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YPC) 2021

작품 제출 가이드라인
* 제출된 작품 중 최종후보에 선정된 작품들은 2021 평창포럼 기간 중 전시 또는 공개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자국어로 부가 설명 기재 가능합니다.
* YPC 2021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ppf.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작품 제출 방법
①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관한 참고문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먼저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완성된 작품을 2021년 1월 10일(일)까
지 “작품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 파일명 (YPC2021_first name_last name_file no.) ex) YPC2021_gildong_hong_1
④ “작품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작품제출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
⑤ 작품제출 신청서 작성 후 작품 첨부
-

영상 : 유튜브 업로드  일부공개 설정  링크 첨부

-

사진 및 기타 파일 : 파일 첨부(제출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zip파일로 첨부)

[유튜브 영상업로드 및 공개 설정 방법]
1. YouTube 내 채널, 영상업로드

2. 영상 일부 공개 설정

⑥ 기타 제출 사항 : 참가자 개개인의 본인 사진 제출

신청서 제출하기

작품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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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마감 기한
2021년 1월 10일(일), 23:59 GMT(+9), KST(Korea Standard Time)까지

3. 작품별 세부기준 : 아래의 표 참고 요망
유형

제출자료

세부기준
* 3,000~5,000단어 (A4기준 6~10장)
* 각주 삽입가능 (글자 수 미포함)
*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미주기입) 글자 수 미포함
[기본 규격]
* 사용문서 : MS Word for Windows (.doc)

에세이

에세이
한 부

* 문서 사이즈 : A4
* 여백 : 상하 25mm, 좌우 20mm
* 글꼴 : Times New Roman 또는 Arial
* 글씨크기 :
- 제목 : 16pt, 굵게
- 이름 : 14pt
- 본문 : 12pt
* 줄간격 : 1
* 페이지 번호 설정

*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초대받아 전할 3~5분 이내
공공연설 사전녹화
* 연설 분량 1,000~1,500단어 (A4기준 2~3장)
*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미주 기입) 글자 수 미포함
* 그룹 참가자 모두 성명서 낭독에 참여해야 함
[기본 규격]
성명서 문서
성명서

한 부,
영상 링크

* 사용문서 : MS Word for Windows (.doc)
* 문서 사이즈 : A4
* 여백 : 상하 25mm, 좌우 20mm
* 글꼴 : Times New Roman 또는 Arial
* 글씨크기 :
- 제목 : 16pt, 굵게
- 이름 : 14pt
- 본문 : 12pt
* 줄간격 : 1
* 페이지 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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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출자료

세부기준
* 제목 및 설명(synopsis) (설명 75단어 내외)

포토에세이

사진
3~5장

* 각 사진의 설명(caption) (설명 15단어 내외)
* 사진 크기 : 각각 6MB미만
* 사진 파일형식 : jpeg.

디지털원본,
포스터

스캔본,
사진 택 1

* 12” x 18” (30.45cm x 45.72cm)
* 컴퓨터 작업 시 : 파일의 원본으로 제출
* 수작업 시 : 스캔 파일 또는 사진으로 제출
* 파일형식 : jpg, png
[수작업 only]

카툰

스캔본,
사진 택 1

* A3 (297 x 410 mm)
* 한 페이지에 최대 4컷 삽입
* 파일형식 : jpg, png
*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인쇄

* 10컷 이상, 50컷 이내의 단편작으로 스토리가 완결된 상태

미술작
웹툰

파일제출

* 가로690px, 세로 제한 없음, 해상도 300dpi
* 파일크기 : 10MB 이하
* 파일형식 : jpg, png
* 뉴스, 스토리, 인포그래픽 등 자유 형식으로 4~8컷의 카드형

카드뉴스

파일 제출

* 700x700 px
* 파일크기 : 10MB이하
* 파일형식 : jpg, png

커뮤니티 아트,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작사/작곡/편곡

* 제목 및 설명(synopsis) (설명 75단어 내외)
사진 파일
제출

* 작업 전 사진 1장, 완성 후 근거리 사진 1장, 주변환경이 같이 보이는
원거리 사진 1장
* 파일형식 : jpg, png

악보, 음원

* 음원 길이 : 2~5분
* 파일형식 : 악보 (pdf) / 음원 (mp3)
* 모든 음악장르 편곡 가능

커버송

영상 링크

* 뮤직비디오, 직접 노래 부르는 영상
* 해상도 1920x1080 권장
*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 음원 출처 표기
* 영상 길이 : 2~5분

시청각
미술작

* 최소 1구간 창작 안무 삽입
커버댄스

영상 링크

* 커버댄스 설명 (설명 75단어 내외)
* 해상도 1920x1080 권장
* 공모전 참가자를 제외한 제 3자 등장불가
*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 음원 출처 표기
* 영상 길이 : 2~5분

UCC

영상 링크

* 광고, 애니메이션, 패러디, 브이로그 등
* 해상도 1920x1090 권장
*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 음원 출처 표기

평창평화포럼 2021 _YPC2021 사무국 E. PyeongChangYPC@gmail.com | W. www.ppf.or.kr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YPC) 2021
4. 참고문헌
주제 A (글로벌)
코로나 시대 속에서 UN 75주년과 SDGs 달성을 위한 10년간의 행동으로
청년들은 평화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지킬 것인가?

1.

UN Decade of Action to Deliver SDGs by 203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0/09/decade-of-action/

2.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4SD)
https://action4sd.org/
3. UN75 – 2020 and Beyond : Shaping our future together
https://www.un.org/en/un75
4. UN Declaration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 (A/RES/75/1)
https://undocs.org/en/A/RES/75/1
5. UN2020: UN75 People’s Declaration and Plan of Global Action
http://un2020.org/forum-declaration/
6. UN Secretary General Policy Brief : “We are all in this Together :
Human Rights and COVID-19” (April 2020)
https://unsdg.un.org/resources/covid-19-and-human-rights-we-are-all-together
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0 – Youth, Peace and Security (2015)
https://www.youth4peace.info/UNSCR2250/Introduction
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 Women, Peace and Security (2000)
https://www.unwomen.org/en/docs/2000/10/un-security-council-resolution-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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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B (한반도)
국제 연대를 통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UN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2017)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tpnw/

2.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 Nuclear-Weapon-Free-Areas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wfz/
3.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https://www.icanw.org/
4. Korea Peace Appeal to End the Korean War
https://en.endthekoreanwar.net/home
5.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mofa.go.kr/eng/wpge/m_5477/contents.do

5. 유관기관 리스트
<국내 기관>
1.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2. SDSN-Korea https://www.unsdsn.org/south-korea
3.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http://www.ngokcoc.or.kr/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KNCU) https://www.unesco.or.kr/
5. 한국공공외교학회(KAPD) http://kapdnet.org/
6.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https://www.kaidec.kr/
7.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http://kasd2020.or.kr/
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https://www.ky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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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
1.

UNESCO Asia Pacific Center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ttp://www.unescoapceiu.org/en/index.php

2.

UN 2020 http://un2020.org/

3.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4SD) https://action4sd.org/

4.

Abolition 2000 Youth Network http://www.abolition2000.org/en/working-groups/abolition-2000youth-and-disarmament-working-group/

5.

Basel Peace Office https://www.baselpeaceoffice.org/

6.

CIVICUS –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https://www.civicus.org/

7.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 (CoNGO)
http://ngocongo.org/

8.

Friends for Leadership https://www.friendpartnership.com/

9.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https://gcap.global/

10.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https://gnwp.org/
11.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s IMCS Pax Romana https://www.imcs-miec.org/
12.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https://www.economicsandpeace.org/
13. JECI-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 https://iycs-jeci.org/
14.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http://www.pnnd.org/
15. Pax Christi International https://paxchristi.net/
16. Peace Boat https://peaceboat.org/english/
17.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Youth https://sdsnyo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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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YPC2021 사무국 PyeongChangYPC@gmail.com

2021 평창평화포럼 공식 SNS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2021 평창평화포럼 공식 SNS 팔로우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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