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심모의유엔대회 안내
2021. 10. 25 (월)

“이타적 품성과 창의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국제인재 양성”

청심국제중고등학교

1. 대회 개요
가. 행사명 : 2022 청심모의유엔대회 (CSIAMUN XIV)
나. 대회 일시 및 장소
1) 대회 주최 : 청심국제고등학교
2) 대회 주관 : 청심국제고등학교 모의유엔대회 동아리
3) 대회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 15일(화)
4) 대회 장소 :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Zoom)
다. 참가 대상 및 접수
1) 참가 대상 : 2022년 기준 중1~고3
2) 참가 비용 및 접수 일정
접수일정

참가자 구분

단위(원)

Early

청심 재학생 및 작년 참가자

35,000

(2021.10.25.-2021.11.14.)

일반 참가자

40,000

Regular

청심 재학생 및 작년 참가자

40,000

(2021.11.15.-2022.1.2.)
Late

일반 참가자

45,000
50,000

(2022.1.3.-2022.1.30.)
2. 대회 소개 및 진행
가. 대회 소개

- 사무국의 각 위원회 리포트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위원회 배정. 각 위
원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오프닝 스피치. 참가자들끼리 그룹 형성하여 의
결문 작성. 의결문을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거친 뒤, 의장이 수정 과정을 거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총회에 안건 상정

나. 위원회 및 의제
위원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SC (Historical Security
Council)
Journalism
DISEC (Disarmament and

의제
1. Tackling economic inequalities and polarization through
ESG framework
2.

Tackling

trade

deficit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FTA
Addressing the ramifications of World War II
HSC 와 ECOSOC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기사글 작성
1.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unmanned warfare

regarding military robots and AI weapons
International Security)

2.

Devising

socioeconomic

measures

on

terrorism

in

promoting international stability
1. Protecting female refugees from human rights violation

HRC (Human Rights

2.

Council)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within

educational

sectors

UNESCO (United Nations

1. Improving literacy rates in developing countries

Educational, Scientific and

2. Addressing the cultural impacts of COVID-19 to take

Cultural Organization)

action for post-COVID world
1. Promoting green investments as means of achieving

UNEP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Program)

2. Alleviating environmental consequences from medical
waste disposal due to COVID-19
1. Enhancing global cyberspace security

GA (General Assembly) Jr

by promot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2. Devising measures to ensure food security in refugee
camps

다. 행사 세부일정
시 간

2월 14일(월)

9-10

개회식

10-11

101 Session

11-12

Lobbying Session

12-13

점심식사

2월 15일(화)
Committee Session
점심식사

13-14
14-15
15-16

Committee Session
Lobbying Session

16-17
Plenary Session

17-18
18-19
19-20
20-21
21-22

3. 증명서 및 상장발급
가. 참가자 증명서 발급
나. 우수 참가자 시상

저녁식사
Lobbying Session
Culture Night

Closing Cere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