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차 청년 워크숍 The 13th Youth Workshop

수
[
2019. 2. 20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성과확산을 위한
ICT의 활용

- 2. 22[금]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February 20st (Wed.) ~ 22 rd (Fri.), 2019
Jeju Booyoung Youth Center

Accelerating
SDGs
Achievement
through ICT

참가대상

Participants

·국내 대학(원)생, 국내 외국인 유학생, 영어로 토론 가능한 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과확산을 위한 ICT의 역할과 활용방법
및 효과에 관심이 있는 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자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은 자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o reside in Korea.
·Those who can fluently communicate in English.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role, utilization, and impact of ICT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ose who are interested in ways of strengthening positive impacts and minimizing
negative impacts of ICT
·Those who are interested in youth engagement for social change

프로그램

Program

·강연, 현장 탐방, 발표 및 토론 (모든 프로그램 영어진행)
·Interactive and participatory sessions including lectur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Field visits and hands-on experience

주

최

H o s t

지원내역

Benefits

·도외 참가자 항공료 일부 정액지원(8만원)
·숙식, 기념품, 탐방료 등 행사 경비 전액 지원
·종료 후 UN 훈련연구기구 인증 수료증 수여
The participants will be provided with
· partial sponsorship of airfare (up to KRW 80,000) except for participants who
reside in Jeju,
· meals, accommodation, and other workshop materials during the workshop period,
· certificate of completion issued by UNITAR CIFAL Jeju.

신청방법

Application

·https://goo.gl/forms/TBf94cy9OEdnMEyh1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마감 : 2019년 1월 18일(금) 24시)
·선정결과 | 2019년 1월 31일(목) 합격자 개별 이메일 통보 및
홈페이지(www.cifaljeju.org) 공지사항 게시
·참 가 비 | 참가자 선정결과 발표 후 등록 시 참가비 3만원 입금
(추후 공지)
· Submit an online application form through https://goo.gl/forms/TBf94cy9OEdnMEyh1
(Deadline : 18 January 2019, 24:00)
·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through email as well as the list will be
uploaded on the website(www.cifaljeju.org) on 31 January 2019
· There is a participation fee of KRW 30,000 with registration (TBC)

주

관

Organizer

글로벌이너피스
Global INNER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