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 참가자� 모집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19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9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은 문화예술분야의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자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직접 아이템을 

발굴하게 됩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제주의 청년분들과 작가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Global Youth Culture Forum) 

❍ 사업기간 : 2019.9월-10월 / 포럼기간: 2019.10.19일 – 26일 (8일간)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 주 제 : Having Fun, 문화와 예술을 통한 현대의 레저

❍ 형 식 : 디자인, 건축, 역사, 문학 등 다학제적 접근 방식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현대인의 새로운 여가 방식을 발굴하고자 함. 참가자는 멘토 및 

참가자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포럼기간 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 가 자 : 국내외 멘토 5명, 국내외 청년 30명 (국내 12명, 해외 18명)

❍ 선발인원 : 국내 참가자 10명, 해외 15명

- 2018년 참가자 중 국내2명, 해외 3명 참가예정

2. 참가자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9년 9월 6일 (금) 까지->(변경) 2019년 9월 19일 (목) 까지

❍ 신청자격 : 대학교 4학년 이상 또는 졸업 및 문화예술분야 3년 이하 경력자로, 

문화예술분야와 국제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어로 소통이 능통한 

청년

❍ 구비서류 : 게시글 내 첨부된 국/영문 참가신청서와 영문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1) GYCF 2019 참가신청서 (국영문, 각 항목 최대 500단어, 1 페이지 이내) 

2) 포트폴리오 :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이미지/ 인터넷 링크(영상 또는 

기타 시각자료) 등 (영문, 최대 5페이지 이내)

❍ 신청방법 : 

1) 2019년 9월 19일 (목)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구비서류 첨부 필수 (culture.jitc@gmail.com)



2) 이메일 제목은 “2019 글로벌청년문화포럼 참가지원서_지원자이름” 으로 작성하여 송부 

❍ 선발기한

기관관계자, 지역 전문가 및 국내외 멘토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통해 선발완료 후 2019년 

9월 23일 (월) 까지 결과 개인통보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김수진 연수기획관 Tel)064-735-6586 / culture.jitc@gmail.com

3. 참여혜택

❍ 국제문화프로젝트 참여 및 문화예술분야 국제사회 네트워크 형성

❍ 각 프로젝트에 공동 수행자로 명단에 포함, 프로젝트 결과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UCLG 홈페이지에서 홍보

❍ 아이디어 채택 시, 프로젝트 실제 이행 가능

❍ 포럼기간 숙식 지원

❍ UNITAR (UN교육센터)에서 프로젝트 참여 증서 수여 

  

4. 기대효과

❍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존의 형식적인 포럼을 뛰어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2018년 글로벌청년문화포럼에 

이어 그 입지를 굳건히 하여 국제문화플랫폼 역할 가능

❍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국제 업무에 대한 경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