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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2014년 한 해는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교과서 인쇄공장을 지
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유네스코처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웃들이 배움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하고 문해교육과 교사양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세계시민,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남북한 간 협력의 물꼬가 트이면,
현재는 중단된 교과서 인쇄기와 용지 지원도 재개할 것입니
다. 또한, 국민께 드린 약속이 건강한 싹을 틔우고 단단한 뿌
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후원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희망이라는 뜻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후원 기업,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초등
학생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저개발국을 교육으로 지원하
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며 한반도와 동
아시아 평화를 위한 화해의 장을 넓혀나가는 데에 적극적으
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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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새로운 60년을 여는 첫걸음

비전 선포 및 3대 중점 과제 추진

저개발국 교육지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

차세대 글로벌

한반도와 동아시아

인재 육성

평화 기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고,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개발국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일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받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에서
비전 선포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은 도움을 지구촌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우리의 미래세대와 주변국에게 평화의 방벽을 세워주는 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만
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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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더 큰 나눔

후원모금 시작

후원금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더 큰 나눔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60년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모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동
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펼쳐왔던 지구촌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
네스코는 빵과 약이 아닌 교과서로 대한민국을 도왔고,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교육을 통한 나눔을 실천
할 때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정기후원을 신청하는 유네스코키즈 참가자 보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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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유네스코회관 명소화
열린 전시공간

명동
유네스코회관

옥상생태공원
‘작은누리’'

배롱나무
기부카페

하늘 양봉장

서울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회관은 국민의 소중한 성원에 힘입어 1967년에 건립되었고, 1990년대 초까지 국제사회로 통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회관을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옥상 생태공원인 ‘작은누리’를 지난 2014년 6월 24일에 전면 개방했고, 옥상에서는 도시 양봉
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래된 기계실을 철거하여 오픈한 12층 ‘배롱나무카페’(기부카페)에서는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최고
유네스코회관 옥상생태공원 ‘작은누리’ 시민개방행사

급 커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페 수익금은 지구촌 교육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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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돔보샤와 지역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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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 하 떼꼬에서는 유아교육, 성인문해교실과 소득증대 기술교육을 실행할 지역학습센
터를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였습니다. 하 무추에서는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인근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급식시설과 유치원
건축을 진행 중이며, 급식소는 201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물과 수도시설도 함께 구축,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음식 공급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디피링에서는 소득증대 사업

르완다

의 일환으로 재봉교실을 약 2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말라위

잠비아

사업지역

하 떼꼬, 하 무추, 디피링

사업내용

지역학습센터 | 지역학습센터 보수 및 증축 2곳, 신축 1곳,
지역학습센터 | 급식소 및 유치원 신축
문해교육 | 유아교실, 성인문해교실, 문해교실 수요조사

짐바브웨

교재보급 | 현지어, 위생 교육 교재, 미술・음악・체육 교구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득증대교육 | 재봉교실
레소토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나라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샹구베에서는 지역학습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책장,
책상, 의자 등 시설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청년 약 20여 명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책상

기타 | 협력기관(교육부, 국가위원회, 지역주민) 워크숍
수혜자

128명(아동 20명, 성인 90명, 강사 18명)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 CLC) | 학교 등 공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설립되어 성인문
해교실, 유아 교육, 방과 후 교실, 소득증대 교실이 열리는 교육장소입니다. 도서실, 주민 자치회의장
등 주민들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 의자를 만들며 목공예 기술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약 100여 명의 문해교육 학
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에는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제
빵 및 판매 교육을 열어 소득증대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아동 대상 문해 강사를 포함한 70여 명에게 아동 모어 교육 교재와 교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지역

소샹구베

사업내용

지역학습센터 | 지역학습센터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
문해교육 | 아동 모어 교실
교재보급 | 아동 모어 교육 교재와 교구 보급
소득증대교육 | 제과제빵 교실

수혜자

177명(아동 151명, 성인 20명, 강사 6명)

현지협력기관

Project Literacy(현지 성인문해교육 NGO)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샹구베 아동 모어 교실

레소토 하 떼꼬 지역학습센터 건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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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 르완다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현지 협력단체의 MOU 체결이 늦어진 관계로

말라위 | 리쿠니에서는 성인문해 교실과 기술교육을 위한 지역학습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했지만, 르완다 정부가 운영하는 문해교실 20곳의 수업에 참

나피니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과 성인 문해교실 참가자를 위한 교재와 칠판, 연습장 및 연필

관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등 사전 조사 작업을 펼쳤습니다.

등의 교구 보급이 진행되었으며, 방과 후 초등학생 200여 명에게는 약 720권의 교재를, 성인
문해교실 참가자 25명에게는 약 30권의 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지역

키라무루지

사업내용

사전조사 | 문해교실 교사 및 학생 인터뷰(성인 200명)

현지협력기관

(현지 성인문해교육 NGO)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사업지역

리쿠니, 나피니

사업내용

지역학습센터 | 신축 1곳, 증축 1곳
교재보급 | 성인문해교재 30권, 초등학교 1~8학년 교과서 720권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강사 급여 지원
소득증대교육 | 텃밭가꾸기, 재봉교실

수혜자

670명(아동 540명, 성인 108명, 강사 22명)

현지협력기관

지역주민위원회

말라위 지역학습센터 성인문해교실

잠비아 | 기존에 문해교실과 재봉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시코 지역학습센터에는 화장실
과 수도시설을 건축해, 불편함을 겪었던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치시코 등 인근 7개 마을 지역학습센터의 문해강사 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문해강사들
은 2014년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전기공급을 요청, 소
득창출을 위한 땅콩 잼 생산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
습니다.

사업지역

치시코, 네가네가

사업내용

지역학습센터 | 증축 1곳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수혜자

259명(아동 60명, 성인 179명, 강사 20명)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People’s Action Forum(현지 성인문해교육 및 지역개발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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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마부쿠에서는 교실 2칸과 사무실을 마련하는 지역학습센터 증축공사가 이루어졌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률은 향상되었고, 교구 및 기자재를 보관하는 독립된 사무실이 마련

네팔 | 네팔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Sustainable Village)건설’을 목표로 스와왈람반 등 11개 지역학

되었습니다. 돔보샤와와 빈두라에는 영어, 산수, 현지어 교재 및 학용품과 칠판 등 교구가 보

습센터에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문해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을

급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기농 재배 교육 등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지역학습
센터 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3회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

사업지역

마부쿠, 돔보샤와, 빈두라

사업내용

지역학습센터 | 지역학습센터 보수2곳, 증축 3곳

께 KB 금융지주 후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교육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하였습니다. 모랑, 당
쿠타, 자파 등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교재보급 | 영어, 산수, 현지어 교재 및 학용품 등 교구

을 하고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3회, 강사 급여 지원
소득증대교육 | 세제 제작 및 판매, 양계
수혜자

1,317명(아동 710명, 성인 595명, 강사 12명)

현지협력기관

ALOZ(Adult Literacy Organization of Zimbabwe | 짐바브웨 유일의 성인문해기관)

사업명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역학습센터 역량강화 사업

사업지역

일람, 모랑, 마하토리, 칫타완, 카트만두, 라시와, 카필바스투, 고카, 당, 칼일랄리

사업내용

문해교육 | 기초문해교실
생활기술교육 | 환경, 기후변화 대응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소득증대교육 | 유기농 작물 재배 교육

짐바브웨 돔보샤와 지역 아이들

수혜자

473명(주민 440명,

강사 33명)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네팔위원회, 네팔 비형식교육센터

사업명

양질의 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보호 촉진 등

사업지역

모랑, 당쿠타, 자파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 홍수와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대응 활동 | 가두행진 실시, 산림조성, 유기농 작물 재배, 폐기물 관리

네팔 시카르푸르 지역학습센터

수혜자

2,362명(학생, 주변 유네스코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네팔위원회

베트남 랑손 지역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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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랑손, 응에안, 안지엥 등 베트남에서 가장 낙후된 3개 지역 45개 지역학습센터에서

스리랑카 | 스리랑카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열린

문해교육을 위한 교수과정과 교수법 및 베트남어, 산수, 생활기술 등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텔룸부야야 등 20개 지역학습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개 센터 내

특히 현지 문화와 배경을 반영하여 기초문해교육, 보건위생교육, 생활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강

150명의 정신지체 아동 및 교화시설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문해교육의 결과, 대부분의

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신문기사를 읽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통장을 개설하는 등 공공 서비
스를 이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반의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게

사업명

지역학습센터 지원사업

사업지역

랑손, 응에안, 안지엥

사업내용

강사양성 |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의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벌목 증가현상에 주목하여 주변 유
네스코학교와 함께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홍보
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벌목현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사례를 교육하고 학생

교재개발 | 교육과정과 교수법 및 교재(6종) 개발
수혜자

530명(주민 440명, 강사 90명)

현지협력기관

베트남 교육연수부 계속교육국

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환경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명

열린학교(Open School) 사업

사업지역

푸탈람, 자프나, 마탈레, 하푸탈레, 탄갈레

사업내용

문해교육 | 기초문해교실
강사양성 | 열린학교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나라

수혜자

1,487명(정신지체아동 70명, 교화시설 재소자 80명, 학교중퇴자 1,262명, 강사 75명)

현지협력기관

스리랑카 국립교육연구소

사업명

생태관광과 산림보호

사업지역

콜롬보시 보렐라구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 교육, 환경 관련 워크숍 실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 나무심기,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네팔

기후변화 포스터 제작 및 캠페인 전개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학생, 주변 유네스코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수혜자

1,000명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스리랑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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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인도에서는 소외지역 내 30개 마을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들을 위해 기능문해교육

필리핀 | 필리핀 평균 문해율은 95.4%로 매우 높지만, 소수 민족과 이슬람교도들이 거주하

과 생활기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10개 지역학습센터에서 약 6개월

는 다바오 지역 내 5개 마을에는 교육의 혜택이 미치기 어려워 이들의 문해율은 낮은 편입니

간의 문해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여성 학습자는 본인의 이름과 간단한 문장을 쓸 줄 알

다. 이에 소수 민족과 이슬람교도들 및 학업이 중단된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보건

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 이상은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생교육, 농업교육 및 식품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위해 17명의 문
해강사와 마을 부족장이 참여한 가운데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교육과정에

사업명

소외지역 여성리더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증진 사업

사업지역

바라나시(30개 마을)

사업내용

문해교육 | 성인여성 문해교실 운영, 여아 교육의 날 기념 캠페인
생활기술교육 | 개인위생, 커뮤니케이션 방법, 여성인권 등
강사양성 |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수혜자

384명(주민 374명, 강사 10명)

현지협력기관

사바기교육센터

맞춰 교재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명

필리핀 저개발지역 여성 문해교육 사업

사업지역

다바오(5개 마을)

사업내용

문해교육 | 문해교실, ‘EFA의 날’ ‘문해교육의 날’ 캠페인
생활기술교육 | 보건위생, 식품영양
강사양성 | 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교재개발 | 교재2종

파키스탄 | 파키스탄의 사업지역인 라호르와 히피자바드의 여성 문해율은 각각 34%와 24%

수혜자

225명(주민 220명, 강사 5명)

현지협력기관

노틀담 재단

로 매우 낮습니다. 이 지역에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4개 지역학습센
터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한 결과, 여성들의 문해율은 약 4%포인트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해
강사 양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메시지를 활용하
여 실시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문해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명

소외지역 기초문해 및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여성 권한 강화 사업

사업지역

라호르, 히피자바드(13개 마을)

사업내용

문해교육 | 여성문해교실, 유아교실
생활기술교육 | 금융문해교실
소득증대교육 | 재봉교실
강사양성 | 문해강사 양성 워크숍

수혜자

624명(주민 576명, 강사 48명)

현지협력기관

분야드 지역문해협의회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학습센터에서 공부 중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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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제2의 도시 루앙프라방은 무분별한 폐자원 소각으로 인한 공

태국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자원이용은 태국 내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한편 기후

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KB 금융지주와 함께

변화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생산 피해로 고스란히 농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관리,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학

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역

생, 지역주민, 청소년센터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담당자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전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태국 농촌의 지속가능

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루앙프라방에서 폐품을 재활용한 공예품을 제작하였으며, 사

한 발전 모델을 기획하여 토질개선, 화학비료 사용 자제 운동, 친환경 나염활동 등을 수행했습

업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 폐품수거, 텃밭구축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

니다.

다.
사업명

농촌지역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사업명

플랜테이션 환경 개선 등

사업지역

1개 지역

사업지역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교육,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 공기오염 및 재생가능 에너지원 활용 교육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교육

기후변화대응 활동 | 폐품 재활용한 공예품 제작, 주변지역 청소,

기후변화대응 활동 | 자연자원 보호, 토질개선, 화학비료사용 자제,

기후변화대응 활동 | 폐품 수거, 학교 텃밭 구축

기후변화대응 활동 | 친환경 나염활동 도입

(학생, 주변 유네스코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수혜자

1,225명

수혜자

2,000명(학생, 마을 주민 등)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라오스위원회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태국위원회

기후변화교육 중인 라오스 파사타파타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의 마니크간지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 및 확산하고자 현지 지역주민 출신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고등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을 통
해서 지역시민사회단체 프레로나와 지니 데비 아가르왈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일반
역량개발 모듈’ 이라는 기후변화 대응교육 교과과정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였고, 기후변화 교
육을 정규과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기반 교육

사업지역

마니크간지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 대응교육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워크숍 실시

수혜자

1,000명(학생, 주변 유네스코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현지협력기관

유네스코방글라데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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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3년부터 열정과 재기 넘치는 국내 대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독창적

유네스코키즈 프로그램

인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볼런티어 팀들은 평화, 인권, 환경, 생태, 문화, 유산

2월에는 유네스코키즈 1기 중 최종 선발된 32명의 어린이들이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파리

등을 주제로 각종 캠페인, 환경운동, 어린이교실, 영상작업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유네스코 본부, OECD, 현지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유네스코학교를 탐방하여 국제기구의

2014년도에는 전국 대학 25개팀 약 30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5개월 간 다양한 주제로 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리더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일정상 현지에서 불가능했던 이리

을 벌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재능과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대상팀은 전북

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해외현장학습을 떠나기 전인 2월 3일에 유네스코

대와 원광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D.C.T(Dreams Come True)팀으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한국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7월에는 유네스코키즈 2기를 선발하였는데, 총 710개 학교,

볼 수 있는 ‘꿈나무 문화축제’를 진행하여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819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이 중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된 세계시민캠프(여름캠프)에 참가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빈곤, 기후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화 등 전 지구적인 이슈를 학습하고 모의유네스코총회를 통해 깊이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전국 유네스코학교(ASPnet) 학생들이 학교 및

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2014년도 레인보우 프로젝트에는 전국 93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

유네스코키즈 프로그램 |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평화와 발전을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아자동차와 함께 2013년부터 시행하

여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등 7가지 주제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 학생들은 다문화 바로알기 캠페인, 학

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30% 이상 선발하는 등 잠재력 있는 어린이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교 텃밭 가꾸기, 친환경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활동들을 직접 계획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팀 D.C.T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유네스코키즈 참가자들의 만남

유네스코키즈 2기 세계시민캠프 중 모의 유네스코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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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

유네스코학교 가입학교 지역별 현황

“평화를 품은 학교, 세계로 열린 교실”을 모토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서울특별시

5

9

12

1

27

인천광역시

1

5

1

7

강원도

9

1

4

14

걸쳐 광역시도별로 개최된 지역협의회에서는 국내 유네스코학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17

11

29

57

유네스코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한국에서 교육청 담당

충청북도

4

5

10

19

자 3명을 포함한 교원 10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네팔의 현지 유네스코학교 7개교, 유네스코

세종특별자치시

1

1

3

5

1

8

9

코 이념을 앞장서 실천하는 전세계 약 1만여 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학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65개 학교가 신규 가입하여, 현재 총 25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국의 유네스코학교는 유엔의 우선과제,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주
제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총회와 연 중 1년에

브릿지 프로젝트 현장, 세종학당을 방문하는 국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2014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총회(서울신용산초등학교)

대전광역시

3

합계

1

8

1

3

충청남도

4

광주광역시

1

1

전라북도

1

1

9

11

전라남도

5

3

8

16

대구광역시

2

5

7

경상북도

7

1

10

울산광역시

5

1

2

8

경상남도

7

2

6

15

부산광역시

1

3

8

12

제주도

1

7

5

13

해외

1

계

72

※특수학교 1개교 포함

19

1
47

127

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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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01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교육부와 일본 문

제3회 유네스코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부과학성 후원으로 진행되는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1,669명의 한국인 교직

2014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동아시

원과 442명의 일본인 교직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1월 100명의 한국 선생님

아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에서는 16개국 청년 대학생 51명이 모여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전

들은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 유네스코학교를 비롯한 20여 개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고 지

환: 갈등의 역사를 넘어 공동의 역사로”를 주제로 강의, 현장학습, 토론 등을 진행, 역사화해

역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에는 6박 7일의 일정으로 50명의 일본 선

의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갈등을 부각하기보다는

생님들이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의 교육청, 유네스코학교와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

각국 역사 서술에서 자국 중심주의적 경향을 짚어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남북

현안을 이해하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단의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DMZ,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도라산 전망대 등을 방문하였
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가 간 역사 갈등을 부채질하는 과도한 민족주의 중심의 ‘갈등의 역
사’에서 동아시아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공동의 역사’로 역사 인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
서 이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포럼 참가자 현황(영어 알파벳 순)
캄보디아/1명, 캐나다/1명, 중국/6명, 인도/1명, 인도네시아/2명, 아일랜드/1명, 일본/8명,
키르기스스탄/1명, 몽골/2명, 모로코/1명, 슬로바키아/1명, 한국/20명, 대만/2명, 태국/2명,
미국/1명, 우즈베키스탄/1명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는 참가자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방문한 참가자들

일본 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중 강원도 춘천 대룡중학교 방문 모습

32

20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례보고서

33

2014년,
우리가 펼친 일들
주요사업

제1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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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자원활동
전 세계 70개국에서 열리는 해외워크캠프 중 12개국 45곳에 1월부터 8월에 걸쳐 우리나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청년 약 90여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협력하여 40명의 대학생들을 그리스, 독일,

전 세계 17개국에서 모인 73명의 청년들이 2014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여 7월 중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 워크캠프에 파견하였고,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2주간 지역사회 발전, 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 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

아시아 저개발국에도 경희대 학생 50여 명을 파견하여 빈곤지역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교실

였습니다. 제주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서귀포 쇠소깍 일대에 직접 제작한 친

운영, 자연보호 활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활동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학생

환경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환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남 무안워크캠프 참가자들은 유네스

회(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KUSA) 소속 전국 대학생 10여 명을 베트남에서 개최된 워크캠프에

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들어있는 무안생태갯벌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원도 인제워

파견하였습니다.

크캠프 참가자들은 농업 활동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기여했
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정선워크캠프의 참가자들은 정선아리랑 전승 및 홍보 활동을
펼쳐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제주워크캠프 환경 캠페인

지역

주제

참가인원

기간

협력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

19명

2014년 7월 8일~21일

서귀포 YMCA
제주특별자치도청(후원)

정선

아리랑 무형유산 보존 및 전승

21명

2014년 7월 15일~28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무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

18명

2014년 7월 15일~28일

생태지평

인제

DMZ 보존 및 활용

15명

2014년 7월 15일~28일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기아자동차 글로벌 워크캠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 1966년부터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Work Camp, IWC)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청년들의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세계 여러 나라 청년
들이 모여 환경 보전,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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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과학

속가능발전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도모

제1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사업

했습니다. 또한 총 10건의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가 유네스코한국위원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손 잡고 대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

(Decade of Education for

회 사무총장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우기 위해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23개 대학, 44명

의 종료를 기념하여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

의 학생들이 11개의 팀을 이루어 참가하였습니다. 5월에 발대식과 함께 열린 기후변화 워크

에서 DESD 한마당을 개최하고,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라는 연구를 진행하

숍에서 기후변화와 산업에 대해 7개의 강의를 듣고 조별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

는 등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니다. 7월과 8월에는 발전소, 산업단지, 제주도를 견학・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활동 현황과

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2일 일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에 참가해,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참가자들은 전기차 도입을 통한 온실

DESD의 후속조치인 국제실천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GAP)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가스 배출 저감 방안 등 10개의 기후변화대응 아이디어를 정부와 산업계에 제시했습니다.

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최우수팀(지구인) | 지구인 팀은 중앙대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
공지식을 통해 프런티어 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회에서 택배업체에 전기차 도입 연구를

2014년 인증 공식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기관

내용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생태환경 및 친환경에너지 학습실시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우리 동네 그린맵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마을공동체 운영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지도로 제작

부산 녹색살림 주부9단

부산환경교육센터

주부 대상 환경 교육

지리산국립공원 시민대학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교육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낙후된 도서지역 청소년 대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정규교과)

시화호환경교육

풀뿌리환경센터

시화지역 생태교육

광덕산환경프로젝트

광덕산환경교육센터

학생 대상 광덕산 일대 환경교육

안산 지속가능건축문화제

안산시 건축사회

지속가능한 건축 비전 제시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글로컬그린아카데미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이브릿지

글로벌과 로컬 차원의 대안적
문제해결 과정 교육

제주지역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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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 국제개발협력 국제포럼’ 개최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수

‘201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지역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

혜국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2014년에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유네스코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국

세계기록유산 아시아지역 등재훈련 워크숍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프가

내에서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종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등 아시아 지

공동주최로 국내외 문화 및 국제개발전문가, 국내 관련 부처•기관•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역 8개국의 국립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유네스

문화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관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진행해온 본 워

장을 마련했습니다. 본 포럼에는 150여 명의 일반인들도 참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뜨거운

크숍을 통해 보완된 신청서 가운데 5건은 실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맺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은바 있어, 성공적인 문화 OD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아트 대표 작가들의 특별전 ‘유산, 빛을 만나다’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4년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 한국 미디어아트 분야의 역량을 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시

외에 홍보하고자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14인(이이남 작가 외 13인)의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유산, 빛

작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등재에도 존재하는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을 만나다’라는 주제 하에 제작한 작품 28점을 선정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

는 2009년부터 매년 문화재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지 개발도상국의 기록유

네스코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기쇼

산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오 세계유산센터 사무소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고위급 인사들과 각국의 유네스코 대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전시는 이후 파리 한국 문화원에서도 2주 간 계속되어 현지
교민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지역 등재훈련 워크숍(키르기스스탄)

2014 유네스코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

‘유산, 빛을 만나다’ 전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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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인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개발 지원 사업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유네스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199개 국가위원회 중 약 40%만이 웹사

코한국위원회는 2014년에 라오스,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유네스코 국가

이트를 개설했고,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대표적

위원회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9박 10일간 각 국가위원회 사업담당자를 초청하여 서울,

기구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에도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4년 ‘세계 군

이천, 경주에서 프로젝트 공동기획 및 자문, 국내 관련 전문기관 협력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소도서국의 해’를 맞이하여, 카리브해 지역의 6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 웹사이트 개발을 지

초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4개국 공동사업으로 라오스는 현지

원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자메이카에서 훈련 워크숍을 개

유네스코학교 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1회 양성평등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최했고,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는 잠다니 전통직조 공예술을 보호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세미나 1회, 워크숍 2회, 전시회 1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성창업 훈련 세미나 3회, 후속세미나 3회를 개최하

참가국과 웹사이트 주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권익증대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위기에 처한 자
www.svgncunesco.com

세인트키츠네비스

www.sknunesco.com

신트마르턴
자메이카

수기술인 ‘비즈케스테’ 보호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www.unesco.sx
www.jncunesco.gov.jm

큐라소

www.natcomcuracao.org

아루바

www.unesco-aruba.org

캐리비안 지역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개발 훈련 워크숍(자메이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량강화사업 현장 모니터링(방글라데시)
유네스코세인트키츠네비스국가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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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정책회의 참여 및 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내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라디오 후원광고 방영
2014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
인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이 유네스코한국
위원회의 지구촌 교육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창립 이래 최초로 CF를 제
작해 11월부터 방영했습니다. 특히 TV 광고는 ‘배우다’ 편과 ‘유네스코가 없었다면’ 편을 방영
하여 빵과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재건에 성공했듯 저개발국 자립의 핵
심은 교육임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브랜드/키워드 검색

201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참가지원 및 참석한 정책회의

광고도 함께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유네스코의 의미와 가치, 지구촌 교육 나눔 활

회의명

기간

‘모두를 위한 교육’ 운영위원회 및 특별작업단 회의

2014년 3월 6일~7일

장소

동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방영매체

(유네스코 본부)

제19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4년 4월 5일~15일

아태지역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보고서 검토 워크숍

2014년 4월 29일~30일

태국 방콕

글로벌 ‘모두를 위한 교육’ 회의

2014년 5월 12일~14일

오만 무스카트

제6차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총회 및 임원단 회의

2014년 5월 11일~15일

중국 광저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양질의 교육에 관한 제 2차 연구 발표회

2014년 5월 17일~20일

중국 베이징

제29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기총회

2014년 6월 2일~4일

제26차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2014년 6월 10일~13일

스웨덴 욘쇄핑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

2014년 6월 15일~25일

카타르 도하

제 1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2014년 7월 22일~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아태지역 교육회의

2014년 8월 6일~8일

태국 방콕

2014년 창의도시 연례회의

2014년 9월 27일~28일

중국 청두

제19차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2014년 10월 1일~2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제195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4년 10월 20일~30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제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2014년 11월 24일~28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제8차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2014년 12월 9일~11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2014년 유네스코 국제 NGO 총회

2014년 12월 15일~17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제9차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 정부간위원회

2014년 12월 18일~19일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지상파TV(KBS2, EBS), 라디오(CBS FM, 극동방송),
케이블(YTN, 뉴스Y, CBS, BTN, Discovery), 종편(JTBC, 채널A, TV 조선)

방영횟수

‘배움이 희망이다’ 편

프랑스 파리(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가 없었다면’ 편

총 158회(TV 112회, 라디오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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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노라마> ‘다리를 놓다’ 방영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6건의 홍보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창립 6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중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브릿지 아프리카

이밖에도 커리어 인터뷰, 취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유네스코 및 한국위원회 관련 활동

프로젝트’ 활동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6월 19일 <KBS 파노라마>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리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교육 나눔 활동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자립을 돕는 브릿지 프로젝

참여학교

트의 취지 및 청년 활동가들의 삶과 꿈을 조명함으로써,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성장한 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4.11), 압구정중학교(4.16), 한동대학교(5.9), 제주대학교(5.16),

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희망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남대학교(5.28), 광명 광휘고등학교(6.20),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주최
2014 하계 청소년 글로벌 리더캠프(7.28),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9.20), 동탄 국제고등학교(10.7),
(10.8)

용인 현암중학교

(11.7)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11.11)

고창 신림초등학교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11. 19)

,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방송 후 댓글 모음

(11.11)

,

(11. 25)

, 서울여자중학교

,

(11. 28)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조금이나마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유네스코 희망브릿지 사업이

유네스코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확장되어서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지구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가 필요한 곳에
더욱 더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 유세화

“누군가와 누군가의 다리를 놓는 작업,

“많은 유네스코 활동가들이
동탄 국제고등학교 방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방문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 이지영

2013년 10월 사내 SNS 공동 운영진을 구성해, 2014년 한 해 동안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여 다
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이념과 평화의 메시지 전달, 유네스코 퀴즈
및 이벤트, 설문조사 진행 등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더 넓고, 더 깊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
<KBS 파노라마> ‘다리를 놓다’ 방송 모습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수(명)

위원회 언론보도 횟수(건)

12월 좋아요 수

7,615
1월 좋아요 수

3,800
218

- 지민선

청년과 지역사회의 다리, 청소년과 활동가의 다리,
다른 나라와의 다리를 놓는 작업..
귀중하고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 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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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발간
창립 60년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지구촌 이웃을 돕
는 나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역사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쉽게 풀어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년사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에서 지구촌 나눔의 주역으로』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대
순에 따라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 직후 잿더미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
지 않도록 교과서를 지원해준 유네스코의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교
육, 과학, 문화 전반에 걸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뉴스』 발간
1964년에 창간된 『유네스코뉴스』에 내용과 규모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유네
스코와 위원회 위주의 소식에서 벗어나 여행, 과학, 영화와 같은 대중적인 내용을 확대하였고,
더 유익한 소식을 전하고자 2014년 신년호부터 기존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했습니다. 4월
부터는 유네스코 키워드인 ‘평화’의 메세지가 가장 필요한 전국의 군장병에게도 『유네스코뉴
스』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2만7천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개인 독자를 비

『Korea Journal』(코리아 저널) 발간
2014년 『Korea Journal』은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 걸쳐 총 25편의 논문과 6편의 서평을
담았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Korea Journal』의 새로운

롯하여 전국 각지의 도서관, 학교, 관공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뉴스』 구독신청 | www.unesco.or.kr/news

도약과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진작을 위해 지난 3년 간 수록된 논문 중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에서 각 1편씩 선정하여 9월 18일 유네스코회관에서 제 1회 ‘코리아저널상’을 수상하였습니
다. 인문학 분야는 연세대학교 최기숙 교수의 ‘우는 남자와 애도 의례: 18세기 조선 사대부의
애곡(哀哭)의 장소와 인문성의 처소(A Weeping Man and the Mourning Ritual: Literati Writing and the Rhetoric of Funeral
Oration in Eighteenth-Century Joseon)

’가 사회과학분야는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의 ‘중・미 관계와 한반도

통일(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 분석(가제)』 정책연구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난 60년 간의 사업과 활동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질적, 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 교육,
자연과학, 문화 및 정보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 사
회에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Korea Journal』 | 코리아저널은 한국 문화를 학술적 차원에서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
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61년에 창간되었습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한층 깊이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논문선집 『The Humanities and Healing』 발간

있는 연구 성과물을 게재하는 국제 학술지로 거듭난 코리아저널은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

세계인문학포럼 눈문선집 『The Humanities and Healing』(김광억 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을 펴냈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정보기관인 톰슨 사이언티픽사의 예술인문학색인 A&HCI

에 등재되었습니

다. 코리아저널은 계간지로 인문, 역사, 철학을 비롯하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류학 등 다방면의
분야를 다룹니다.
구독신청 | www.ekoreajournal.net/subscription

습니다. 수록된 논문 11편은 2012년 열린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에서 발표된 글을 다듬은 것
으로, 미셀 마페졸리, 콘라드 야라우쉬, 김여수 등 이 책에 필자로 참여한 학자들은 인간의 고
통, 좌절, 불안을 사회적, 역사적, 문명적 맥락에 놓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문학적
시각에서 치유나 힐링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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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랑의 싹을 틔우다 후원 현황

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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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기후원 신청자(명) |

대국민 후원모금

300

2014년부터 전세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중 최초로 대국민 후원모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금활동을 진행하였고, 2014년 8월에
는 온라인 기부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에서 해피로그를 처음으로 오픈하였습니다. 배움
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지만, 정작 읽을 책이 없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나피니 마을 어린이들에
게 희망의 책을 보내주기 위해 ‘책에 날개를 달아 아프리카에 전해주세요’라는 주제로 ‘Wings

지구촌 교육 나눔을 위한 교보문고 Book & Gift 우수상품전’을 개최하여, 행사 수익금의 일

291

292

11월

12월

200
150
75

100
50

98
52

47

2월

3월

57
28

31

4월

5월

41

44

42

9월

10월

0
1월

of Books’ 모금을 진행하여 목표 모금액 5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교보문고, 엔씨스콤과
함께 2014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 1층에서 ‘유네스코

1,098

기업 후원금(원) |

6월

7월

8월

175,000,000

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에 기부되었습니다. 후원 광고가 TV를 통
해 방영된 11월부터는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교육•급식지원사업

일반대중 후원금(원) |

156,044,008

● 아프리카 지원 ● 아시아 지원 ● 행정비

아시아 여성교육사업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사업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후원금 배분(원)

39,618,457
39,000,000
36,000,000

행정비 | 14,052,197

33,000,000

기후변화교육 | 20,000,000

30,000,000
25,380,953

27,000,000
24,000,000

합계

21,000,000

17,497,523

18,000,000
13,764,062 13,525,290

15,000,000
10,393,390 10,424,463

12,000,000
8,325,271

9,000,000
6,000,000

브릿지 아시아 | 74,472,543

6,271,900
3,359,000 3,083,210

4,400,489

유네스코키즈 | 76,000,000

3,000,00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1,044,008

브릿지 아프리카 | 146,5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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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2014년 12월 1일 기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육분과

김신호 교육부 차관

부위원장

김신호 교육부 차관

위원회

김동진 통영시 시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박성호 국회의원(새누리당)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박은경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은경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사무총장

민동석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자연과학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4년 6월 13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계
획 및 예산 보고, 감사결과 보고, 위원회 기본재산 관리현황 보고, 보궐 집행위원 선출, 후원
금 회계 신설안 심의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39차
~242차 집행위원회에서 위원회 창립 60주년 비전 선포 보고, 사무처 조직개편안 심의, 위원
회 운영규정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241차 집행위원회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분과위원회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지방 도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자 경남 통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중훈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남광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충옥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변상경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의장

총회와 집행위원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연간 1차례 정

서혜애 부산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인문사회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기총회와 4차례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으로는 교육부장관이 당연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과학분과

박흥순 선문대학교 대학원장

며,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위원회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록 중요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총회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문화분과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위원회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권영세 안동시 시장

홍성욱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감사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원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정보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커뮤니케이션 김교정 숙명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과학과 교수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분과 위원회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이문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김희정 국회의원(새누리당)

정경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신승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유재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이홍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2014년 12월 1일 기준)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감사평가실

사무총장특별보좌관

기획경영본부

정책사업본부

유네스코희망브릿지본부

후원개발홍보본부

홍보소통

강성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후원개발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위원회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별위원회

권택명 한국시인협회 교류위원장

김희락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규희 (주)온터치컴즈 대표이사

민영서 스파크(소셜이노베이션) 대표

박영순 커피비평가협회 회장

설균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송영철 <유네스코뉴스> 편집국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이영철 프리랜스 영상감독

이혜훈 국회의원(새누리당)

조광한 군장대학교 재생에너지계열 석좌교수

장기봉 마스타자동차관리 대표

홍준호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장현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황명선 롯데관광개발 총괄사장

조광한 군장대학교 재생에너지계열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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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어깨동무를 하다 협약 체결 기관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로의 역량과 네트워크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천시, 한양대, MBN 매일방송 등 1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은누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한양대학교 교류 협력 협약식

일시

체결 기관

협약 내용

2월 7일

이천시·이천교육지원청

유네스코 활동 통한 창의인재 양성

3월 14일

수리산자연학교

옥상생태공원 ‘작은누리’ 생물다양성 증진

3월 14일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14개 기관

고등교육콘텐츠 나눔

4월 3일

여성가족부・문화재청

위안부 기록유산 협력

4월 24일

한양대학교

교육·문화 정보 및 자원 교류

5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개도국 IT 지원, 콘텐츠 및 인력 교류

5월 15일

강원일보

남북한 화해협력 모색, 유네스코 브릿지 홍보

5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 인재육성 및 에너지 교육 강화

6월 11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적 자원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7월 29일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유네스코 세계 재즈의 날’ 홍보, 후원개발

8월 1일

MBN 매일방송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국 교육 지원, 남북한 교육 사업

9월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저개발국 교육지원 위한 후원개발, 해외진출 지원

10월 16일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 국제문화정책’ 전공 개설 추진

11월 6일

선문대학교

유네스코 브릿지 후원 개발 캠페인, 교육 및 연구인력 교류

협약 체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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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친선/홍보대사들(위촉일순)

친선/홍보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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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기준)

‘세계 재즈의 날’ 홍보대사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문화예술 친선대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평화친선대사 시인 고은

전통문화 친선대사 황손 이석

“재즈라는 음악의 탄생 배경 자체가 평화와 너무나 밀접한

“제 작품에 담긴 ‘치유와 회복’, ‘평화와 화합’의 메세지는 유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평화의 의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긴 우리의 소중한 문화

관계가 있죠. 전 세계가 분쟁과 갈등을 내려놓고 재즈로 소통

네스코가 지향하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인

의 미래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

유산인 왕실문화를 복원하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도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류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

갈지 실천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음악으로서 재즈 뿐만 아니라 재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

이지 않나요? 아직도 평화가 깃들지 못한 지구촌 곳곳의 이

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들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 친선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특별홍보대사 배우 신세경

홍보대사 국악인 송소희

평화예술 홍보대사 피아니스트 양방언

평화예술 친선대사 팝페라테너 임형주

“단순히 빵이나 생필품이 아닌 교육으로서 가난의 악순환을

“흔히 어린이가 세계의 미래라고들 하잖아요. 앞으로 저도 유

“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만,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

“나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받는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글을 쓰고 읽을

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저개발국 교육 지원에 신경을 많이

실히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

이 더 크다는 걸 잘 알게 되었어요. 그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써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

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

의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이들이 배우고 그

바라게 될 테니까요. 유네스코의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지킬

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각 나라의 뮤지션과

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유네스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 있는 힘을 많이 주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에도 관심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위원회와 저와의 공통분모입니다.”

이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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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가 펼칠 일들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유네스코 아시아 브릿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본부 시 낭송회 및 공연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방영

유네스코 창립 70주년 및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아시아 브릿지 프로젝트가 SBS <세상에서 가장 아

2년에 한 번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 기

름다운 여행>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카스트 제도와 무슬림에

간에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의 대표 시인인 고은 유

대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배움을 이어나가는 인도 여성들의

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친선대사의 세계 평화와 화합의 시

문해교육을 현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낭송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드립니다.

인 양방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예술 홍보대사의 공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기념 촬영(2015년 시무식)

도 이어집니다.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을 비롯해 유

유네스코학생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관 국제기구, NGO 관계자, 국가위원회 직원 및 파리 시민 등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온 한국유네스코학
생회(KUSA)가 201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유네스코한

제4회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

국위원회는 유네스코학생회와 함께 유네스코 학생 활동을 진

유네스코세계시민학교 개교

유네스코키즈 해외현장학습

광복 70주년, 유네스코와 유엔 창설 70주년, 한일 수교 50주

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월 창립 50

유네스코 가치를 배우며 세계와 만나는 ‘학교 밖의 학교’ 유

2014년 여름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세계시민캠프’ 우수 수

년 등 2015년은 세계사적•국제정치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

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스코세계시민학교가 2015년 7월에 문을 엽니다. 유네스

료자들 25명이 참가하는 해외현장학습이 유네스코 본부가

입니다. 역사화해를 목적으로 네 번째로 열리는 본 국제포럼

코한국위원회가 국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OECD, EU 등

은 ‘역사교과서’를 주제로 강연, 토의, 전시회 등 다양한 일정

Education)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유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등 현지 관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눈

네스코세계시민학교는 학생들이 평화, 정의, 지속가능발전

과 귀가 넓어질 우리 유네스코 키즈들이 과연 어떤 새 꿈을

등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를 밑거름 삼아 세계시민으로

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공동주최)

과 함께 숙명여대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말 자선콘서트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세계유산, 유네스코창의도시
등을 통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공예 ODA 워크숍

있으며, 2015년 연말 지구촌 교육나눔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대한민국의 문화적・산업적 발전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상

이들 지역 중 한곳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브릿지 전문요원 및 활동가 파견

황과 수요에 적합한 공예디자인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의 어려운 이웃에게 교육으로 희망을 전하기 위한 유네스코

유네스코학교 전국대회

2010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

공예 ODA 워크숍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연말 자선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의 해를 맞아 평화와 존중, 배려와 나

웨, 남아공, 르완다, 레소토, 말라위 등지에서 ‘유네스코 브릿

워크숍은 전통공예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전문

참여 바랍니다.

눔 확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한민국 유네스코학교

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가를 파견하던 기존

가가 현대적 공예디자인을 강의하고 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

가 다함께 모여 첫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교육

제도를 보완하고자 활동가와 함께 브릿지 전문요원을 선발,

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참가자들의 작품은

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대안으

파견합니다. 이번 전문요원과 활동가 파견으로 2015년에는

국내외 여러 공예 페어를 통해 전시하여, 지역 전통공예산업

로 유네스코학교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더 탄탄한 콘텐츠로 무장할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

의 활로 개척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유

젝트’를 기대해 봅니다.

성장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스코학교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세대만에 지금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네스코와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건립된 국정교과서 공장에서
1956년에 인쇄한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를 2012년 유네스코 본부에 기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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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아프리카는 변화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저개발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가난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교육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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