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UAJ’s SDGs Youth Forum

Application Guidelines

Ⅰ. Background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Associations in Japan (NFUAJ)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unded in 1948 in order to promote UNESCO activities on a grass-root level in
Japan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i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Since
its foundation in 1948, the NFUAJ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mote UNESCO’s ideals among
the youth. Since 2015, the NFUAJ, CNFUCA (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 and KNFUCA (Korean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 have implemented the Youth Cultural Festival for 4 years. In this programme, the
participants discussed what they can do for the sustainable society and exchange idea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adopted by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held in September 2015. But the awareness of SDGs is low. Th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ill play a key role in making sustainable society in the future.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tudents from the different background to share their daily activities,
exchange thoughts and ideas, and learn together in order to build a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Therefore, NFUAJ is going to begin a new programme called “SDGs Youth Forum” for the youth
to make learning opportunity on and to promote of SDGs. At the end of March, 2019, we will
implement this programme on a small scale as a pilot event. From 2020, this programme will be
done on a larger scale.

Ⅱ. Objectives
This Forum is designed f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 to learn more about SDGs,
especially who are interested in urban community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dialogue in
the urban society.

The participants are requested to take a hint from the learnings and

findings during the programme, and to decide “Ou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ur SDGs)”
to solve the issues to be overcome in the participants’ community.

Furthermore, after

returning to the respective countries, the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implement the action plan
of “Our SDGs” which is to be made during the Forum.

The Forum consists of the keynote speech, workshop, filed visit and group discussion.

This

Forum provides the participants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the outline of SDGs.



Have a first-hand experience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dialogue
through the field visit. (The theme of the field visit are community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dialogue. Each participant will choose one of the two themes and join the
field work.)



Set “Ou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f each school and make an action plan to achieve
it.



Issu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oint Declaration on SDGs” as an outcome of the
Forum.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implement the action plan of “Our SDGs” after the Forum
ends.

(We are planning to share the progress report of the action plan among the

participants of three countries in the following year. Methods, for example paper-based or
through internet, shall be confirmed later.)

Ⅲ. Framework
Date

March 26, 2019 ~ March 29, 2019

Venue /

Arcadia Ichigaya (http://www.arcadia-jp.org/ ) Tokyo, JAPAN

Accommodation
Participants

・ 5 Senior High School Students each from China and Korea
*Preferably all the five students will attend from the same school.
*Grade 10 students (in the case of Korea, grade 11) at the time of the
Forum are desirable.
・ One Teacher from each country
・ 15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Japan (Any nationalities)
*In total, 25 students from three countries will participate.

Working

English

Language
Expense

The NFUAJ will cover the necessary expenses during the stay in Japan.
(ex. accommodation, meals, and domestic transportation, and field visit)
International travel expens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travel insurance
are kindly requested to cover by your side.

Organizer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Associations in Japan (NFUAJ)

Support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Japan / Jap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Asia-Pacific Cultural Center for UNESCO / United Nations
Information Centre(tbc)

Supporter

Society of Japanese Value Engineering/ THE SEIBU SHINKIN BANK

Ⅳ. Tentative Schedule
3/26

13:30-14:15

・ Opening ceremony

（Tue.）

14:15-16:15

・ Keynote speech “Global Issues and SDGs”

16:30-17:30

・ Self-introduction and Introducing local activities

19:00-20:30

・ Plenary workshop

3/27

9:00-15:30

・ Field visits
① Community Development / City Environment

（Wed.）

② Multicultural dialogue in the society
16:00-18:00

・ Share the finding from the field visits

19:00-20:30

・ Making action plans

3/28

9:00-15:30

・ Making action plans

（Thu.）

15:30-17:00

・ Presentation of the action plan from each school

17:00-18:00

・ Adoption of “Youth Joint Declaration on SDGs”

19:00-20:30

・ Exchange programme

3/29

9:00-11:00

（Fri.）

11:00-11:30

・ Wrap-up
・ Closing ceremony

Ⅴ. Visas and Insurance
The Participants should be in possession of a valid passport and travel documents.

Also the

participants are requested to obtain personal insurance prior to their departure.
(After the list of the participants is finalized, the NFUAJ will send your Federation all necessary
documents for the visa application if necessary.)

I. 배경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하 NFUAJ)은 1948년 유네스코 헌장(UNESCO CONSTITUTION)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일본에서 기초 수준의 유네스코 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비정부기
구 입니다. 1948년 설립 이래로, NFUAJ는 청소년들에게 유네스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NFUAJ,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KNFUCA: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 중국유네스코협회연맹(CNFUCA: 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과 함께 4년간 ‘유스문화축제’(the Youth Cultural Festival)를 시행해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심층적인 상호간의 이해를 위해
생각을 교류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5년 9월 UN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SDGs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고
등학생들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주역들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려면 각기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일상 속 활동을 공유하고, 생각과 견해를 교류하며, 함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NFUAJ는 청소년의 학습기회를 창출하고 SDGs를 알리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 유스포럼(SDGs
Youth Forum)”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말 경 우선 작은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더 커진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목적
본 프로그램은 SDGs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고등학생들, 특히 도시지역사회 개발과 도시사회에서 일어나
는 다문화적 논의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의 사회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Our SDGs)”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국 후, 참가자들이 포럼 중 작성할 “Our SDGs”의 시행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볼 것을 기대합니다.
포럼은 기조연설, 워크숍, 현장견학, 그룹 토의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아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SDGs의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합니다.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개발과 다문화적 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현장 견학의 주제는 지역사
회개발과 다문화적 논의입니다. 각 참가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주제를 택하여 현장에 참여합니다)
∙각 학교별 “Our SDGs”를 정하여 그에 따른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포럼의 결과물로써 “SDGs 고등학생 합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포럼 종료 후 “Our SDGs”의 시행 계획을 실행하도록 장려합니다. (다음 해에 세 국가의 참가자들 간 시행
계획에 대한 진행 보고 공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류 혹은 온라인 기반일지 공유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됩니다.)

III. 프로그램 구성
날짜

2019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9일
아카디아 이치가야 호텔(Arcadia Ichigaya Hotel) 도쿄, 일본

장소
http://www.arcadia-jp.org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생 각 5명
선호사항
- 고등학교 1~2학년
참가자

- 5명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각 국가별 교사 1명
∙일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15명(국적과 관계없음)
- 한중일 세 개 국가에서 총 25명의 학생 참가 예정

진행 언어

영어
NFUAJ에서 일본 체류 중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숙박, 식사, 일본 내에서의 교통

비용

편, 현장견학) 국제항공료 및 여행자보험은 불포함 사항으로 개인 발생 비용임을 양해 부
탁드립니다.

주최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NFUAJ)
일본 외무성, 일본 문부과학성, 유네스코일본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문화센터,

후원
UN정보센터
후원사

Society of Japanese Value Engineering, The Seibu Shinkin Bank

IV. 예상 일정
13:30-14:15

∙개회식

3/26

14:15-16:15

∙기조연설 “글로벌 이슈와 SDGs”

(화)

16:30-17:30

∙자기소개 및 지역 활동 소개하기

19:00-20:30

∙전체 워크숍

09:00-15:30

∙현장 견학
① 지역사회 개발 / 도시 환경

3/27
② 사회 속 다문화 논의
(수)
16:00-18:00

∙현장 견학에서 느낀 점 공유

19:00-20:30

∙시행 계획 세우기.

09:00-15:30

∙시행 계획 세우기

3/28

15:30-17:00

∙각 학교별 시행 계획 발표

(목)

17:00-18:00

∙SDGs 청소년 합동 선언 채택

19:00-20:30

∙교환 프로그램

3/29

09:00-11:00

∙마무리

(금)

11:00-11:30

∙폐회식

V. 비자 및 보험
참가자들은 유효한 여권과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필히 소지해야합니다. 또한 여행 국가로 떠나기 전 개인
적으로 보험에 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가자 확정 후, 필요시 NFUAJ에서 각 연맹에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