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SDGs 토크 콘서트

국제사회와 한반도가 함께 달성해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 통일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에 있어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보편의 비전으로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의제입니다. 또한, SDGs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회복 촉진 및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통일과 평화 이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양한 의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SDGs 목표 이행이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SDGs와 연계하여 2016년 ‘유엔전략계획 2014-2021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DPRK)’을 세워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및 데이터와 개
발관리를 포함한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한반도의 SDGs 이행에 있어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통일 시대의 주체가 될
우리 청년들이 SDGs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한반도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과 SDGs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3:30 – 17:00
장소: 마포구 잔다리로 6길 5 레드빅스페이스 (홍대)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통일과 나눔, 한국리더쉽코리아
대상: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100명
Invitation Only
선착순 마감입니다
프로그램
시간

구분

13:30 - 14:00 (30’)

내용
등록

14:00 - 14:05 (5’)

인사말 – UNGC
환영

14:05 - 14:10 (5’)
14:10 – 15:10 (60’)
15:10 – 15:30 (20’)
15:30 – 15:40 (10’)

인사말 – 통일과 나눔

세션 1 – 통일과 SDGs
- 오준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15:40 – 16:50 (70’)

세션 2 – 통일과 SDGs, 청년과 기업의 역할
- 이은영 국제푸른나무 국장(좌장)
- 기업 패널 및 청년 패널

16:50 – 17:00 (10’)

질문

연사 발표
연사와의 대담
영상 상영(TBC)
청년 토론

연사 소개 ＇오준 ‘ 전 UN 대사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前) 제 24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신청 : 아래 신청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p5GzzoJkvWdziWAc6
문의: 이수란 주임연구원 / 여지원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