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세계시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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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부닥친 문제는 한 국
가, 한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계
시민의식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
니다. 자신의 이해, 가족의 이해, 국
가의 이해를 넘어 지구촌 모두가 함
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
대학생, 청년들을 키우는 일, 그리
고 이들에게 그러한 꿈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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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tural Organization)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를 심다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물리적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함을 깨닫고, 1945년 유네스코를 창설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는 현재 195개 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unesco.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전쟁의 참화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1954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국정교과서 인쇄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운크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한 이 인쇄공장 덕분에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설립된 이래
지난 60년 동안 펼쳐 온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사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교육 지원 및 차세대 세계시민 육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등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유네스코 지원으로 설립된
국정교과서 공장

www.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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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평화를 심다!
유네스코학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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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는
유네스코 이념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학교들의 모임입니다. 평화,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이러한
경험을 국내외 여러 학교들과 공유하는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1953년에 시
작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현재 9,900여 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습
니다. 한국에는 2015년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86개교, 고등학교 187개교, 특수학교 4개교 및 교육대학 등 406개교가 가
입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는 유엔의
우선과제,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 지속가능
발전교육 등 4가지 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연중
지역별, 학교별로 유네
스코 관련 활동을 전개
해 나갑니다.

asp.unesco.or.kr

/ ed@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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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란?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모여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
화, 경제정의 등 7가지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지만 큰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매년 전국의 초중고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 또
는 학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한
다음 학생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때로는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내 주변에
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일들을 실천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참가학
교들에게 소정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하며, 참가학교 학생들이 모여 서로 생
각을 나누고,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asp.unesco.or.kr

/ ed@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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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을 꿈꾸다
• 유네스코 키즈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 청년 해외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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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키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세계시민을 키우기 위
해 2013년부터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학년~6학년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
가 필요하면서도 잠재력 있는 어린이들을 30%이상 우선 선발하여 교육 기
회 균등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기업의 사
회 공헌 차원에서 2013년부터 꾸준히 본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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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키즈 교육과정
여름과정
세계시민캠프
(국내)

가을과정
자기주도학습

• 평화, 다문화, 국제기구 등 국제현안 공부
•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 등 체험학습
• 모의유네스코총회 개최 등 실습

• 세계시민캠프 활동우수자에게 해외현장학습
기회 제공 및 온라인 학습

(온라인)

• 주제: 평화/다문화/환경/국제기구

겨울과정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방문 및 간담회

해외현장학습
(해외)

• 프랑스 유네스코학교 방문 및 어린이 교류
• 프랑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답사

세계시민을 꿈꾸다 13

일정 안내
• 6월: 참가자 모집
• 7월: 합격자 발표
• 8월: 세계시민캠프(4박5일)
• 9월-12월: 온라인 학습
• 1월: 해외현장학습(7박8일)

www.unesco.or.kr/kids / kids@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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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세계 여
러 나라 청년들이 모여 평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활동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네스코한
국위원회는 1966년부터 워크캠프
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서 모인 청년들이 약 2주간 함께 생
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 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청년들에게 서로의 다양성을 이
해하고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세계시민교
육입니다.

일정 안내
• 5월: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6월: 사전워크숍
• 7월: 본 캠프
• 8월: 활동보고회

www.unesco.or.kr/workcamp / workcam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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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자원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국제워크캠프
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한국 청년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제워크캠프는 1차 대전 이후 청년들이 평화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

일정 안내

저개발국에 한국 청년들을 단체로
파견하여 현지 청년들과 함께 지역

• 참가자 모집 및 선발(연중)

발전을 위해 일하고, 세계시민으로

• 준비워크숍(연중)

서 연대의식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 활동 보고회(연중)

있습니다.

www.unesco.or.kr/workcamp / workcam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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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 유네스코학생회(K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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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청년은 유네스코 활동의 동반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평화,
인권, 환경,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사회 변화
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 대학(원)생 동아리·팀 (4인 이상 12인 이하) 약 20~30팀을 선발하여
100~120만원의 지원금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모여 서로 생각을 나누고 협
력할 수 있도록 워크숍,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동아리를 선발하여 따로 시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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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참가 소감: “볼런티어는 [

]다!”

볼런티어는

볼런티어는

볼런티어는

볼런티어는

[건강검진]이다!

[Genie]이다!

[동고동락]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내 안에 숨겨진

학생들의 활동과

팀원들이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

부분을 발견하는

꿈의 실현을 도와

으로 즐거움과

하면서 그와 함께

과정이었기

주는 “Genie

괴로움을 함께하면

나도 더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니)”다.

서 만들어간다.

때문이다.

일정 안내
• 4월: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5월: 사전워크숍
• 5-9월: 동아리 활동
• 6월: 중간 보고회
• 11월: 최종 보고회
• 12월: 시상식

youth@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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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대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니다. 기후변화 워크숍을 통해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 배우고 기후변
화 대응 기업·기관·마을 등 현장을 견학합니다. 무엇보다 팀별로 연구 활동
을 진행한 뒤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고서에는
정부와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보완점을 제시하거나, 창
의력을 발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나 방법을 제안합니다.
과학·공학 분야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경영·제도·윤리적 측면을, 인문사회과
학 분야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과학기술적 현실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양한 접근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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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안내
• 5월: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6월: 기후변화 워크숍
 후변화 대응 현장 견학(국내)
• 7월: 기
• 10월: 보고회/활동 우수자 시상식
• 11월: 활동우수자 인턴십

영어 알파벳 C 두 개가 겹쳐 있습니
다. 이는 영어 Climate Change의
머릿글자를 가리킵니다. 구멍에 끼
워진 열쇠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
후변화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열쇠
의 홈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
하면 알파벳 F가 됩니다. 프런티어
(Frontier)의 머릿글자입니다.

frontier@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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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은 4박 5일 동안 여러 나라 청년·대학생들
이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역사화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을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청년
들은 전쟁과 갈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편견이나 공포가 별로
없고 대상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상호이해의 가
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입니다.
역사 갈등은 각국의 정치가들이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은 정치적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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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 간
이해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청년들
의 마음에 단단히 아로새겨 역사화
해를 촉진하는 자리입니다.

일정 안내
• 6월: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7월: 참가자 워크숍
• 8월: 국제포럼(4박 5일)

history@unesco.or.kr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23

유네스코학생회(KUSA; 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5년 청소년문제
연구협의회 개최, 유네스코학생활동지도교수
협의회 결성, 유네스코 하계학교 개최 등 다양
한 청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
임은 1965년 13개 대학에서 유네스코학생회
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이
고 창조적인 이 젊음의 결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유네스코학생
회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www.unesco.or.kr/kusa

24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육으로 희망을 잇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교육으로 희망을 잇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25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전세계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
율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나
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브릿지 사업의 목표는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배우지 못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소득증대교육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 스스로 교육을 지속
하여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www.unesco.or.kr / bridge1@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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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파견한 활동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레소토, 르
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6개 국가에서 세 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듭니다. 브릿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은 시골 마을로 대부분 학교가 없거나 학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는 학생들
이 많습니다. 브릿지 활동가들은 마을 사람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을 가르칠 선생님을 마을에서 찾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양
성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학습센터에 오는 학생들에
게 필요한 교재와 학용품 등 “배움의 도구를 전달”합니다.

교육으로 희망을 잇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27

브릿지 사업의 특징은 유엔 체제 속에서 유일한 교육전담 기구인 유네스코의
전문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
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대외적으로는 브릿지 사업 수행을 위해 아프리카 현지의 유네
스코국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초문해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현지 협력단체
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기업 및 대국민으로부터 다각
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www.unesco.or.kr / bridge1@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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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인턴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턴십

당신이 유네스코입니다! 인턴십 29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인턴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청년들이 유네스코 활동 실무에 참여할 수 있
도록 2012년부터 유네스코 인턴 파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유네스코 본부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국가위원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확대할 계
획입니다. 파견 공지 및 세부사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www.
unesco.or.kr)을 통해 안내합니다.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인턴십 관련 제반 경비는 해당 학생이 부담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최종합격자가 소속 대학 또는 관련 기관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kwonsong@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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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턴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학생들이

일정 안내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고, 직장생활
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 제도를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페

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장기 인턴십(4

이 스 북 ( h t t p : // w w w .

개월)과 방학중 단기 인턴십(2개월)

facebook.com/unesco kr)

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

또는 트위터(http:// www.

년 프로그램 우수 참가자에게도 인턴

twitter.com/unescokr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하면 실시간으로 인
턴십 모집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 직접 몸으로 배우는 기회였다”
- 이선경 숙명여대 4학년(2013년 참가자)

당신이 유네스코입니다! 인턴십 31

월 2만원, 아프리카 어린이 6명의

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화 : 1800-9971 / peace.unesco.or.kr / peac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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