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교육 문서강독 프로그램 안내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yond 2015(Post MDGs) 영문 문서강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의 국제개발 담론과 논의 흐름 및 쟁점을 이해하고
시민사회단체 정책 실무자들이 ‘Beyond 2015 시민사회 프레임워크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

간: 11월 23일(금) ~ 12월 19일(수) (총 5회)

시

간: 오전 8시~ 9시30분 (1시간 30분)

장

소: KCOC(구. 해원협) 회의실 (합정역 8번출구)

대상자: (지빈퇴, KCOC 및 KoFID 회원단체 소속) 개발협력 실무자 20명 대상
주

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신

청: 이메일 접수 (담당자: 조현영 간사, hyjo@ccej.or.kr)
(*신청 시, 개인정보(성함/소속/이메일/연락처) 및 참석가능 교육일자 기재)

일정 및 주제
구 분

일 시

주

제

MDGs
[강독문서]
• UN Millennium Declaration (2000)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2)
• UN MDGs+10 (2010)

1차

11/23

• UN MDGs Report (2012)

(금)
[참고문서]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 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5)
•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 (1993)

MDGs와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강독문서]
• Monterey Consensus for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2)
•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결과문서 (2011)

2차

12/3

• Rio+20 결과문서 – The future we want (2012)

(월)
[참고문서]
•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08)

• Closing statement UNDCF 2012 (2012.7)

Post 2015 기본 문서
[강독문서]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3차

12/6
(목)

(June 2012)
• UN SG report on beyond 2015 (Aug 2012)
[참고문서]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trategy Beyond 2015, UN DESA,
(June 2012)

Post 2015와 시민사회: Beyond 2015 기본문서
[강독문서]
• ‘The world we want - beyond 2015’ A toolkit for national deliberations

4차

12/17
(월)

(July 2012)
• Montreal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Sept 2012)
[참고문서]
•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uidelines for National Consultations,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June 2012)

Post 2015와 주제별 문서: 불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등
[강독문서]
•

Righting

the

MDGs:

contexts

and

opportunities

for

a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ctionAid (Sept. 2012)
[참고문서]

5차

12/19
(수)

• Addressing inequalities: The heart of the post-2015 agenda and the future
we want for all (May 2012)
• Building on the MDGs to b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May 2012)
• Towards freedom from fear and want: Human rights in the post 2015
agenda (May 2012)
• Education and skills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2015
(May 2012)
• Health i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May 2012)
(*강독문서는 교육 시작 전 이메일로 발송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지빈퇴 사무국 조현영 간사 (02-766-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