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참가자 모집 계획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은 대학생이 중심이 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술행사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 및 이해도 향상 ▲국제개
발협력 정책 발전 도모를 위한 학술과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2022 제2회 대학
생국제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본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포럼 개요

□ 목적
○ 국내 대학생들의 개발협력 분야 학술역량 강화 및 학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위한 역량 기반 강화
○ 참가자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반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주최 :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조직위원회
□ 주관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
□ 협력 : 국제개발협력학회, 헤퍼코리아

2

「 제 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 개최 계획

□ 주제 : 생존과 포용,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국제적 보건, 기아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분쟁과 그로 인한 난민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은 보다 다층적으로 고조되고 국제개발협력은 이를 해결
해야 할 임무가 있기에, 본 포럼에서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09:00 - 20:00
□ 장소 : 전주시 내 및 Youtube 생중계
□ 대상 : 전국 대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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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집 개요

3

□ 모집 분야 및 인원
세션 구분

세션 주제

정규세션 1

급증하는 위기, 누가 더 취약한가

정규세션 2

지속가능한 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유토론세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역할

모집 인원
- 개인 또는 2인

발제자

이내의 팀
-각 세션 별 3인(팀)

토론자

- 5인

□ 참가자 활동 내용
○ 제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의 발제자 및 토론자로서 경험과 지식 공유 및 의견 개진
○ 사전 준비과정 참여
가. 사전 참여자 특강
- 주제: (1차)국제개발협력의 동향, (2차)국제개발협력의 현장
나. 사전 전문가 자문
- 정규세션의 발제 및 토론을 위한 자문 제공, 정규세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함
다. 개요서 작성 및 사전 조율 과정 참여
- 사전 조율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순서

참가자 일정

1

1차 사전모임

2

개요서 작성

!"
- OT
- 1차 사전 참여자 특강: 국제개발협력의 동향
- 발제 및 토론을 위한 개요서 제출
- 2차 사전 참여자 특강: 국제개발협력의 현장

#$%(&')
5월 14일 (토)
5월 중

온라인

3

2차 사전모임

4

3차 사전모임

. 5/%01%123%42

7월 8일 (금)

5

포럼 개최

. 674%8%9:4;<%=>?%@A%BC%8%DE%FG

7월 22일 (금)

- 1차 사전 전문가 자문

*+%,-

6월 18일 (토)

오프라인

*포럼 개최 시 참가자는 오프라인 참석이 요구됨. 단, 포럼은 온라인 송출되어 청중은 온·오프라인 동시 참석 예정
*참가자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분야별 시상 규모
구분
정규세션

자유토론세션

$H%IJ

KL

대상 (250,000원) * 1인(팀)
최우수상 (200,000원) * 2인(팀)

- 정규세션 1,2에 대해

최우수상 (200,000원) * 1인

- 당일 식사 지원

우수상 (100,000원)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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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심사

모집 분야별 세부 사항

4

□ 정규세션
○ 주제
가. 정규세션 1에서는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규세션 2에서는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 도출을 기대함
'MNO%Z[%PQRS%TK%U3%V%WXY3
본 세션은 가뭄, 해수면 상승, 태풍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 문제와 기아, 난민, 아동 및 여성 인권
문제와 같은 인도적 위기의 발생 등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다룬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대처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하며, 이들이 겪는 피해 또한 심각하다.
우리는 참여자의 발표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받는 특정 국가 및 계층에 대한 심층 분
석을 진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MNO%5[%@\3]Y%TK%^_`%TY%a?bc%,-d%efc3
본 세션은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장
기적 회복을 위함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특히 개
발도상국의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을 위한 취약분
야의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개발발도상국의 현실적인 발전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 및 논의함으로써 개발도상
국의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 형식
g<
정규세션
(85분)

*+%$h

발제1
발제2

각 15분

발제3
디스커션 및 청중 질의응답

40분

○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발제와 디스커션 및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해당 세션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진행함
나. 문제제기, 심화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의 요소를 갖춘 적절한 주장과 논거 제시가
요구되며, 대학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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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토론세션
○ 주제
가. 본 세션의 주제는 지난 2월에 진행된 <2022 제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아이디어공모전>의 수상작,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발전 방향성, 민관협력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선정됨
자유토론세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방향성
본 세션은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그 방향성을 청년의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는 어느덧 30년을 넘었으며, 최근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게 원조와 개발협
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
해 필수적이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중 시민사회 협력 기반 구축, 민관협력 확대, 정책이행의 가속
화, 개발사업의 중점 목표 합의 등의 과제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밖에도 각 토론자에 의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된 과제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 형식
가. 본 세션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됨
*<타운홀미팅>: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
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로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됨. 본 포럼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인 <타운홀미팅>형식을 차용하여, 패널 및 청중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도모하고자 함.
g<

*+%$h

자유토론세션

발제

5분

(80분)

타운홀미팅

65분

청중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가. 토론자는 타운홀미팅과 청중 질의응답의 과정에 참여함
나. 문제제기, 심화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의 요소를 갖춘 적절한 주장과 논거 제시가
요구되며, 대학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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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및 지원 방법

□ 모집 일정
○ 2022.04.13.(수) ~ 05.01.(일) 자정 마감
○ 결과발표일 : 2022.05.10.(화) 개인별 공지 (이메일)
*외부 자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참가자 선발 예정

□ 지원 방법
○ 지원서 다운로드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블로그 및 노션페이지
-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ifou2021
- 노션 바로가기: https://showy-maraca-30f.notion.site/2022-2-22e24c98bb8a4cbabfa742f85799cf91
○ 지원서 제출
구글폼(https://forms.gle/kQBmSNv4thgFoADZ9)
□ 문의처
○ 이메일: ifou2021@naver.com (대학생국제개발협력 조직위원회)
○ 인스타그램(DM): ifou2021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제2회 대학생국제개발협력포럼 IFoU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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