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UNPOG Speech Contest "Youth engagement in
the SDGs implementation“

개요

□ 행 사 명 : 제2회 UNPOG Speech Contest "Youth engagement in the
SDGs implementation
□ 본선 일시 : ‘18. 9. 7(금), 14:00~17:00
□ 본선 장소 : 인천 송도 G-Tower 민원동 3층 대강당
□ 참석 대상 :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 발표 언어 : 영어
□ 발표 주제 (2개 그룹 중 1개 선택)
<그룹 A>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방안

○

해결해야 할 국내현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

<그룹 B>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청년)의 구체적 실천 방안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구체적 실천 방안

□ 주

최 : 유엔거버넌스센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 시

상 (상장과 부상)

○

<그룹별> A : 장관상(행안부), B : 장관상(환경부)
- 대상(전체) 1 (장관상)_*고등학생 가점부여
- 대 학 생 : 최우수상 1(장관상), 우수상 1(장관상)
- 고등학생 : 최우수상 1(시장상), 우수상 1(시장상)

□ 예선 유형
○
○

예선 : 서류심사 합격자
접수 : 웹하드 접수(www.webhard.co.kr 접속 후 게스트 로그인
ID: sdg2018, PW: unpog)
(신청서 1부, 발표원고(에세이), 발표 자료 PPT 파일, 사용글꼴)

○

발표 원고 형식 : HWP형식, 5분내외 발표자료

○

PPT 형식
- 5분 내외 발표 자료, 첫번째 슬라이드에 선택한 주제, 제목, 이름, 소속 기재
- 두 번째 슬라이드 제목만 기재, 이후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을 명기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포함 금지

○

심사기준
항목

배점

내용

주제

20

주제와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내용

50

내용의 창의성, 제안의 실현가능성

형식

30

PPT 자료의 완성도

○

접수 기간 : 2018. 8. 10(금) ~ 2018. 8. 24(금)

○

예선 결과 발표 : 2018. 8. 30(목)

□ 본선 유형
○

본선 : 현장 발표

○

심사기준

○

항목

배점

내용

내용

30

내용의 창의성, 제안의 실현가능성

형식

10

PPT 자료의 완성도

발표

50

내용의 전달력

호응도

10

청중의 반응

발표 전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표 자료의 수정 및 보안 가능
- 예선 자료와 비교하여 주제나 내요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심사 불가

□ 문의처
○

이메일 : contact@unpog.ofg

○

홈페이지 : www.unpog.org 공지사항 참조

참고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개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발표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를 포함하고 있는 2030 개발의제는 ‘누구도 뒤쳐지지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표방하며 현재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 도전 과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
안을 SDGs과 이행수단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 세부 내용(참고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Zero Hunger

기아의 종식, 식품 안정성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
업을 강화한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모든 사람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평생 학
습기회를 증진한다.

5

Gender Equality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여 권익을 실현
한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생산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증진시킨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지속 가능한 산업과 혁신을 조성하고 건실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10

Reduced Inequalities

11
12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다의 해양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
하고 보존한다.

15

Life on Land

육지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하고
산림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토지 복원을 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킨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저으이로우며 모든 수준에서 포
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을 활성화한다.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을 보장한다.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한다.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 지역을 조성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확립한다.
기후변화와 그것의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붙임1] 참가신청서

제2회 UNPOG Speech Contest

『Youth engagement in the SDGs implementation』
참 가 신 청 서
참 가 자 정 보
신청자 성명
▢ 고등학생

소속구분
고등학생

▢ 대학생
학교

소속정보

학교

대 학 생
자택 전화 또는

(자택, 부, 모)

(우 :

반

번

학과

학번

국적 (외국인 대학생 해당)
휴대폰 번호

부모님 휴대폰
주소

학년

)

이메일

▢ 포스터

인지경로

▢ 커뮤니티, 공모전

▢ 선생님, 학부모 등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지인 소개

(중복체크가능)
▢ UNPOG 홈페이지

▢ 학교 및 학과 사이트

▢ 기타(

)

※ 주 의 ※
위 내용은 선발과 관련하여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 수정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 접수해 주세요. 연락처 변경 혹은 인적 사항 수정 등 요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
영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제2회 UNPOG Speech Contest 운영사무국
(070-4230-9079 / contact@unpog.org)
◎ 접수 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 -게스트ID: sdg2018

/PW: unpog)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회 참가자 관리, 작품 접수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개인 식별, 질문 등에 대한 답변 처리,
개인별 공지 사항 전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메일, 개인 소속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컨테스트 종료 후 2018. 10. 31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 실 불이익
귀하는 선택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정보의 수집ㆍ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회진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위 대회에 작품을 제출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