경험을  #WTD2016

과 #connect10million를 태그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해봅시다.

Connect with my scarf for a day3
나의 지역사회에서 걸스카우트 대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과 공유해봅시다.

하루 종일 걸스카우트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만약 스카프가 없다면 유니폼의 중 다른 어떤 것도 가능) 

하루 날을 정해, 걸스카우트 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색다른 야외활동을 합니다. 

• 스카프 활동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나요? 학교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등 어떤 

활동을 할 때에 하루 종일 스카프를 하고 있어봅니다.

걸스카우트운동과 세계우애일에 대해 말해봅시다.• 
• 

2016년 2월 22일 월요일에 '스카프 데이' 활동을 펼쳐 세계와 연결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ONE DAYAL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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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몹을 제작하여 걸스카우팅을 세상에 알리세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a) 배경이 랜드마

크로 잘 알려져 사진이 잘 나오는(b),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몰려드는(c) 장소를 선택합니다.

Connect positively4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봅시다.

• 

감동적인 문구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걸스카우트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시 : 걸스카우팅의 대표 활동인 자연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전시, 청소년 참여, 지역 사회 

활동, 우정, 세계적인 운동, 세계문제에 관해 목소리 내기 등.

•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침 출근길에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 

• 또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플래시몹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여분의 보드판, 펜, 페인트 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크고 잘 보이게 적고, 

가능한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전달하세요.

• 소셜 미디어에 연결해 사람들을 초대해야합니다. -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벤트를 만드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담을 퍼뜨리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플래시몹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벤트에 대해 사진을 찍는 대원을 정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

리와 공유해봅시다.(#WTD2016, #connect10million)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학년 대원들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를 들어, 왕따, 외

모 자신감 등)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래시 몹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

달’하고자 하는지 결정합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의사 결정자들이 있는 곳에서 플

래시몹을 해서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합니다..

모금 : 모금함을 가지고 WTD기금에 기부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떤가요? 활동 이외에 별도로 두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AL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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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my community (1/2)5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봅시다.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진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또는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 찍어보세요. (쓰레기, 길 잃은 동물, 빈 상점, 유출수 등) 여러분의 사진

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이야기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분주한 거리나 커뮤니티 센터

와 같은 중심부에서 공공 전시회를 계획해봅시다. 두 개의 전시로 배치하는 경우 사진에 캡션 및 프레

임을 추가해봅니다. ; 하나는 지역사회의 장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되어야 할 단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준비물 : 카메라,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핸드폰, 스케치북, 펜, 프린터, 다른 종류의 종이 

또는 사진 전시를 위한 물품

전시회를 홍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진에 “투표”하

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사진에 주머니를 달아놓고 참석자에게 두 개의 공을 제공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표현한 사진의 주머니에 공을 넣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시회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남길 수 있도록 코멘트 보드를 설치합니다.

의사결정자(학교 지도자, 마을장, 지자체 또는 지역 의원)와 미디어를 여러분의 전시회에 초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어떤 사진에 가장 

많이 투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에 표시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에 투

표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활동 규모에 따라 적어도 
두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
합니다.

ALL

사진에 표시된 문제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 투표 

할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AGES
The activity continues to the next page...

37



Connect with my community (2/2)5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역사회 활동 프로젝트에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자료를 활용하세요 : 'Be the Change'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퍼트리세요! 전시회의 성과물을 홍보하고, 사진을 WAGGGS와 공유하세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WTD2016, #connect10million) youthlearning@wagggs.org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전시회를 위해 지역사회 장소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시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걸스카우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여러분

의 대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시하면서 세계우애일에 대한 기금을 

모아보세요.

저학년 대원들과 추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더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

나 보호자에게 사진 촬영과 전시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대안으로, 저학년 대원들이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해보고 그들이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생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 주제에 동의해줄 지역 사회와 연락하고 대원들이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저학년 대원의 부모는 주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간단한 연극을 준비하고(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공연해

봅니다.

38



Connect with the wild!6
야외,  관찰,  반영된 생각과 연결해봅시다.

대원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야외로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다섯 걸음보다 크지 않은 야외 공간을 찾습니다. -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 “섬”입니다. 섬에서 

고정된 시간을 보냅니다. ; 15분 이상 한 시간 이하. 이 섬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의 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묘사합니다.

그룹이 다시 모여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적습니다.

토론 :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섬에서 무엇을 인상깊어했나요?

만약 사람이 거기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섬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새로운 장소에서 고학년 대원들을 위해 이 활동을 더욱 확대시켜 추진 해보세요.  생물의 다양성과 사람

들을 관찰할 수 있는 더 큰 섬을 만들어봅니다.

야생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룹에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15-60
min10

Connect with WAGGGS!
Visit www.wagggs.org , Twitter (@wagggs_world) or Facebook (www.facebook.com/wagggs)
Tumblr wagggswtd.tumblr.com/submit or email your WTD story to youthlearning@wagggs.org

Don't forget to use the hashtags! #WTD2016 #Connect10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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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10million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WTD2016 도전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다

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가위, 색연필, 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 혹은 카메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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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e World Thinking Day & #connect10million!
연결 : 45-52페이지에서 4개의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4개의 조각을 모두 오려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큰 프레임을 

만드세요. 프레임의 네 모서리에 각각의 퍼즐 조각을 사용합니다. 모든 그룹이 프레임 뒤에 섰을 때 잘 맞기 위해 프레임은 가능

한 커야합니다.(권장 사이즈 120cm*160cm) 두꺼운 종이나 판지를 사용하세요!

Connect with me

Connect with friends

Connect with the WAGGGS

Connect with the world

반영 : 프레임이 완성되면, WTD2016 패 도전동안 해왔던 활동들과 활동을 통해 무엇

을 배웠는지 생각해봅니다. 모든 활동의 경우 각 단계에 맞는 프레임의 측면에(그림참

조) 짧은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여

러분에게 중요한 연결,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즐겼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작성하면 창의력을 발휘해 프레임을 꾸며봅니다.(메시지를 숨

기지 말고!)

#connect10million퍼즐 프레임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 : 

• WTD파티에 이 프레임을 가지

고가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

구들과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

습니다.#connect10million 축하 : 자, 이제 여러분의 #connect10million프레임이 준비가 되

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이 프레임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으로 사진의 캡션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사진과 메시지를 

#connect10million와 #WTD2016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해보세

요. 다른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만든 것도 확인해봅니다!

• 세계우애일 모금활동의 일환

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지역시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

제에 대해 인식시키고 목소리

를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참여

시키기 위해 이 프레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퍼즐을 다 연결하고 WTD2016 도전패치를 취득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도전과제를 즐기면서 자기 자신,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운동과 세계

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 함께 연결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Share your WTD 2016 experience and tell us what you think visit: www.worldthinkingda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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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ctivity: Connect with how I learn, p: 13 for Connect with me

Origami Instructions

Fold in half Fold to meet the Fold in the종이접기 A
to make crease centre line dotted line
and fold back고래

1 2 3

Fold in half Hood fold along the Add the eyes and it is
crease finished!

4 5 6

42



Fold in the dotted Fold in the Fold in the종이접기 B lines to make dotted line dotted line
creases and
fold back하트

1 2 3
Fold backward Fold backward It is finished!Fold in the dotted lines in the dotted line in the dotted line

4 5 6 7

Fold in half Fold in half to make Fold in the dotted line종이접기 C crease

고양이

1 2 3
Fold in the Turn over Draw a face and
dotted line it is finished!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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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학습자인가요?

Learning
Styles

시각 학습자 감각 학습자

• 특성 : 빠르게 말하는 경향 – 중단

시키고, 표나 그림을 보고 배움

• 특성 : 천천히 말하는 경향, 실제

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에서 배

움

• 학습 제안 : 기억해야 하는 것에 밑

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칠함.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플래시카드를 사용

• 학습 제안 : 새로운 단어와 개

념을 연관시킴, 새로운 것을 배

울 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주변의 공간 활용

청각 학습자

• 특성 : 천천히 설명하는 경향, 경청

하는 사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사

람

• 학습 제안 :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단어 연관 학습법을 활용, 그룹 토론

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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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th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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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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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WAG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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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pieceConnect
with the world

51



52



Appendix: Photos from Activity: Connect with the 5 Regions, p: 23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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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D2016을 즐기기 위해
다른 WAGGGS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Name What’s it about? Where can we get it?

www.wagggs.org/ en/ news/ 23164Be the Change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장소

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계획

하고 실행하면서 필수 삶의 기술을 배워봅니다. - 14세 이상

대원

www.free-being-me.comFree Being Me 소녀들의 외모 자신감을 찾아주고 Image Myth에 대해 반대

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Learn how to take part here:Voices Against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큰 문제입니다. 젊은 여성에게 폭력의 

여러 형태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이해시

키고 권리를 가질 힘을 줍니다.

www.wagggs.org/ en/ take_action/ violence/Violence
curriculum

www.wagggs.org/ en/ resources/ document/Together we can 새천년 개발목표에 대해 들어봤나요? 빈곤을 종결시키기 위

한 글로벌 액션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WAGGGS의 Global 

Action Theme 배지를 취득하세요!

view/ 20082change our world

www.wagggs.org/ en/ internetsafetySurf Smart 안전한 온라인 이용법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surf smart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최대한으로 이용

해봅시다!

www.worldthinkingday.org/ en/World Thinking Day 이전 세계우애일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환경, 교

육, 어린이 건강에 대한 주제를 탐구해보고, 보드게임을 해

보면서 걸스카우트 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봅시다.

activities102015 and before

www.fao.org/ yunga/ resources/YUNGA Challenge UN기구, 시민사회 및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여 사회를 발전

시켜봅시다. YUNGA도전 배지는 다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

습니다 : 생물 다양성, 물, 바다, 기후변화, 산림, 토양, 기아

challenge-badges/ en/Ba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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