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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1’ 개최

이 밖에 6개의 전문 세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SDGs의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 국제협력과 고등교육 등의 문제, SDGs의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로나19 이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연세대는 공존과 헌신(Engagement), 창의와 혁신(Innovation), 도전과 선도(Excellence)
의 핵심 가치 아래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 양성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와 협력방안 논의 -

강화를 위해 전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반기문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특별대담-

은 반기문 명예원장을 중심으로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보편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2월 4일과 5일 양일간 제3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GEEF)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제3회 GEEF는 ‘3Ps Beyond Security :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 (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전 지구적 위
기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기존의 일부 선진국 중심 국제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
며,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
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변화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축사와 아미나 J.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 누르술탄 나
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김용 제12대 세계은
행 총재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
중립을 향하여’라는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마가렛 찬 제7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
총장을 비롯해 제프리 D. 삭스 콜럼비아대학교 교수, 패트릭 V. 베르쿠이젠 기후변화적
응글로벌위원회(GCA) CEO, 양수길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대표 등 각
계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들이 연사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코로나19와 기후
변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의지, 그리고 공동의 자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한 무너져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협
력의 가치를 논의한다.
또한, 특별 대담을 통해 유엔난민기구 특사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반기문 연세
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소외된
전 세계의 아동과 여성, 난민을 위한 범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전을 위한 도전적 연구와 지식 추구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
한 전 세계적 인식을 높이고자 매년 2월 국제적인 규모의 GEEF를 개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세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유일
한 글로벌 랭킹인 Times Higher Education(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2020년 국
내 1위, 세계 47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제1회 GEEF와 2019년 제2회 GEEF에서는 각각 ‘Putting People and
Planet at the Center’와 ‘A Call to Action : Empower People, Share Prosperity’를 주
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UN이 제시한 SDGs 17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 2020년 2월에는 남미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K-방역과 연세대 의료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미니 온라인 포럼 ‘E-GEEF 시리즈’
를 개최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공존과 헌신(Engagement)의 핵심 가치와 전교 구성원들의 역
량과 자원, 그리고 의료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한국을 대표해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공헌을 다할 것”이라고 전
했다.
반기문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제3회
GEEF를 통해 코로나19로 나타난 다양한 국제사회의 위기와 협력관계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장하며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제공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오스트리아 반기
문세계시민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포스코가 공식 후원한다. 공식 진행언어는 영어
이지만 본회의는 우리말로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1. GEEF 2021 소개 자료 1부(보도자료 내).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EEF) 2021
February 4-5, 2021 (Yonsei University, Seoul)
3Ps(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 Beyond Security

INTRODUCTION
The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EEF),
taking place at Yonsei University and co-hosted by the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IGEE) of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Global Citizens (BKMC)
in Vienna, and the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is an annual international
forum where all stakeholders convene to collaborate towards accomplishing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signature annul event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IGEE)
at Yonsei University, GEEF is the cornerstone for fulfilling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organization. The first GEEF took place in February 2018 and focused on the theme,
“Putting People and Planet at the Center.” GEEF 2019’s theme was, “A Call to Action:
Empower People, Share Prosperity.” GEEF 2021 will be the third Forum of its kind and will
take place on February 4-5, 2021.
 GEEF 2021 will be a two-day event featuring plenary sessions, featured sessions on the on-line

conference.
 The Forum will take place at Yonsei University campus in Seoul, Korea. But according to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in Republic of Korea, We will restrict on-sit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LINE-UP of KEY SPEAKERS
 Ban Ki-moon, 8th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Honorary Chair of IGEE
 Angelina Jolie, UNHCR Special Envoy
 Amina J. Mohammed,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ursultan Nazarbayev, the 1st President, Republic of Kazakhstan
 Iván Duque Márquez, the 60th President, Republic of Colombia
 Jim Yong Kim, Vice-Chairman of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 12th President of the

World Bank

REGISTRATION: https://www.geef-sd.or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