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알림이란 무엇인가요?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많은 사
람들에게 그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
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해외 현지인, 
여행자들에게 한글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
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자 합니다. 
 
한글 알림이는 사단법인 한글 문화연대와
여행 동호회 세계로 뭉게구름이 함께 기획
한 프로그램으로 여행도 하며 많은 또래 친
구들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알림이” 

한글 문화연대 + 세계로 뭉게구름 = “한글 알림이” 



한글 문화연대 

한글문화연대는 외국 말글의 침투로 스러져 
가는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
인 단체입니다. 
 
학술, 방송,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
름다운 우리 말글을 가꾸어, 세계화의 공세 속
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더 
나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 
문화를 일굴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로 뭉게구름 

세계 여행을 통하여 큰 꿈을 키워가며 많은 사
람들과 교류하고자 만든 젊은 배낭여행 동호
회로 유럽, 일본, 인도, 지중해, 미국여행을 기
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Since 2005) 
 
국내 최초로 미니밴을 이용하여 여행의 활로
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나
는 많은 친구들과 변함없는 우정을 만들어 가
고자 합니다. 배테랑 스텝이 함께하며 여행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연혁 소개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혁 소개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2차 진행 
여름 일본 미션 40명씩 2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5차 진행 
 여름 유럽 미션 23명씩 4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5차 진행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0차 진행 
여름 일본 미션 40명씩 2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7차 진행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0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5차 진행 
겨울 일본 미션 10명씩 1차 진행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0차 진행 
여름 인도 미션 12명씩 1차 진행 
겨울 일본 미션 20명씩 2차 진행 
겨울 인도 미션 20명씩 2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8차 진행 
 



연혁 소개 

2010 

2011 

연혁 소개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3차 진행 
여름 인도 미션 20명씩 1차 진행 
여름 일본 미션 25명씩 3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9차 진행 
겨울 일본 미션 20명씩 3차 진행 
겨울 인도 미션 25명씩 1차 진행 
겨울 터키 미션  8명씩 1차 진행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3차 진행 
여름 인도 미션 20명씩 1차 진행 
여름 그리스-터키 미션 22명씩 1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9차 진행 
겨울 일본 미션 20명씩 3차 진행 
겨울 인도 미션 25명씩 1차 진행 
겨울 터키 미션  8명씩 1차 진행 



연혁 소개 

2013 

연혁 소개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4차 진행 
여름 인도 미션 20명씩 1차 진행 
여름 일본 미션 25명씩 3차 진행 
여름 그리스-터키 23명씩 1차 진행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8차 진행 
겨울 일본 미션 20명씩 1차 진행 
겨울 인도 미션 25명씩  2차 진행 
겨울 미국 미션  10명씩 1차 진행 

2012 

여름 유럽 미션 16명씩 14차 진행 
여름 유럽원정대 2기 버스팀 진행 
여름 그리스-터키 40명씩 1차 진행 

2013 
겨울 유럽 미션 16명씩 9차 진행 
겨울 유럽원정대 3기(42명) 버스팀 진행 
겨울 유럽 횡단 16명씩 1차 진행 



무슨 활동을 하나요? 



해외 기업탐방 

한글 알림이 

신나는 여행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라 !!! 

§ 한글 알림이 원정대 



 
 

▣ 홍보활동 
 
한글 알림이 유럽원정대 활동기간 중 일정시간을 할당하여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홍보활동 방법 
 
1. 개별, 조별자율 홍보활동(자율) 
 - 관광하면서 만나게 되는 전세계의 배낭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글인지도조사 
    및 다양한 조별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2. 단체활동은 2~3개조가 함께하여 한글 문화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필참) 
 –  일정 중 2~3개조가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전체 일정 중 1 ~ 2회 정도 진행합니다. 
 
▣ 활동 후 보고방법 
 
1. 홍보 활동내용을 동영상과 사진을 포함한 5분 이내의 영상을 편집 후 제출합니다. (조별) 
2. 세뭉 싸이클럽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활동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개인) 
3. 최종활동 보고서를 양식에 맞혀 작성 후 공지된 주소로 제출합니다. (개인) 

§ 한글 알림이 원정대 활동 



Challenge  1 

 
• 각 나라별 한글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 유럽 관광지에서 표기가 잘못된 한글을 찾아서 정정한다. 
 
• 유럽의 관광 도시에 한글로 쓰여진 곳을 찾은 후 인증사진 찍기. 
 
• 숙소에서 만나는 여행자들에게  한글로 그들의 이름을 써준다. 
 
• 여행을 하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한국의 전통물건이나 전통음식을 선물한다. 
 
•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나 숙소에서 한국어 메뉴를 만들어준다. 
 
• 한글 바디페인팅 해주기. 

§ 한글 알림이 원정대 활동 



‘한글알림이’ 활동 사진 



‘한글알림이’ 활동 사진 



‘한글알림이’ 활동 사진 



 §  한글알림이 프로그램 진행방법 
 
     -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한국에서 2회 OT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참) 
     - 1차 OT때 유럽원정대 전체적인 일정소개. 
     - 2차 OT때 조(5~6명)를 발표하며,유럽에서 한글을 홍보할 방법을 조별로 준비합니다. 
     - 자세한 OT일정은 추후 세계로 뭉게구름 클럽에 공지됩니다. 

 
 
 §  유럽 내 한글 알림이 홍보방법 
 
     - 유럽의 각 도시에서 조별로 준비한 내용(한글 알림이 홍보)을 진행합니다.        
     - 더불어 활동하는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여 기록합니다. 

 
 
 §  한국도착 후 활동내역 보고방법 
 
    - 활동했던 내용을 동영상(약5분)으로 제작하여  클럽 내 유럽원정대 동영상 게시판에  
       개시하고 유투브에도 영상을 개시하기. (조단위) 
     - 활동했던 사진과 내용을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클럽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개인) 



“원정대 활동을 하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맘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글알림이 참가자 인터뷰 



“활동을 통해 많은 외국
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스하고 친절했어요..”  

한글알림이 참가자 인터뷰 



“한글알림이 하면서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
요. ㅋㅋ 준비하면서 한글
의 우수성도 알게 되고 여
러가지 맞춤법 공부도 됐
네요.” 

한글알림이 참가자 인터뷰 



해외 선진 기업문화 탐방의 기회 !!! 

§ 해외 기업 탐방 활동 



해외 기업탐방 
• 탐방 기업: 벤츠(BENZ), 맥주공장(BEER FACTORY) 
• 참가 방법: 유럽여행 중 독일에서 1일 기업탐방(사전예약) 
• 준비 사항: 필기구, 단정한 옷차림 
※ 기업탐방은 선착순 3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기업탐방 이점 

  

• 유럽의 선진 기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취업 준비 시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 
• 박물관이 아닌 실제 기업내부의 공장에서 선진화된 기업문화와 
  공정과정을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동차 공장의 특성상 큰 소음과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 공장견학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인터뷰 할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진기업’ 탐방 ‘해외 선진기업’ 탐방 



‘해외 선진기업’ 탐방 



또래 친구들과의 즐겁고 신나는 추억 만들기 

§ 신나는 여행 !! 



§ 신나는 여행 !! 

또래 친구들과의 여행... 

한글 알림이 유럽원정대는 20대의 

젊은 친구들만 참여가 가능해요. 그

렇게 때문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

과 여행을 하게 되어 보다 즐겁고 

재밌는 여행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

다. 



§ 신나는 여행 !! 

여행할 땐 조별로 자유롭게~ 



§ 신나는 여행 !! 

여행할 땐 신나고 즐겁게~ 

여행을 하는 날은, 

자유롭게 조별로 움직이게 돼요. 

조별로 어디를 볼지, 어디를 갈지 

정한 후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유럽에서의 추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 신나는 여행 !! 

버스로 편안하게 이동 

각 도시에서 도시, 나라에서 나라의 

이동은 한글알림이 전용버스를 이용

해서 이동하게 된답니다. 

짐은 넓은 짐칸에 싣고 이동하기 때

문에 짐걱정은 뚝!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게 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 IN 

피사 

피렌체 

뮌헨 

슈투트가르트 

인터라켄 

파리 OUT 

베네치아 

•여행 일정 14박 15일 



날짜 도시 상세일정 숙박 숙소위치 비고 

1 인천공항 → 로마공항   호스텔 로마시내 기내 

2 로마 한글알림이 활동 및 로마 자유관광 호스텔 로마시내 조식제공 

3 로마 한글알림이 활동 및 로마 자유관광 호스텔 로마시내 조식제공 

4 피사 → 피렌체 
조식후 오전 8시 버스이동,  1시쯤 피사 도착후 

한글알림이 활동 이후 전용버스로 피렌체4시쯤 도착 
호스텔 로마시내 조식x 

5 피렌체 한글알림이 활동 및 피렌체 자유관광  호스텔 피렌체시내 조식x 

6 베네치아 한글알림이 활동 및 베네치아 자유관광   호스텔 베네치아근교 조식 

7 베네치아 → 뮌헨 뮌헨 3시 도착 후 한글알림이 활동 및 베네치아 자유관광 호스텔  뮌헨시내 조식 

8 뮌헨 한글알림이 활동 및 뮌헨 자유관광 호스텔 뮌헨시내 조식제공 

9 슈투트가르트 → 인터라켄 
조식후 오전 8시에 전용버스로 탑승, 슈투트가르트에서 
공장견학 후 인터라켄으로 출발. 오후 8시경 도착. 

호스텔 인터라켄시내 조식제공 

10 인터라켄 한글알림이 활동 및 융프라우 자유관광 11시쯤 야간이동 야간이동 조식제공 

11  파리 
오후에 파리 도착 후 자유관광  

숙소 체크인은 오후 2시 부터 가능. 
  호스텔 파리시내 조식X 

12 파리 한글알림이 활동 및 파리 자유관광 호스텔 파리시내 조식제공 

13 파리 한글알림이 활동 및 파리 자유관광 호스텔 파리시내 조식제공 

14 파리공항 → 인천공항 조식후 공항으로 조별로 이동 비행기 조식제공 

15 인천공항 기내 

※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대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OK 

 
밝은 마인드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단체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위해 매 방학 한 차례만 진행됩니다. 

 

참여 조건 및 자세 
42명 선착순 마감 
서둘러 주세요. 



유럽 원정대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1. 봉사활동과 더불어 유럽여행의 꿈을 이룰 수 있다. 

 
2. 저렴한 경비로 안전하면서도 알차게 유럽여행할 수 있다. 

 
3. 비슷한 나이또래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수 있다. 

 
4.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짐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 

 
5. 배테랑스텝들이 동행하며 여행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수 있다. 
 

6. 활동기간 최대 90시간의 봉사시간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한글 알림이 유럽 원정대 특징 



참가 신청방법 및 비용은? 



참가 신청 방법 및 순서 

참여를 위해서 먼저 세계로 뭉게구름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바로가기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고 신청금을 동시에 입금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격 여부를 당일 문자로 보내드리며 불합격 시 신청금은 환불됩니다. 

항공발권을 위해 여권사본과 나머지 경비를 기한내에 입금합니다. (클럽에서 확인) 

2차례의 정모가 진행되며 반드시 1번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글알림이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개인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유럽 원정대 출발!!  

http://moom-ge.cyworld.com/


  참가 비용 ■ 참가 비용 
 
신청시기별로 참가비가 다릅니다. 
-  3월 신청자 : 249 만원 
-  4월 신청자 : 259 만원 
-  5월 신청자 : 269 만원 
-  6월 이후 신청자 : 279 만원 
-  현지조인 : 3 ~ 4월 190만원, 5 ~ 6월 210만원 

 
■ 포함 내용 
 
왕복항공권, 유럽 내 12일 숙박 및 조식, 유럽원정대 전용버스, 여행자보험 
(현지조인시 불포함), 공장견학비, 픽업 및 샌딩(현지조인시 불포함), 전문 인솔자  
2명포함 

 
■ 불포함 내용 
 
항공텍스 & 유류할증료 50만원(변동가능), 현지경비(시내교통비, 입장료, 식비) – 
약 60 ~ 80만원, 버스기사 팁 총 10유로, 융프라우 등반시 입장료(15만원),  
, 이탈리아 도시세(6유로미만) 

 
■ 문의 사항 
 
문형원 팀장  010 – 6511 -1101 



자주하는 질문 



참여 조건에 제한이 있나요? 
 
•여행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대 젊은 친구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최소 4인에서 10인까지 함께 지내는 호스텔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참여가 힘들겠죠. 
•여행에만 관심 있는 분들은 세뭉 미니밴 유럽 배낭여행을 추천합니다. 

한글 알림이 원정대가 뭔가요? 
 
• 언어 중에서 으뜸가는 한글을 사랑하고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는 활동을 하는 우리들을 일컫습니다. 

총 여행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경비(왕복항공, 택스및 유류할증료, 숙소비 등 차량이용)이외 개인용돈 400 ~ 500유로 
180스위스프랑(입장료, 식비, 대중교통, etc)  

일정중에 야간이동이 있나요? 
 
• 일정 중에 1번의 야간이동이 진행됩니다. 야간에 이동을 함으로써 주간 이동을 없애 일정
을 보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과 봉사를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늬만 여행봉사단체이고 실제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 관련 후기가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단체를 운영한 곳이라도 다녀온 사람
들의 후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자발적인 후기는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인솔자의 역량이 충분한지 확인 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이나 유럽
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인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지인
솔경험이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이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솔자는 누가 하게 되나요?  
 
• 단순 유럽여행 경험보다는 유럽 인솔경험이 많은 전문 스텝 2명이 인솔자로 동행하며 
유럽 내 한글 알림이 활동뿐만 아니라 유럽여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
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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