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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청소년 행복한 에너지 미래를 꿈꾸다

□ 개요

ㅇ 기관명 : ACE(아세안에너지센터)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에너지 활동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ASEAN 지역의 경제 성장
및 통합을 위한 ASEAN 산하 에너지 담당 기구

ㅇ 주 소 : ASEAN Center for Energy Building, 6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02, Kav. 07-08, Kuningan, Jakarta 12950

ㅇ 인원현황 : 아세안10개국 고등학생/대학생 200여명

ㅇ 일  시 : 2020. 9. ~ 2020. 11. (공모전 시상식 : ’20.11.19(목))

ㅇ 내  용 : 아세안10개국 청년(고등/대학생) 대상 에너지 공모전 추진

ㅇ 참석자 : (한국) 글로벌사업실 및 캐리보드 등 공단 임직원 22명

            (ACE) Dr. Nuki Agya Utama 이사 등 3명

            (SEAMEO) Ethel Agnes Pascua-Valenzuela 실장 등 3명

            (ASEAN) 공모전 참여자 200여명

ㅇ 작성자 : 글로벌사업실 김재홍 주임

□ 내용

ㅇ ASEAN(Assoic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연

합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지역경제 및 사회적 기반확립을 목적으

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

트남, 라오스, 미얀마 및 캄보디아 총 1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

가연합이자 국제기구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및 인구증가의 결과로 에

너지 수요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습니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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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에너지 수요 충당을 위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효율적 에너지자원 활용, 에너지 수용 충당 및 에

너지 안보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

제기구 ACE(ASEAN Center for Energy)와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공단은 개도국의 공무원 역량강화와 

정책컨설팅을 시행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ACE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깨

닫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할 추가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던 중, ASEAN에서 10개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

하는 “ASEAN Energy Awards”라는 공모/시상식을 떠올리게 되

었습니다. 아세안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에

너지 분야에 대한 공모전을 열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그 공모전의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ACE, SEAMEO(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와 공동으로 제1회 ASEAN 

Energy Youth Award 공모전과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포스터 분야 수상 작품

이번 공모전에는 공모기간 2달 동안 ASEAN 10개국에서 총 200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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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Energy Business Forum(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주제는 �건물 및 녹색 건물 에너지효율와 

에너지관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ƒ 개인의 에너지관리 

방법에 대해이며, 대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카테고리(동

영상/포스터/에세이) 부문에 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의 캐리

보드와 글로벌사업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총 21 작품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 청년들의 공모 작품들을 평가하

면서, 개도국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 감동을 받았

습니다.

제1회 ASEAN Energy Youth Award 시상

시상식에 참여한 SEAMEO 사무국 이사 Dr. Ethel Agnes 

Pascua-Valenzuela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역할이 자

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

며, 이를 통해 이들의 지식과 친환경적인 활동이 그들의 삶에 전

파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하였습니다. 공단의 대표

로 참석한 글로벌사업실 양정훈 팀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아세

안의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아세안 지역 에너지 전환의 희망

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사용량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많은 국

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를 찾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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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제1회 ASEAN Energy Youth Award 통해, 많은 사람들

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회 공모전을 계기로 지속적인 공모전과 시상식을 통해, 환

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

한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청년들

의 이러한 활동을 동기부여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함께 기

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

니다.

 

- 에필로그 : 글로벌사업실 국제기구 ACE협력사업 담당 :

052-920-0604

ASEAN Center for Energy(ACE) : http://www.aseanenergy.org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우리의 해외 여행지로 생각

되는 동남아시아의 개도국에는 에너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며, 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진

했던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일

어나면 좋겠습니다.

http://www.aseanenerg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