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M SWEDEN TO KOREA
▪ Date :  Saturday October 19  2019 (10:30am- 3:00pm)

▪ Venue :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www.museum.go.kr/site/eng/home

▪ Organizer : Global Youth Fair    http://globalyouthfair.com/

▪ Co-organizer: National Museum of Korea

▪ Supporter: Embassy of Sweden, 

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CCK (Swed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Expected Participants : about 1,500 (students, parents, educators)

▪ VIPs at Opening Ceremony(confirmed): 

The Ambassador of Sweden, Jakob HALLGREN, 

The President of SCCK, Richard Molin,  The President of ECCK, Christoph Heider, 

The Chief director of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Kim,Byongik

▪ Entrance Fee: free of charge
www.globalyouthfair.com

http://globalyouthfair.com/


FROM SWEDEN TO KOREA

기획의도

2019년 한국과 스웨덴의 60년 수교를 기념하여 스웨덴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스웨덴의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의 장을 이끌어 낸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화 교

류를 이루어내며 서로에게 글로벌 문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민 및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웨덴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의 역사, 지리, 문화, 예술 등

스웨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힌다.

www.globalyouthfair.com



FROM SWEDEN TO KOREA

프로그램 내용 (예정)

www.globalyouthfair.com

개막식 포토존 홍보존 전시존 체험존

각 기관의 대표 초청 및
스웨덴 행사를 알리는 기
념적 공연

스웨덴의 아름다운 배경
을 뒤로 하고 나만의 포
즈 찰칵

기업 협력 및 협찬을 통
한 홍보 전개

스웨덴의 역사, 문화, 지
리등 전시를 통한 체험
공간

다양한 컨셉을 통한 놀이
통한 스웨덴 문화 체험

스웨덴음식시식 벼룩시장 한국체험존 공연 이벤트존

스웨덴 전통 음식 시식
학부모, 학생, 기업등의
참여를 통한 벼룩시장
(변경가능)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한국 전통 체험 프
로그림 공간

외부 학생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음악,뮤지컬 공
연

축제의 각 프로그램을 효
과적으로 즐기기 위한 이
벤트 전개

강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자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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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Benefits

The work of Global Youth Fair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generosity of its 
volunteers and supporters. 

Our annual Global Youth Fair is growing each year with 1500 children and adults
attending ‘From France to Korea’ in 2017 and ‘From the UK to Korea’ in 2018. 
If you are able to provide cash sponsorship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Influence workshops and events at our annual event and throughout the year

Promote yourselves at our annual event and to be featured on our poster which 
is widely distributed for advertising the event.

Be featured in Global Youth Fair Magazine and on Global Youth Fair’s homepage, 
Facebook page and Instagram page.

www.globalyouthf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