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스펀지 캠페인 (SPONGE Campaig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 공모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외 유네스코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모집하는 스펀지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추진되어, 우수 참가자에게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온라
인 글로벌 학생 포럼(Global Students Forum)에 한국 대표로 참여할 기회도 제공되니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에 관심 있는 귀교 학생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추진 배경

유네스코학교는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성 등 유네스코의 이념을 학교 교육에 통합한 양
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세계 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
는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인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학교 구성원들이 포용적이
고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다른 문화에 대
한 존중과 이해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21
스펀지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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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요

1) 캠페인 명: 스펀지(SPONGE; SDGs Project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캠페인
※ 유네스코학생들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스펀지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배우고 흡수한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흡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담고 있음

2) 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본부
3) 주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안
4) 참가 자격: 국내외 유네스코학교 초중고 학생 혹은 교원 ※ 개인 혹은 팀으로 참여 가능

III. 공모 참가 및 시상
 지역사회 소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 동영상(v-log 형식 등의 영상) 혹은
현장 사진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방안 제안 및 보고서 제출
 [영상] 파일형식: mp4, flv, avi or any other video format / 분량: 10 분 이내
형식

* 제출: 개인 유튜브에 제한된 모드로 영상을 올려 영상 링크를 제출
 [제안서] 파일형식: doc, docx / 분량: 사진 포함 A4 5 장 이내
* 제출: 웹사이트 신청서 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제출
마감일

유네스코학교 영문 웹사이트 SPONGE Campaign – Submission 메뉴
(https://enasp.unesco.or.kr/sponge_campaign/submission__apply.html)
2021 년 9 월 13 일
 우수 참가자들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10 월 온라인 시상식 및 포럼과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12 월 온라인 글로벌 학생 포럼(Global Students Forum)에
한국 대표로 참여할 기회 제공

시상 및
특전

 우수 참가자들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 상장 수여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 기념품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 영상물 제작 및
자료집 수록(유튜브 게시 및 국내외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와 공유)
 참가자들 간 후속 교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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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정
일정

활동
 개인 혹인 단체로 참여

7월 – 8월

 지속가능발전 17 개 목표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영상 혹은 제안서로 작성

9 월 13 일
9월

10 월 16 일

12 월

V.

제출 마감일
 우수 참가자 선정 및 시상
 포럼 준비를 위한 우수 참가자들 간 온라인 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10 월 온라인 시상식 및 포럼 참여 및
결과물 발표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12 월 온라인 글로벌 학생 포럼(Global Students
Forum)에 한국 대표로 참여 (* 날짜 미정)

참고 및 문의
1) 웹사이트: https://enasp.unesco.or.kr/sponge_campaign/notice.html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팀 담당자 (이메일: unescoteacher@unesco.or.kr, 전화: 026958-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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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캠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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