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2020 ASEAN-Korea Debate Championship, AKDC

(사)아시아교류협회� �

아시아교류협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극대화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차세대 리더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27-28일 양일간 부산광역시와 함께 ‘2020 한-

아세안 청년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한-아세안을 이끌어 갈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 한-아세안이 직면한 

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미래

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는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한-아세안 청년들의 지

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한-

아세안 청년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 � � 음� -

「한-아세안� 청년토론대회� 개요」

-� 행� 사� 명� :� 2020� 한-아세안�청년토론대회�

-� 전체일정

Ÿ 모집기간:� 2020년� � 9월� 14일(월)� ~� 10월� 13일(화)� 낮� 12시까지

Ÿ 결과발표:� 2020년� 10월� 중순예정

Ÿ 토론대회:� 2020년� 11월� 27일(금)� ~� 11월� 28일(토),� 부산광역시�

� � � ※팬데믹� 미해지� 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대상� *참가대상�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한-아세안� 국적� 청년� 중� 한-아세안� 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에� 관심� 있

는�대학(원)생,� 4인으로� 된� 팀� 구성� (팀� 내� 국적�혼합�가능)

(변경)� �한-아세안�국적�청년�중� 한-아세안�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에� 관심�있

는�대학(원)생,�개인� 또는� 최대� 4인으로� 된� 팀� 구성� (팀� 내� 국적�혼합�가능)

**개인� 및� 4인� 이하� 팀� 참가자는� 본선� 진출� 시� 발표� 및� 토론� 진행� 시� 4인� 팀� 참가

자와�동일한�조건에서�참여하며,� 토론�진행�시�팀�참가자와�토론진행(세부일정참고바람)



        

사회·문화

포스트�코로나�시대,� 정체된�국제문화교류를�위한�한-아세안�협력방안

ASEAN-Korea Cooperation Plan against COVID-19 to overcome the 
stagn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경� � � � �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한-아세안�협력방안

ASEAN-Korea Cooperation Plan against COVID-19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정치·안보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안보분야(보건위생�안보)에�대한�한-아세안�협력방안

ASEAN-Korea Cooperation Plan against COVID-19 for New Security 
Fields (Health, Hygiene and Security) 

1등 - 아이패드�에어

2등 - 아이팟�프로

3등 - 10만원�상당의�상품

-� 제출서류� :�

Ÿ 지원신청서�

Ÿ 발표자료(PPT� 또는� PDF� 형식,� 제목�및� 목차�표지�제외� 20장� 이내)�

� � � ※지원신청서� 및� 발표자료�양식은� 아시아교류협회�홈페이지(www.asiaea.or.kr)에

서�다운로드�가능

Ÿ 1차� 합격자에�한해�재학증명서�또는�휴학증명서�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제출� ext3@asiaea.or.kr

-� 공식언어� :�영어�

-� 분야별� 토론� 주제(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 중� 택1)

-� 주� � � 최� :� (사)아시아교류협회,� 부산국제교류재단�

-� 후� � � 원� :�부산광역시�

-� 상� � � 품� :�

-� 유의사항

Ÿ 제출된� 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조

치하며,� 이에�이의를�제기하지�못함

Ÿ 심사일정,� 지원내용�및� 일정�등은�협회�사정에�의해�일부�변경될�수� 있음

Ÿ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으니�이� 점� 참고�바랍니다.�

Ÿ 1차� 서류심사를�통해�본� 대회�참가자격이�부여됩니다.�

-� 문� � � 의� :� (사)아시아교류협회� T.� 02-769-1140,� 1063

� � E.� ext3@asiaea.or.kr



        

일시 2020.11.27.(금) 2020.11.28.(토)

09:00 조식(오프라인)

10:00 집합(오프라인) 토론준비(온·오프라인)

11:00 체크인(오프라인)
한-아세안

토론(경제)

한-아세안

토론

(사회·문화)

한-아세안 

토론

(정치·안보)12:00 점심(오프라인)

13:00
프로그램 진행 안내

시상식 및 폐회사
개회사

14:00

한-아세안 

PT (경제)

한-아세안 

PT 

(사회·문화)

한-아세안 

PT

(정치·안보)

점심(오프라인)

15:00

16:00

해산

17:00

18:00

19:00 저녁만찬(오프라인)

20:00

토론준비(온·오프라인)

21:00

-� 세부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