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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2015년까지 EFA를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6가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EFA의 6가지 과제
쪾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개선
쪾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 교육 달성
쪾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 증진
쪾성인 비문해율 50% 개선
쪾초·중등 교육 내 남녀 격차 해소(2005년까지) 및
교육 성평등 달성(2015년까지)
쪾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

“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

must be constructed.

–UNESCO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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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의 약칭입니다.
유엔 전문기구 중 하나로 제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 창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힘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은 국제사회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해 항구적인 평화를 건설할 기구로서
유네스코를 창설했습니다.
오늘날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의 문화 건설,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간 대화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 지역 사무소와 11개 산하 기관을 두고 195개 회원국과 8개 준회원,
그리고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란?

”
유네스코 헌장
.

What is UNESCO?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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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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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전례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 빈부 격차, 인권 침해 등으로
인류는‘고갈’과‘지속’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인류가 지구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을 변화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유네스코를 선도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와 워크숍, 관련 문서 및 교육 지침서 발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의 의미를 알리고 사회 전체에 정착시키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

유네스코는 자연과학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기초과학 및
과학교육 진흥, 지구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류,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 생태, 해양, 지구과학 등
주제별로 국제/정부간 과학프로그램(IS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
쪾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쪾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쪾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쪾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
쪾국제기초과학프로그램(I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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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과거의 흔적이자 역사의 산물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들은
자연적 요인 혹은 인간의 부주의로 많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자연과 인류 유산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정하고,
국제협약 제정, 국제회의 개최, 자료 발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1972년‘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2001년‘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2003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자산이자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인 유산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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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도덕, 종교, 언어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전 세계 다양한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유네스코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고,
민족 간 갈등 및 대립 극복을 위해 다원적 가치를 존중해 온 유네스코는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화·상업화·종속화에 대응하고자
문화다양성을 문화사업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2005년)’을 채택하는 등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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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윤리 원칙, 특히 생명윤리와 관련해
국제 기준 및 규범 제정, 전문가간·정부 간 대화 촉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가 마련한
‘인간 게놈과 인권 보편선언(1997년)’은
인간 복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인간 유전자 데이터 국제선언(2003년)’을 통해
인간 유전자 데이터의 수집·처리·보관·사용에 대한
윤리 원칙의 기틀을 세웠으며,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2005년)’을 채택해
생명윤리에 관한 보편 원칙을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1998년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를 창립,
전 세계 선진 연구자 및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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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을 낳는‘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자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IFA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IFAP 사업은‘정보 및 지식 접근성 증진’
저개발국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지원, 무료 소프트웨어 제공,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등 정보윤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유산 보존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â
유네스코는 청년을 지역과 국가를 넘어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인식하여 청년과 대화하고, 청년의 꿈과 희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삶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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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와 한국

● 한국의 유네스코 재정 기여
한국은 유네스코에서 13번째로 많은 정규예산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저개발국 교육발전 신탁기금,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신탁기금, 무형유산 신탁기금,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호 신탁기금 등을 유네스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지원으로 제정·시행되는 유네스코 국제상
쪾세종대왕 문해상 (1989년, 문해교육 분야)
쪾직지상 (2004년, 기록유산 분야)
●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쪾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및 불국사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종묘 (1995년)
창덕궁 (1997년)
수원 화성 (1997년)
경주 역사지구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조선왕릉 (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년)
쪾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쪾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 및 제례악 (2008년)
판소리 (2008년)
강릉단오제 (2008년)
영산재 (2009년)
남사당 (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2009년)
강강술래 (2009년)
처용무 (2009년)
가곡 (2010년)
매사냥 (2010년)
대목장 (2010년)
한산 모시짜기 (2011년)
택견 (2011년)
줄타기 (2011년)
아리랑 (2012년)
쪾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1997년)
조선왕조실록 (1997년)
승정원일기 (2001년)
직지심체요절 (2001년)
조선왕조의궤 (2007년)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년)
동의보감 (2009년)
일성록 (2011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년)
● 한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지질공원
쪾설악산 (1982년)
쪾제주도 (2010년)
쪾제주도 (2002년)
쪾신안 다도해 (2009년)
쪾광릉숲 (2010년)
쪾고창 (2013년)
●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쪾서울특별시 (유네스코디자인 창의도시, 2010년)
쪾경기도 이천시 (유네스코 민속공예 창의도시, 2010년)
쪾전북 전주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2012년)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우: 100-810) 쪾 Tel. 02-6958-4100 쪾 Fax. 02-6958-4250 쪾 E-mail. ybk@unesco.or.kr 쪾 www.unesco.or.kr 쪾트위터 twitter.com/unescokr쪾페이스북 facebook.com/unescokr

코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55번째 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불과 11일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과 마주하게 되었고
o
3년간 계속된 전쟁의 포화로 한반도에는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i
t
하지만
유네스코가 교과서 인쇄 공장 설립을 지원해 준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a
io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네스코는 한국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N
s
s
한국의
유력한
대외협력
창구가 되었습니다.
n
i
a
m
re
1954년 1월 30일 창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와 정부, 시민사회 간 가교 역할을
o
m
K
o
O
하고
있으며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의 국내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C
C
유네스코의
평화와 발전의 이념을 전파·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S
E
또한
유네스코
민간 활동 지원과 더불어 국제회의, 워크숍, 출판 활동 등을 통해 국내 학문과 문화 발전을
N
U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전통, 국내 학술 연구 성과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는
.

지구촌평화마을(GPV) 개원(경기도 이천)
지속가능발전교육(ESD)한국위원회 설치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 시작,
유네스코길(서울 명동길) 명예도로 지정
한국유네스코평화발전연구소(KUI) 개소
년
년
년
2012년
2008
2009
20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출범
세계유산(석굴암및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첫등재
세계기록유산(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첫 등재
‘평화의문화와비폭력을위한선언’100만인서명운동,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설립,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설립
2006년 북한에 교과서 윤전기 및 교과서 용지 지원
년
년
년
년
1989
1995
1997
200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유네스코협회, 유네스코학생회(KUSA) 출범
유네스코회관 준공(서울 명동)
유네스코청년원 준공(경기도 이천)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창립(10.28),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설악산) 첫 등재
한국, 유네스코집행이사회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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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년
1987년
한국, 유네스코 가입(6.14)
유네스코·유엔한국재건단(UNKRA),
한국에 교과서 인쇄공장 설립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1.30),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출범
한국,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설치(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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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헌장> 채택
유네스코 창설(11.16)
<유네스코 헌장> 발효(11.4)
제1차 유네스코 총회 개최(11.20)
초등교육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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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46년
1948년
1945

Milestones of UNESCO

세계저작권협약 채택
유네스코협동학교(ASPnet) 사업 시작
유네스코 본부 건물 개관(프랑스 파리)
누비아 유적 복원 착수
환경과 발전(지속가능발전) 정부간회의 조직

유네스코 발자취

1972
1978
1989
1990
1992

년
년
년
년
년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
인종과 인종 편견에 관한 선언 채택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제정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회의 개최(태국 좀티엔)
세계기록유산(MOW) 사업 시작

2000
2004
2005
2011

년
년
년
년

세계교육포럼 개최(세네갈 다카르)
유네스코 직지상 제정
문화다양성협약,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채택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채택,
제1회 유네스코 세계인문학포럼 개최(부산)

1

한국위원회 발자취

년월

2013

Milestones of KN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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