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일정 내용 비고

1 3월 30일
오리엔테이션 및 

제주문화배우기

2 5월 말 제주포럼 문화세션

3 10월 중 국제문화위크
추후 세부일정 공지

4 12월 평가워크숍

2019년 제주문화교류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제주 청소년들의 글로벌 문화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2019 제주문화교류사업(제2기 제주문화외교관)」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기 간: 2019년 3월 – 12월

2. 대상 및 규모: 도내거주 청소년(만16세~24세) 40명(고등학생20,대학생20) 

※ 고등학생은 홈스쿨링 등 포함.

3. 세부일정

   1) 제주문화클래스(국내, 연중 총 4회 예정)

     - 목적: 청소년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외 학생들과 교류 시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교류에 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내용: 지역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워크숍, 현장탐방,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

     - 일정(안)

   2)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국내·외)

     - 목적: 한중일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며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협업심 

양성

     - 내용: 한중일 청소년이 한 팀이 되어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션 수행, 

작품 발표, 문화체험 등의 활동 수행

     - 해외 문화교류 1회 파견

     - 장소 및 일정(안)



구분 장소 일정 내용 대상

1 중국 닝보 미정 닝보국제대학생축제 대학생 10명 내외

2 중국 닝보 08.08.(목)~08.11.(일)
한중일 고등학생 

아트프로젝트
고등학생 10명 내외

3 일본 나라 08.23.(금)~08.26.(월)
한중일 고등학생 

아트프로젝트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명 

내외

4 한국 제주 09.20.(금)~09.23.(월)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 선발된 청소년 40명 전원

     ※ 일정과 참여 범위는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가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19.2.25. - 3.8.(12일간) ※ 미달 시 학교 추천 

2. 신청자격: 도내거주 청소년으로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자

     - 도내거주 청소년(만16~24세)에 한하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지

원 가능함.

     - 고등학생 선발인원은 한 학교당 2명 이내로 제한함.

     - 선발 시 우대사항: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가능한 자, 문화예술분야 활동경력 등

3. 신청방법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www.cifaljeju.org)의 NOTICE-Upcoming events

에서 「2019 제주문화교류사업(제2기 제주문화외교관)」 게시글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동의서 제출 필수

     - 신청서 작성 후 2019년 2월25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이메일 접수 

(culture.jitc@gmail.com)

4. 선발결과: 2019년 3월 13일(수) 이메일 통보

□ 참여혜택 및 주의사항

1. 참여혜택

   1) 제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 및 제주 공공외교 리더로서 국제네트워크

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기회 제공

   2) 국제문화예술 교류행사 참여 시 경비(항공, 숙박, 식사) 전액 지원
     ※ 개인경비(개인용돈, 쇼핑, 간식 등)는 미지급.

   3) 출석률 및 보고서 작성 등이 우수한 자(2명)는 차기년도 사업 참여기회 부여



2. 주의사항

   1)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참가자 선발 취소

   2) 국외행사 참여기회는 국내행사 참석율 및 참여도에 의해 결정

   3) 행사 참여 후 활동보고서 필수 제출

     ※ 행사 종료 후 3주 이내 미제출시, 지원비의 30% 반환.

□ 기타 문의사항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tel.064)735-6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